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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년 5월 20일 중동급성호흡기증후군(이하 메르스 감염) 국내 첫 확진환자가 발

생한 이후, 최근 마지막 환자가 사망하였다. 이번 메르스 감염은 공중보건위기로 확대

되었으며, 국민의 건강은 물론 사회경제적 생활에 상당한 타격을 준 것으로 생각된다. 

2015년 메르스 유행은 국내 감염병 관리체계의 문제점과 병원감염에 대한 관리가 

얼마나 어려운 것인지를 그대로 보여주었다. 이에 한국보건사회연구원에서는 메르스 

감염을 비롯한 신종감염병에 대한 준비성을 강화하고 효과적인 대응을 위한 방안 모색

을 위해 감염병 관리체계에 대한 연구를 추진하였다. 

이 연구는 프랑스와 독일, 미국, 일본을 중심으로 각 국가의 감염병관리기구 및 감염

병관리체계를 종합적으로 비교하였으며, 이를 바탕으로 국내 감염병관리체계 개선방

안을 제시하였다. 

김남순 연구위원이 연구책임을 맡았으며, 김정선 연구위원, 박은자, 전진아, 김대중, 

정진욱, 김동진 부연구위원과 김대은, 최지희 전문연구원, 송은솔, 최성은 연구원이 참

여하였다. 이 보고서가 나오기까지 연구의 구성과 내용에 대해 충실한 조언을 해준 국

내·외 자문위원과 평가위원들에게 감사드린다.

향후 이 보고서가 감염병 예방 및 관리를 위한 개선방안을 수립하는데 중요한 근거

로 활용될 수 있기를 기대한다. 끝으로, 이 연구결과는 우리 연구원의 공식적인 견해가 

아니라 연구진의 개별적인 연구 활동임을 밝힌다. 

2015년 12월

한국보건사회연구원장

김  상  호

발간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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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study on infectious disease prevention and control 
systems of Korea: Focused on the Middle East Respiratory 
Syndrome Coronavirus

This study aimed to describe problems of infectious disease prevention 

and control systems of Korea and to suggest programs and policies to im-

prove current systems. To achieve new and deep insights, this study ex-

plored the infectious disease prevention and control systems of the United 

States, France, Japan, and Germany using websites and literature reviews, 

site visits, and in-person interviews. Findings of this study suggest the im-

portance of capacity building for appropriate preparation and response 

toward infectious diseases prevention and control, especially for the 

emerging infectious diseases like MERS-Cov. In addition, we need to 

strengthen our systems of infectious disease prevention and control in hos-

pitals, local and central government levels. Lastly, this study also highlights 

the necessity of collaborative networks between systems.

Abstract <<





1. 연구 배경 및 목적

⧠ 연구 배경 및 목적

○ 중동호흡기증후군(이하 메르스 감염)은 신종감염병 중 하나로 지난 5월 국내

에 유입된 이후 지속적으로 확산되어, 국민건강과 일상생활에 심각한 영향을 

미침

○ 메르스 감염 문제를 계기로 국민의 감염병에 대한 관심이 폭발적으로 증가하

였으며, 신종감염병에 대한 준비성을 강화하고, 향후 효과적인 대응을 위한 방

안 모색 필요

－ 이와 관련하여 정부는 현재의 감염병 예방 및 관리 제도를 개정하고, 향후 

국가 방역체계 개편안을 제시하였으나, 아직 구체적인 기준이나 절차, 사업 

및 프로그램들이 설정되지 않은 상황임

－ 프랑스와 독일, 미국은 메르스 감염 환자가 발생하였으나 초동대응이 잘되

어 병원감염이 발생하지 않았으므로 이들 국가의 감염병 관리체계를 검토

할 필요가 있음

○ 이 연구에서는 주요 선진국의 「감염병 예방 및 관리체계」를 조사하고 국내 상

황과 비교하여 개선방안을 도출하고자 함

⧠ 연구내용 및 방법

○ 미국, 프랑스, 일본, 독일을 중심으로, 감염병 관리체계를 비교 검토하였으며, 

이를 바탕으로 이번 메르스 대응에서 드러난 국내 감염병 관리체계의 문제점

을 도출하였으며, 이에 대한 개선방향을 모색하였음 

－ 문헌연구, 관련 웹페이지 검토 및 현지 방문 조사를 통해 미국, 프랑스, 일

본, 독일의 감염병 관리체계를 검토하고, 국내 감염병 관리체계의 문제점을 

요 약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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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출함. 또한 국내 감염병 관리체계의 문제점 및 개선방안 도출을 위한 전

문가 자문회의 수차례 실시 

2. 주요 연구결과

⧠ 외국 감염병 관리기구의 조직 특성

○ 미국, 독일, 프랑스의 「감염병 관리 기구」는 감염병 뿐 아니라 전반적 공중보건

문제를 같이 다루고 있으나 일본은 감염병만을 담당

○ 감염병 관리기구들은 중앙 보건부처의 산하 기관이지만 별개 조직 성격이며 

독립적 인사권을 가지고 있음. 미국의 CDC는 다른 기구와 달리 보건인적서비

스부에 소속된 「operating division」으로 관련 행정 담당 

○ 4개국 감염병 관련 관리기구들은 모두 높은 수준의 과학적 전문성을 가짐. 또

한 대부분 현장 적용연구를 중심으로 하나, 일본과 독일의 경우 실험기반 연구 

비중 높음

〈표 1〉 외국의 감염병 관련 관리기구 조직 특성 비교

조직 특성 인사권 보유
과학적 
전문성

연구특성

CDC(미국)
보건인적서비스부 소속 

operating division
○ 높음 현장적용 연구

InVS(프랑스)
보건복지여성부 

산하 기관
○ 높음 현장적용 연구

국립감염증연구소(일본)
후생노동성 

산하 연구기관
○ 높음

현장적용 연구 + 

실험기반 연구

RKI(독일) 보건부 산하 연방기구 ○ 높음
현장적용 연구 + 

실험기반 연구

⧠ 감염병 관리 기구, 중앙부처와 지방의 역할 

○ 4개국 「감염병 관리기구」는 중앙과 지방의 보건당국과 밀접한 연관을 맺고 있

으며, 과학적 근거에 입각한 정보를 제공하고 인력과 기술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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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염병 발생 시 일차적 대응에 대한 책임은 지방정부 또는 지역 보건청에 

있음. 지방의 대응 역량을 초과하는 경우에 중앙정부 및 「감염병 관리 기구」

가 지원

－ 중앙 보건부처가 감염병 관리에 대한 총괄책임

〈표 2〉 4개국의 감염병 관리기구. 중앙 보건부처와 지방의 역할 비교 

중앙 보건부처 감염병 관련 관리기구 지역 보건당국

미국

� 보건인적서비스부는 다른 

부처와의 관계를 조율하는 

역할 및 총괄 책임

� 대비대응국차관보실에서 공

중보건위기대응 담당 

� CDC는 주 및 지방정부에 

대한 자금, 인력, 기술 지원

� 주를 넘어서거나 미국영토

로 유입되는 질환에 대해서

는 CDC가 우선적 대응

� 일차적 감염병 대응 

� 주 보건당국을 중심으로 감

염병 대응

� 주의 역량을 벗어나는 경우 

CDC 및 중앙에 지원 요청

프랑스

� 보건복지여성부에서 지방보

건청을 관할하며 총괄책임

� 공중보건위기대응국이 있음 

� InVS는 지방보건청 및 보건

복지여성부 간 연계

� 지역 네트워크인 Cire를 통

해 정보수집

� 지방보건청(ARS)이 일차적 

대응

� InVS의 지역네트워크인 Cire

의 지원

일본

� 후생노동성의 결핵감염과가 

감염병 관리에 대한 업무 

담당

� 별도의 공중보건위기대응 

부서는 확인되지 않음

� 국립감염증 연구소는 정보

수집과 실험실 연구 등을 

통해 과학적 근거 제공

� 일차적 감염병 대응 

� 지방의 역량을 벗어나는 경

우 국립감염증 연구소에 지

원 요청

� 지역위생연구소가 진단, 감

시체계 운영

독일

� 보건부의 감염병 관리에 대

한 업무 담당

� 별도의 공중보건위기대응 

부서는 없음

� RKI는 정보수집과 실험실 

연구 등을 통해 과학적 근

거 제공

� 지방의 보건당국에 정보 제

공 및 인력 지원

� 일차적 감염병 대응 

� 보건사회지방사무소(광역시

도 단위)에서 감시 및 자료

수집

⧠ 감시체계와 정보공유

○ 4개국 모두 기초단위에서 광역시도, 중앙 감염병 관리기구로 이어지는 감염병 

감시체계 보유 

⧠ 역학조사

○ 4개국 모두 체계적인 역학조사관 훈련 프로그램 보유. 미국과 독일의 경우 2년 

과정의 역학조사관 훈련프로그램 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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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단 검사

○ 독일과 일본의 감염병 관리기구는 실험기반 연구의 비중이 높아 감염병 진단 

기능 보유

○ 독일의 RKI에는 세균과 바이러스에 대한 국가표준센터와 자문실험실이 있어 

감염병 진단을 담당하고 신속하게 병원체 동정 및 질병 진단

⧠ 위기대응센터(Emergency Operating Center, EOC)

○ 미국은 CDC 내에 위기대응센터(EOC)를 상시 운영함으로써 보건인적서비스

부를 지원하고 미국 내에 발생하는 질환에 대한 신속한 대응 및 관련 부처 간 

혹은 국제적 공조를 위한 물리적 환경 제공

〈표 3〉 국내 감염병 관리 문제와 외국 모범사례 비교

국내 상황 외국 사례 

검역

� (상시검역체계 미흡) 

신종 감염병 발생 위

험이 높은 국가 경유

자에 대한 검역과 추

적 시스템이 제대로 

작동하지 않음 

� (일반 국민 대상 사전

교육 미흡) 신종 감염

병 위험 지역 방문자

들이 감염병 위험을 

사전에 인지하지 못함

� 질병관리본부 13개 검

역소 담당

� 검역소의 조직과 검역

관 규모가 작고, 감염병 

의심환자 격리 및 치료

시설 부족 

� 미국 CDC는 검역 기능을 담당하며, 

세관 및 국경보호대와의 협조 하에 

해외로부터 유입되거나 주를 넘어서

는 경우 개인 통제 및 격리 권한(연

방규정집 42편 공중보건 part 70과 

71에 의거)

감시체계와 
정보공유 

� (감시체계 미흡) 의료

기관에서 보건소, 보

건소에서 질병관리본

부의 신고체계 작동

이 미흡 

� (감염병 발생 정보공

유 안됨) 감염병 발생

에 대해 중앙-광역-

지방자치단체 뿐 만 

아니라 의료기관과 

정보 공유가 원활하

지 못함. 

� 감염병 감시체계 

(National Infectious 

Disease Surveillance 

System: NIDDS)가 제

공하는 정보의 양과 질 

문제

� 감염병 발생 시 발생환

자 및 의료기관에 대한 

정보공유체계 없음 

� 일본에서 지방자치단체별로 지역위

생연구소 내에 감염증정보센터를 운

영. 지역감염증 정보센터는 수집된 감

염증 관련 정보를 분석하여 의료기관, 

보건소, 도도부현 및 국립감염증연구

소에 제공. 또한 국립감염증연구소에

서 감염병정보(Infectious Agents 

Surveillance Weekluy Report, 

Infectious Agents Serveillance 

Report)를 의료인, 보건행정담당자, 

일반인 등에게 제공

� 지역위생연구소가 도도부현에서 감

염병 자료를 수집하고 분석하여 중

앙에 전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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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 상황 외국 사례 

역학조사 

� (역학조사인력 부족

과 전문성 취약) 역학

조사관은 34명, 질병

관리본부 정규직 역

학조사관은 2명에 불

과함

� (역학조사관 양성프

로그램 미흡) 단기 양

성프로그램만 있으

며, 대상이 공중보건

의사여서 동기 부여

가 어려움

� 역학조사관 양성프로그

램의 대학 위탁 

� 역학조사관 권한이 제

한적 : 병원 폐쇄권을 

부여하는 것으로 법률 

개정안 준비 중 

� 역학조사관의 현장 조

사와 관련 업무 지원체

계 없음 

� 4개국 모두 역학조사관 양성프로그

램이 있으며, 대부분 2년 과정임

진단검사 

� (신종감염병 신속진

단 안됨)신종감염병 

진단과 진단결과 제

공이 신속히 이루어

지지 않음 

� 시도 보건환경연구원과 

국립보건원의 협력체계 

강화 필요 

� 진단 정보에 대한 의료

기관 환류 및 공유체계 

구축 필요

� 일본의 경우 지역위생연구소에서 진

단하여 국립감염증 연구소와 연계하

며, 진단정보에 대해 의료기관과 공

유. 법정감염병으로 지정되기 이전

부터 준비하는 체계로 감염병 발생 

전 진단을 위한 자원 사전 준비

� 독일의 경우 국가표준센터와 자문실

험실에서 병원체 동정 및 진단

위기상황 
판단 및 
대응과정 

� (위기대응에 필요한 

신속한 의사결정과 

현장 의견 반영의 어

려움)

� 위기상황 대응에서 

선보고·후조치 하고 

있음. 현장의 의견 혹

은 전문적 의견 반영 

문제, 상황에 따른 유

연한 의사결정을 내

리는데 문제가 있음

� (허술한 격리 기준) 

엄격한 격리대상 선

정과 추적관찰이 필

요함

� (일반 국민 대상 늦은 

정보공개) 환자 발생

과 관련 의료기관 정

보가 국민과 다른 의

료기관에 늦게 공개됨

� 질병관리본부에서 보고 

후 보건복지부 위기평

가위원회에서 위기상황

에 대한 의사결정 진행 

� 질병통제전략상황실 운

영되지 않음 

� 과학적 전문성에 의한 

판단과 정치적 고려에 

대한 합리적 조정이 가

능한 체계 구출이 필요

함 

� 병원폐쇄, 정보공개, 지

역격리에 대한 판단, 의

사결정과 실행이 순조

롭게 이루어지는 통합

적 거버넌스 체계 구축 

필요 

� 정보공개의 투명성과 

신뢰성 제고방안 필요

� 미국의 경우, 보건인적서비스부 장

관이 미국으로의 감병병의 유입 및 

주(state) 간 전파에 대한 예방을 위

한 조치를 실시하는 권한을 가짐. 

실제 기능을 수행하기 위한 권한을 

CDC에 위임

� 미국 보건인적서비스부의 위기대응

부서인 대비대응국(ASPR)은 다른 

부처 간 역할 조율을 하며 재난관리 

총괄부서인 국토안전부와 연방위기

관리처(FEMA)와 긴밀한 연계

� 미국 CDC 역시 위기대응센터

(EOC)를 설립하여 상시 운영, EOC

는 보건인적서비스부의 위기대응부

서와 긴밀한 연계를 맺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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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 상황 외국 사례 

지역 대응

� (자가 격리의 비강제

성) 자가 격리조치는 

특별한 강제성이 없

기 때문에 대상자 격

리를 보장할 수 없음 

� (격리조치 안내 미비) 

격리조치 통지에 대

한 안내가 제대로 이

루어지지 않아 격리

대상자임을 알지 못

하는 경우 발생

� 자가격리에 대한 감시

와 관리의 실효성 개선

방안 필요

� 4개국 모두 일차적으로 지방의 권한

이며, 중앙 및 감염병 관련 관리 기구

는 지역사회를 지원하는 기능 수행

� 프랑스의 경우 중앙정부 소속의 지

방보건청(ARS) 중심으로 지역 대응

을 하며, 감염병 관련 관리기구인 

InVS의 지역 네트워크인 Cire를 지

방보건청이 동시 관리

의료기관 
감염병관리 
준비성과 
대응과 

치료역량 

� 병원 내 감염관리, 감

염병 치료 관련 교육 

미흡

� (병원 간 정보 교류 

미실시) 메르스 감염

에 대한 정보가 공유

되지 않아 메르스 환

자가 발생한 병원을 

경유한 환자임에도 

합당한 조치가 취해

지지 않음

� (치료 인프라 미비) 

격리음압병상 이용이 

한계에 도달, 비상 시

를 대비한 격리음압

치료병상 추가 확보 

필요 

� 감염병 관리기구에서 

병원의 신종감염병 준

비성과 대응을 모니터

링하고 지원하는 체계 

없음

� 병원 간 환자발생 정보 

공유체계 없음

� 의료기관 내부에서 신

종감염병 대응을 담당

하는 구조 결여 

� 국공립병원 격리음압병

상과 인적지원에 대한 

지원 미흡 

� 일본에서는 2007년 4월 의료법을 

개정 모든 의료기관에는 관리자 책

임 하에 병원감염대책을 위한 체제

를 확보하도록 의무화 하였음

� 독일에서는 감염병방지법에 의거 

RKI가 병원위생과 감염예방 위원회

(KRINKO)를 설치. 병원감염관리 

가이드라인 개발, 캠페인, 원내감염

의 데이터베이스화 작업을 하며, 병

원은 병원 내 감염 현황을 매주 보

건소에 보고할 의무 규정 



요약 9

3. 결론 및 시사점

1) 국내 감염병 관리 및 위기대응 체계의 문제점

가. 감염병 관리기구의 역할과 문제

⧠ 감염병 관리기구의 역할과 조직적 특성 

○ 미국 CDC, 독일 RKI, 일본 국립감염증연구소, 프랑스 InVS 모두 국가적 수준

의 감염병 예방 및 관리를 담당하는 기구로 보건부처에 속해있지만 역할에는 

차이 존재

○ 4개국 감염병 관리기구 모두 독립적 인사권과 함께 업무 수행의 자율성을 가지

고 있는 반면 질병관리본부는 독립적 인사권이 없고 자율성 부족 

⧠  전문성과 인력 문제

○ 4개국 감염병 관리기구의 공통점은 감염병 감시체계, 역학조사 및 진단 등과 

관련한 역량이 뛰어나고 우수한 인재 보유

나. 감염병 관련 위기대응체계와 거버넌스의 문제 

⧠ 감염병 관련 위기대응체계의 문제

○ 중증 급성호흡기증후군(SARS)이나 신종인플루엔자 유행 시에도 위기대응체

계에 대한 문제가 지적되어 왔으며, 메르스 감염에서는 위기대응에 대한 컨트

롤타워(control tower)와 거버넌스 문제 부각

⧠ 지방자치단체의 감염병관리 대응 역량의 문제

○ 지방자치단체에서 역학조사 및 자료 수집과 분석이 핵심적 역할을 담당해야 

하지만 감염병 관리에 필요한 실무역량 미흡 



10 감염병 관리체계의 문제와 개선방안 - 메르스 감염 중심으로

다. 의료기관의 감염병 관리에 대한 대응과 의료전달체계의 문제 

⧠ 의료기관의 신종감염병 대응 관련 준비성 부족 

○ 국내 급성기 병원의 구조와 시설이 밀집되어 병원감염의 예방과 관리가 취약

⧠왜곡된 의료전달체계와 의료이용 행태 

○ 가족들의 의료기관 동행과 문병문화

2) 국내 감염병 관리체계의 개선방안

가. 감염병 관리 및 위기대응체계 강화

⧠ 감염병 관리에 대한 과학적 전문성과 기본역량 확보 

○ 감염병 관리는 기본적 업무에 필요한 과학적 전문성과 관련 업무에 대한 경험

축적이 중요함. 개선방안 수립에 고려할 원칙은 중앙의 감염병관리기구 전문

성을 강화하는 것과 광역시·도 역량 강화

⧠ 중앙의 감염병 예방 및 관리기구 강화

○ 질병관리본부가 독립적 인사권과 예산에 대한 권한을 가지고 역학조사관 등을 

포함한 전문인력 보강

○ 감염병을 포함한 질병의 예방 및 관리, 연구·조사 기관으로서의 정체성을 확보

하고 과학적 근거를 생산·지원하는 업무 강화

⧠광역시·도의 감염병 예방 및 관리 활동 강화방안 

○ 광역시·도 및 지방자치단체의 공중 보건 역량 보강 

○ 시·도 단위로 지역 감염병 관리본부를 설치하여 지역에서 발생하는 감염병에 

대한 초동대응 능력을 제고하고 기초지방자치단체와 중앙간의 연계 담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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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위기대응체계 강화: 신속한 초동대응과 협력 네트워크 구축

○ 감염병 관련 위기대응 컨트롤 타워(Control tower) 구조와 운영 원칙 설정 

○ 위기대응센터(EOC)의 상시적 운영 및 위기상황에서 신뢰할 수 있는 정보를 확

보하고 공유할 수 있는 시설 구축 

○ 지방의 감염병 관련 인력과 자원 확보를 위한 관련 정책과 예산 수립 및 중앙과

의 협력체계 구축

⧠ 의료기관의 감염병 관리 및 대응 체계 개선 

○ 공중보건당국이 의료기관의 감염병 관리를 감독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하고, 

동시에 의료기관에게는 감염병 관리에 대한 재정적 지원 

○ 급성기 병원의 병원감염관리 계획 수립을 의무화 하고, 담당조직을 확대하며 

신종감염병에 대한 준비성 강화. 감염병 의심/확진 환자를 별도로 진료할 수 

있도록 병원구조와 시설 개선 

○ 지역거점공공병원의 감염관리 전문인력 층원에 필요한 경상운영비 지원. 적절

한 공공병원이 없는 지역은 국가와 지자체가 감염병전문병원 설립·운영 필요

 

나. 감염병 관리 기능 강화

⧠ 검역 및 감시 강화: 입국자 전용 격리시설 확보 및 감염위험자 추적 감시체계 개발

○ 해외 신종 감염병에 대한 정보 제공 및 감염원 접촉 확인하고 의심자 격리시설 

확보. 또한 신종감염병 고위험자에 대한 추적조사시스템 구축

○ 해외 감염병 발생 현황을 모니터링하여 필요시 국내 유입 전에 법정감염병으

로 지정

⧠ 전문적인 역학조사팀 양성 및 질 제고

○ 질병관리본부 내 정규인력으로 전문 역학조사팀을 조직하고 감염병 발생에 대

비. 필요시 신속히 감염지역을 폐쇄할 수 있도록 역학조사관의 권한(수사권, 

행정권 등) 강화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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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염의심자 격리의 실효성 확보방안

○ 지역별 감염의심자 격리센터 운영이 필요하며, 격리대상자에 대한 공적 휴가 

인정, 저소득층에 대한 생계비를 지원함. 동시에 자가격리 거부·이탈자에 대한 

제재방안 역시 필요 

⧠ 신종감염병에 대한 R&D 확대 및 국제 네트워크 구축 

○ 신종감염병 예측시스템을 개발하고 시나리오별 대응전략 개발. 또한 백신·항

바이러스제 연구 및 생산 활성화 

○ 해외 신종전염병 정보수집시스템을 활성화하고 국제기구(WHO 등) 및 관련 

국가와의 국제적 네트워크 강화

다. 의료전달체계와 포괄간호서비스 개선

○ 장기적으로 1, 2, 3차 의료기관의 기능 정립 및 진료의뢰 및 회송체계 개선 등 

바람직한 의료전달체계 확립을 위한 구체적인 정책과 법안 마련 필요

○ 포괄간호서비스 확대 필요

*주요용어: 신종감염병, 감염병 관리체계, 감염병 관리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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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절 연구 배경 및 필요성

⧠ 연구 배경 및 목적 

○ 중동호흡기증후군(Middle East Respiratory Syndrome; MERS, 이하 메르

스 감염)은 신종감염병 중 하나로 2015년 5월 20일 국내 첫 확진 환자 발생 후 

지속적으로 확산되어 국민 건강과 일상생활에 심각한 영향을 미침 

－ 메르스 감염병은 메르스 코로나 바이러스에 의해 주로 호흡기 감염증을 유

발하는 신종감염병으로 호흡부전과 폐혈성 쇼크와 같은 중증 합병증이 나

타날 수 있음 

－ 메르스로 인한 사회경제적 손실비용으로 6조 3,627억원이 추계됨(김윤희, 

2015)

○ 2009년 신종 인플루엔자 유행 이후, 신종 감염병의 국내 유입으로 공중보건 

위기 상황을 경험함

－ 2015년, 국내 메르스 감염 확진자는 186명이며 사망자 수는 38명으로 확

진 자 중 사망률은 20.1%로 나타남(메르스포털, 2015.11.281))

－ 메르스 감염 환자와 접촉으로 인한 지역사회 및 병원 격리대상자는 16,752

명에 달하였음(메르스포털, 2015.10.252))

○ 메르스 감염을 계기로 국민의 감염병에 대한 관심이 폭발적으로 증가하였으

며, 신종감염병에 대한 준비성을 강화하고, 향후 효과적인 대응을 위한 방안 

모색이 필요함

○ 이와 관련하여 정부는 현재의 감염병 예방 및 관리 제도를 개정하고, 향후 국

1) 메르스포털(2015.11.28.). www.mers.go.kr에서 2015.11.28. 인출

2) 메르스포털(2015.10.25.). www.mers.go.kr에서 2015.10.25. 인출

서 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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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방역체계 개편안을 제시하였으나, 아직 구체적인 기준이나 절차, 사업 및 

프로그램들이 설정되지 않은 상황임

－ 2015년 7월 16일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 개정을 통해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책무, 의료인등의 책무와 권리, 국민의 권리와 의

무 등의 사항을 신설 및 개정함3) 

－ 2015년 9월 1일 신종감염병 대응 24시간 긴급상황실 설치, 초기 즉각 현

장대응체계 구축 등을 골자로 하는 국가방역체계 개편방안을 발표함4)

○ 프랑스와 독일, 미국은 메르스 감염 환자가 발생하였으나 초동대응이 잘되어 

병원감염이 발생하지 않았으므로 이들 국가의 감염병 관리체계를 조사할 필요

가 있음

－ 프랑스와 미국에서 각각 2명의 메르스 감염환자가 발생했으나 신속히 격리

시설이 있는 병원으로 이송하였고 추가 환자는 발생하지 않았음. 독일의 경

우에도 3명의 환자가 발생하였으나 추가 환자가 발생하지 않았음 (ECDC, 

2015)

○ 따라서 본 연구는 메르스 감염을 포함한 신종감염병에 대한 주요 선진국의 감

염병 예방 및 관리체계를 조사하고 국내 상황과 비교 검토하여 국내 감염병 예

방 및 관리체계 개선방안 모색을 위한 근거를 제시하는 데 목적을 둠

3) 자세한 신설 및 개정 사항은 국가법령정보센터(www.law.go.kr)에서 확인가능함

4) 자세한 개편방안은 메르스포털(www.mers.go.kr)에서 확인 가능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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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절 연구내용 및 방법

⧠ 연구 구성

○ 본 연구의 2장에서는 2015년 국내에서 유행한 메르스 감염병의 정의, 특성 및 

세계 동향을 다루었으며, 3장부터 6장까지는 미국, 프랑스, 일본 독일 각 국의 감

염병 예방 및 관리체계에 대해 다루었음. 7장은 각국의 사례를 비교검토하여 국

내 감염병 관리체계의 문제점 및 이에 대한 개선방안을 모색하였음

⧠ 연구 내용

○ 미국, 프랑스, 일본, 독일을 중심으로, 감염병 관리체계를 비교 검토하였으며, 

이를 바탕으로 이번 메르스 대응에서 드러난 국내 감염병 관리체계의 문제점

을 도출하였으며, 이에 대한 개선방향을 모색하였음 

－ 각 국가의 감염병관리기구, 중앙 및 지자체 보건관련 부처 및 이들의 감염

병 관리에 대한 기능, 의료기관의 감염관리 조직 및 대응역량 등 전반적인 

감염병 관리체계 검토

－ 각국의 감염병 관리 및 예방과 관련한 법·제도 고찰

－ 각 국가의 감염병을 포함한 공중보건위기 대응 체계 특성 검토 및 관련 사

례 제시

⧠ 연구 방법

○ 문헌연구, 관련 웹페이지 검토 및 현지 방문 조사를 통해 미국, 프랑스, 일본, 독일

의 감염병 관리체계를 검토하고, 국내 감염병 관리체계의 문제점을 도출하였음

－ 국내외 감염병 관리체계 및 법·제도 관련 문헌 연구

－ 국내외 감염병 관리기구, 중앙 및 지방자치단체 보건관련 부처 및 의료기관 

웹페이지 검토

－ 미국, 프랑스, 일본, 독일의 감염병관리기구, 중앙 및 지방자치단체 보건관

련 부처, 의료기관 방문 조사 및 인터뷰

－ 국내 감염병 관리체계의 문제점 및 개선방안 도출을 위한 전문가 자문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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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절 중동호흡기증후군 정의 및 특성

1. 중동호흡기증후군 정의

⧠ 중동호흡기증후군은 메르스 코로나바이러스(Middle East Respiratory Syndrome 

Cornonavirus; MERS-CoV)에 의한 호흡기감염증임 

○ 메르스 코로나바이러스는 Zaki et al(2012)가 중증 폐렴과 신부전으로 사망한 

60대 남성으로부터 최초로 발견함(Zaki et al., 2012)

○ 메르스 바이러스는 인간의 기관지 조직과 폐 조직에서 왕성하게 번식하는 것

으로 알려져 있고(Chan et al., 2013), 단봉낙타로부터 검출한 메르스 바이러

스의 염기서열이 사람의 clade B 메르스 바이러스와 99.9%와 일치하는 것으

로 나타남(Hemida et al., 2014)

2. 중동호흡기증후군의 임상적 특성 

⧠ 45세 이상의 남성, 기저질환이 있는 사람, 의료서비스 종사자가 메르스 감염의 

위험 집단으로 알려져 있음(Oboho et al., 2015)

⧠ 당뇨, 만성폐질환, 암, 신부전 등 기저질환이 있거나 면역기능이 저하된 사람들은 

메르스 바이러스에 감염될 위험이 일반인에 비해 높고, 예후도 불량한 것으로 알

려져 있음(질병관리본부, 2015; ECDC, 2015)

⧠잠복기는 최소 2일에서 최대 14일, 평균 5일 정도임. 치명률(Case-fatality 

ratio)은 약 40% 정도로 나타나고, 연령과 기저질환 여부 등에 따라서 사망률이 

증가함(질병관리본부, 2015; ECDC, 2015)

중동호흡기증후군(MERS) 개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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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역학적 특성

⧠ 현재까지 모든 메르스 감염 환자들은 직·간접적으로 중동지역과 관련이 있음. 지

역사회 전파의 근거는 나타나지 않았고, 가족 간 전파와 병원 감염으로 인한 유행

이 보고되었음

○ 명확한 감염경로는 밝혀지지 않았지만, 사람 간 밀접접촉5)에 의한 전파가 보

고되었으며(질병관리본부, 2015), 감염에 있어서 의료서비스 노출이 가장 위

험한 요소로 알려져 있음(Petersen et al., 2014)

○ Chowell 등(2014)의 연구에서는 수학적 모델링을 이용하여 원내전파와 지역

전파의 상대적인 기여도를 비교하였는데, 원내전파가 지역전파와 비교하여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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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치가 입원환자에 집중되어야 함을 제안하였음

제2절 중동호흡기증후군 환자발생 동향

⧠ 현재까지 메르스 환자 발생을 보면, 2012년 9월 사우디아라비아에서 첫 사례가 

보고된 이후 2015년 8월 18일까지 총 1,499명의 환자가 발생하였고, 이 중 551

명이 사망함(ECDC, 2015)

○ 우리나라에서는 2015년 5월 20일 최초의 확진 환자가 발생한 이후 11월 30

일까지 186명의 환자가 발생하였으며, 이 중 38명이 사망함(메르스포털, 

2015.11.286))

5) 밀접접촉 : 적절한 개인보호장비(가운, 장갑, N95 마스크, 고글 또는 안면보호구 등)을 착용하지 않고 ① 

환자와 2미터 이내에 머물거나, ② 같은 방 또는 진료/처치/병실에 머문 경우, ③ 환자의 호흡기 분비물
과 직접 접촉한 경우로 구분할 수 있다. 

6) 메르스포털. www.mers.go.kr에서 2015.11.28. 인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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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2-1〉 전 세계 메르스 발생 현황(2012. 3. ~ 2015. 8. 18) 

(단위: 명)

 자료: ECDC, Epidemiological update: Middle East respiratory syndrome coronavirus(MERS CoV), 2015. 
8. 19. 

국가 발생자 수 사망자 수

중동 1,236 504

사우디아라비아 1,105 475

아랍에미리트연합 81 11

요르단 19 6

카타르 13 5

오만 6 3

이란 6 2

쿠웨이트 3 1

이집트 1 0

예멘 1 1

레바논 1 0

유럽 15 8

영국 4 3

독일 3 2

프랑스 2 1

네덜란드 2 0

그리스 1 1

터키 1 1

오스트리아 1 0

이탈리아 1 0

아시아 191 37

중국 1 0

말레이시아 1 1

필리핀 3 0

대한민국 185 36

태국 1 0

기타 지역 7 2

알제리 2 1

튀니지 3 1

미국 2 0

합계 1,499 5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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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다수의 환자가 중동 지역에서 발생하였고, 특히 사우디아라비아와 아랍에미리

트에서 많은 환자가 발생함. 중동 이외의 지역에서 발생한 메르스 환자는 중동 지

역을 직접 여행하였거나, 중동지역을 여행한 환자와 직·간접적인 관련이 있었음

(ECDC, 2015)

〔그림 2-1〕 전 세계 메르스 전파현황

자료: ECDC, Epidemiological update: Middle East respiratory syndrome coronavirus(MERS CoV), 2015. 
8. 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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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절 감염병 관리체계의 특성과 역할

1. Centers for Disease Control and Preveition(CDC)의 조직 특성과 기능

⧠ CDC의 설립과정과 사회적․의료적 맥락

○ CDC의 설립과정과 사회적 의료적 맥락7)

－ 1942년 미국 군인 훈련기지 주변의 말라리아를 통제하기 위해 미국 조지아 

주의 전쟁지역 말라리아 통제실(Office of Malaria Control in War 

Areas) 설치 

－ 1946년 미국 조지아주 애틀란타에 The Communicable Disease 

Center로 설립되었으며, 1947년에 샌프란시스코의 공중보건서비스 전염

병실험실(the Public Health Service Plague Laboratory)를 인수하면서 

역학조사(Epidemiology Division) 기능을 시작함

� 초기의 활동은 말라리아와 같은 전염병 발생 조사 및 통제를 위한 기구로 

활동

－ 1950년 15명의 CDC 직원이 오하이오주의 Paulding 카운티의 결핵 역학

조사를 실시한 것을 처음으로 1951년 EIS(Epidemic Intelligence 

Service)가 설립되었음

－ 1961년 CDC 내의 정보환류 체계인 Morbidity and Mortality Weekly 

Report(MMWR)이 발간되기 시작하였으며, 1967년 보건부 소속이었던 해

외 검역 서비스(The Foreign Quarantine Service)가 CDC로 넘어옴. 또

한 1969년 에는 CDC 내 감염병 연구 과학자들을 보호하기 위한 생화학적 

7) CDC webpage(www.cdc.gov/museum/timeline/index.html)의 내용을 바탕으로 작성함

미국의 감염병 관리체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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격리 연구실(Biocontainment lab)을 설치함

－ 1970년 질병통제센터(the Center for Disease Control)로 전환되었으

며, 1971년부터 국민건강영양조사를 시행

� CDC 이름은 그 이후 Centers for Disease Control, Centers for 

Disease Control and Prevention으로 약간의 변화가 있었음

－ 1988년 만성질환예방 및 건강증진센터(National Center for Chronic 

Disease Prevention and Health Promotion)를 설립

－ 1980년대 이후 CDC는 감염병, 비감염성질환(noncommunicable 

diseases), 상해 및 환경건강, 보건 통계, 직업건강 등으로 영역을 확장하였음

－ 2001년 9.11 테러 이후, 위기대응센터(Emergency Operations Center, 

EOC)를 설립함

⧠ 조직구조 및 관련 인프라 

○ 조직형태

－ CDC는 보건인적서비스부 하위 체계로 구성되어 있으나 독립적인 기능을 

수행함. CDC의 장인 Director는 대통령이 임명하나, CDC 내의 인사권은 

Director가 가지고 있음

－ 공중보건위기 대응 시, 보건복지부 장관이 책임권한을 가지나, 장관은 

CDC에게 실행권한을 위임하는 형태로, CDC의 보건 영역 및 보건위기 대

응에 대한 전문성을 인정하고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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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1〕 미국 CDC 조직도

출처: CDC. www.cdc.gov/about/leadership.htm에서 2015.7.23. 인출하여 번역함

○ 예산8)

－ 2015년 CDC 예산(CDC, 2015)은 66억 달러이며, 2014년에 비해 약 243

백만 달러 정도 감소한 수준임

� 예산당국으로부터 54억 달러를 받았으며, 예방 및 공중보건기금

(Prevention and Public Health Fund)으로부터 810백만 달러, 공중

보건서비스 평가관련 기금들(Public Health Service evaluation 

funds)로부터 397백만 달러를 받음

� 감염병과 관련하여, 신종 및 인수공통 감염병(Emerging and Zoonotic 

Infectious Disease) 추적, 연구, 발생에 대한 대응 및 조기 경보체계 수

행 과 관련하여 445백만 달러 예산을 요구함. 이는 2014년에 비해 55백

만 달러 증가한 수치임

8) CDC(2015). Budget Request Summary-Fiscal Year 2015. CDC (www.cdc.gov/budget/index.html)
의 내용을 바탕으로 작성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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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HIV/AIDS, 간염, 성매개질환, 결핵예방에 11억 달러 예산 요청하였으

며, 이는 2014년에 비해 7.4 백만 달러 증액된 것임. 또한 면역 및 호흡기 

질환과 관련하여 748백만 달러를 요청하였으며, 이는 2014년에 비해 36

백만 달러 감소한 수치임

구분
FY 2013 

최종
FY 2014 

실행
FY 2015 

대통령 예산안
2014-2015 

증감

면역 및 호흡기질환 718,169 784,548 748,066 -36,482

HIV/AIDS, viral 
Hepatitis, 

성매개질환, 결핵예방
1,095,371 1,120,566 1,127,942 7376

신종 및 인수공통 
감염질환

341,396 390,447 445,299 54,852

공중보건 준비 및 
대응

1,278,870 1,371,198 1,317,375 -53,823

〈표 3-1〉 미국 CDC 감염병 관련 예산

(단위: $ 1000)

출처: CDC(2015). Budget request summary-fiscal year 2015, pp. 8-11에서 발췌 번역함

○ 인사 및 예산에 대한 권한

－ 조직의 인사권은 CDC의 장인 Director에게 있으며, Director는 대통령이 

임명하는 체계임

－ 예산은 예방 및 공중보건기금(Prevention and Public Health Fund)와 

같이 특정 활동을 지원하기 위한 기금으로 운영은 기금과 국회의결을 통해 

받는 예산이 있음

⧠ 감염병 예방 및 관리 기능9) 

○ 감염병 대응 조직 및 기능 

－ 감염병 관련 위기 발생시 CDC 내 공중보건대비대응국(Office of Public 

Health Preparedness and Response, OPHPR) 및 감염병부서(Office 

of Infectious Diseases, OID)에서 감염병 대응을 담당함

9) 문헌 및 관련 웹페이지 검토와 더불어 미국 현지 방문조사 및 인터뷰 내용을 바탕으로 작성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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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중보건대비대응국(OPHPR): 공중보건위기 대비 대응을 위한 컨트롤타

워로서 주·지방 정부에 자금, 기술 지원, 감염병 관련 위기 발생시 CDC 

내 타 부서의 활동을 관리·조율

� 감염병부서(OID): 감염병 관리계획을 하는 주무부처로서 감염병으로 인

한 공중보건위기에 대응하는 평상시 대비계획 수립·시행, 위기상황 발생 

시 연방위기관리처(Federal Emergency Management Agency, 

FEMA) 등 타 정부기관, CDC 내 감염병 관련 부서, 주·지방정부와 협력

하여 관련 업무 수행 

○ 검역

－ 미국 검역사업 현황10)

� 연방정부 차원에서 미국전체의 검역을 관리하고 있으며 주 정부 차원에서

의 검역관리 조직은 없음. 미 연방정부의 검역관리 조직은 CDC 내 국제이

동 및 검역과(Division of Global Migration and Quarantine, 

DGMQ)를 운영하고 있음

� 검역소는 20개소이며, 각 검역소는 할당된 지역에 대한 책임을 지며, 사

람 및 동물의 격리, 감염병에 노출되었을 가능성이 있는 사람들에 대한 

확인 등을 함

○ 감시체계

－ CDC의 상시 감염병 감시체계 

� CDC 국제보건센터(Center for Global Health) 내 해외질병탐지 및 위기

대응 본부(Division of Global Disease Detection and Emergency 

Response, DGDDER)을 통해 해외 발생 감염병 탐지 및 응급대응 담당

� CDC 공중보건과학서비스실(Office of Public Health Scientific 

Service) 내 보건 정보 및 서베일런스과(Division of Health Informatics 

and Surveillance, DHIS)의 법정감염병 감시체계(National Notifiable 

10) CDC. www.cdc.gov/quarantine/quarantinestations.html 에서 2015.7.23. 인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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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isease Surveillance System)를 통해 병원, 혈액공급센터, 각종 보건의

료조직 및 실무자, 학교, 간호시설 등에서 감염병 발생을 신고. 해당 데이터

는 연방 및 주정부 보건당국, CDC에서 수집하며, 관련내용은 MMWR 

(Morbidity and Mortality Weekly Report)로 발표하여 정보 및 대응 결

과를 공유함11)

○ 역학조사12)

－ 공중보건대비대응국(OPHPR)의 Career Epidemiology Field Officer 

(CEFO)는 역학조사 교육프로그램을 이수한 전문가로서, 지방정부 공중보

건 감시시스템강화, 상황발생 시 조사 등 대응 업무 수행, 주요 공중보건 비

상사태에 대한 대비계획을 입안함. 또한 지방정부와 CDC 간 연락관으로서 

업무를 수행하며, 비상상황 발생에 대비한 훈련을 주도함

－ 역학조사관들은 지역사회에 파견되어 설문지 개발, 조사 수행, 데이터 분

석, 접촉자 추적, 질환 발생원인 규명, 통제조치 제안, 미래 발생 가능한 질

환 예방 전략 수립 등의 활동을 함

� 수련과정 중 조사에 참여할 경우, 조사에서의 총책임을 맡는 것이 아닌 

소규모 파트의 책임을 맡기도 함

－ 역학조사는 2년의 펠로우쉽(fellowship) 역학조사교육프로그램(Epidemic 

Intelligence Service) 교육을 마친 역학조사관에 의해 이루어지고 있음

－ EIS 프로그램은 매해 70-80명의 역학조사관을 배출하고 있으며, 2015년

에 모집한 80명의 프로그램 인력 중 40명이 의사, 29명이 박사학위 소지자

였음

－ EIS 프로그램을 이수한 역학조사관은 CDC에 채용이 되거나 미국의 주정부

나 시정부에 채용이 됨. 대부분은 CDC에 채용이 되며, CDC 내에서 

Director로 승진될 수 있다는 비전이 공유되고 있음

11) CDC. www.cdc.gov/nndss/data-collection.html에서 2015.7.23 인출

12) CDC. www.cdc.gov/eis/diseasedetectives..html에서 2015.7.23 인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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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역 방역활동 지원 

－ 주 및 지방정부가 방역활동에 대한 일차적인 책임을 지는 구조로 감염병에 

대응하기 때문에 주 및 지방정부의 보건관(health officer)이 주로 방역활동

을 하며, 주의 역량을 넘어서는 경우 혹은 주가 필요에 따라 CDC에 요청을 

함. CDC는 주로 지역 방역활동에 대한 자금, 인력, 기술 지원을 함

2. 보건 관련 부처의 조직구조와 감염병 관리에 대한 기능

⧠ 보건관련 부처의 조직 구조13)

○ 미국의 보건관련 부처는 보건인적서비스부(the Department of Health and 

Human Service, DHHS)로 보건과 복지 영역을 아우르는 구조임. 

－ 장관은 대통령이 임명하며, 차관(Deputy Secretary)이 1인 있으며, 그 밑

으로 8명의 차관보(Assistant Secretary)가 있음

－ 8인의 차관보(Assistant Secretary) 중 보건영역과 관련해서는 대비대응국

차관보(Assistant Secretary for Preparedness and Response, ASPR)

과 보건차관보(Assistant Secretary for Health)가 있음

⧠ 보건관련 부처 내의 감염관련 기능

○ 미국 보건인적서비스부는 감염병 관리에 있어 부처 간 역할을 조율하며, 장관

은 미국으로의 감염성질환의 유입 및 주(state)간 전파에 대한 예방을 위한 조

치를 실시함

3. 지자체의 감염관리 조직과 대응역량

⧠ 주정부 감염병 대응

○ 감염병 대응과 관련한 일차적인 책임 및 권한은 주정부에게 있으며 주에 따라 

13) U.S. Department of Health & Human Services. www.hhs.gov/about/leadership/index.html에
서 2015.9.23. 인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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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의 보건당국이 책임 및 권한을 가지는 경우가 있음. 대응과 관련한 권한은 

재난 관리를 위한 연방차원의 기본법인, Stafford Act에 따라 주에서 자체적

으로 조례를 통해 책임 및 권한을 규정하고 있음

○ 사례: 미국 텍사스 주의 보건당국(Texas Department of State Health Services)

－ 조직 구성

〔그림 3-2〕 텍사스 주 정부 보건당국 조직도

출처: Texas Department of State Health Services. www.dshs.state.tx.us/orgchart/default.shtm 에서 
2015.9.20 인출.

－ 감염병 대응 조직(그림 3-3 참조): 질병통제 및 예방 서비스국 하에 감염병 

예방섹션(Infectious Disease Prevention Section) 하의 감염병통제 유

닛(Infectious Disease Control Unit)에서 예방 및 대응을 하며, 이 유닛

은 40명으로 구성되어있으며 신종 및 급성 감염병 부서, 면역 부서 및 인수

공통 감염병 통제부서가 있음

－ 기능: 역학조사, 서베일런스, 교육, 위기 구분(Risk stratification)/의사소

통, 자문, 질병 개입(intervention)의 기능을 수행하며, 주 보건당국(텍사스 

주의 중앙 및 지방)과 강한 협력체계를 구축하여 주보건당국의 미션을 지원

하는 기능을 수행함. 도한 텍사스 주의 지방 보건관(public healt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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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fficials)의 질병발생 조사를 지원하는 책임을 가지며, 일상적으로 질병 

surveillance를 수행함 

〔그림 3-3〕 텍사스 주 정부 감염병대응부서 조직도

출처: Texas Department of State Health Services, www.dshs.state.tx.us/orgchart/pps.shtm에서 2015.9.20 
인출.

○ 주의 역량을 벗어나는 경우 연방에 도움을 요청하며, 사안에 따라 CDC, 보건

인적서비스부, 연방위기관리처(FEMA) 등으로부터 인력, 기술적 지원을 받음

○ 미국 주정부 내에 자체 역학조사관을 가지고 있으며, 자체 감염병 관련 조직에

서 진단 및 감염병 대응

⧠ 시(City) 차원의 감염병 대응

○ 감염병 대응과 관련하여 일차적인 책임 및 권한은 주정부에게 있으나, 시

(City) 단위에서도 주와 연방정부와의 협력체계를 기반으로 감염병 대응을 하

고 있음. 시단위의 감염병 대응은 시의 보건당국에서 담당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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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와 마찬가지로 시 차원에서도 감염병 대응에서 시의 역량을 벗어나는 경우 

CDC, 연방단위의 보건인적서비스부, 연방위기관리처(FEMA)등으로부터 자

금, 인력, 기술적 지원을 요청함

○ 사례: 미국 뉴욕주의 뉴욕시 보건당국(New York City Department of Health 

and Mental Hygiene) 14)

－ 조직구조: 감염성 질환의 경우, 뉴욕시 보건국의 한 부서인 질병관리부서

(Division of Disease Control)에서 담당하고 있음. 이 부서에서는 감염성

질환(Communicable diseases), HIV/AIDS, 면역(Immunization), 공중

보건실험(Public health laboratory), 성매개질환등을 담당하고 있으며, 

메르스, 에볼라, 레지오넬라와 같은 약 90여개의 감염병은 감염성질환 파트

(Bureau of communicable disease) 에서 담당하고 있음

〔그림 3-4〕 뉴욕시 보건당국(Department of Health and Mental Hygiene)의 조직 구조

출처: The New York City Department of Health and Mental Hygiene. www.nyc.gov/html/doh/downloads
/df/public/dohmh-orgchart.pdf에서 2015.8.11. 인출.

14) 뉴욕시 보건당국 현지 방문 조사 및 인터뷰, 뉴욕시 보건당국의 내부자료를 바탕으로 작성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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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력: 뉴욕시 보건당국(Department of Health and Mental Hygiene)은 

총 5,666명의 인력을 보유하고 있으며, 이 중 의사는 150명, 역학조사관은 

3명임. 감염성질환을 다루는 부서인 Division of Disease Control은 969

명의 인력이 있으며, 이 중 의사는 45명, 역학조사관은 1명임

� 질병관리부서(Division of Disease Control) 내 메르스, 에볼라, 레지오

넬라와 같은 신종감염병을 다루는 감염성질환 파트(Bureau of 

communicable disease) 는 약 100명으로 구성되어 있음

－ 보고체계: Health Alert을 통해 정보를 공유하며, 전자(Electronic) 보고 

체계가 갖추어져 있어 의료기관에서 질환 발생 시 보고체계가 상시 및 긴급 

체계로 동시에 이루어짐. 또한 유선으로도 보고가 이루어짐

� 역학(Epidemiology)와 서베일런스(Surveillance)에서의 제공자(의사, 

간호사, 및 그 외 의료전문가) 역할의 중요성이 높음. 제공자의 보고를 바

탕으로 서베일런스가 이루어지며, 발생(outbreak)의 규모 등을 파악하는 

경우가 대부분임

� 의료제공자(Provider)들은 뉴욕시 보건국의 Health Alert, 뉴욕주 보건

국의 Health Alert, CDC의 Health Alert에 모두 접근 가능함. 또한 의

료제공자들을 대상으로 한 Health alert의 내용은 간결명료하게 작성되

는 것이 기본임

－ 감시체계: 호흡기, 열, 설사 및 구토와 같은 주요 증상에 대한 감시체계

(Syndromic Surveillance)를 운영하고 있으며, 이는 응급실 방문 로그, 

911 전화, 약품 판매(처방 및 약국 약품), 학교 간호사 방문 등으로 시그널

을 조사함. 그 외에도 실험 리포트 등을 통한 감시가 이루어지고 있음.

� 최근 레지오넬라 발생(outbreak)의 경우, 7월 초 레지오넬라 실험 리포

트의 수가 증가함에 따라 레지오넬라 발생에 대한 감지를 하였으며, 지오

코딩(Geocoding)을 살펴본 결과, 사우스 브롱스 지역에 군집되어 있음

을 발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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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연방 및 주정부, 관련기관과의 연계: 의료기관, 뉴욕주 보건국, 연방정부인 

보건인적서비스부와 CDC 간 정보공유 체계가 구성되고 활발히 운영됨

－ 보건위기 대응 시 뉴욕시의 역량을 벗어나는 경우, 뉴욕주 보건국 및 보건인

적서비스부, CDC에 지원을 요청하며, 그동안 요청한 지원은 실험지원(lab 

assistance), 조사, 환경역학 인력 등임. 최근 레지오넬라 발생( outbreaks)

에 대응하기 위해 CDC에 환경역학 관련 인력 지원을 요청하기도 함

� 의료기관과의 연계와 관련하여, 최근 에볼라 대응을 위해 민간 및 공공병

원을 지정(designated)하여 대응한 경험이 있음. 민간병원의 경우, 보건

위기 대응에 참여시키기가 어렵게 보이나, 실제로 민간병원들의 참여 역

시 높은 편이며, 연방차원에서의 일정금액 지원이(Federal Emergency 

Grant) 계약으로 이루어짐. 이 금액은 주로 병원 내부 차원에서의 대응 

계획 및 전략수립 등으로 활용됨

－ 위기상황실: 뉴욕시 보건국 단위에서는 위기대응센터(EOC)이 따로 구성되어 

있지 않으나, 뉴욕시 정부 단위에 위기대응센터(Emergency Operating 

Management)가 구성되어 있음. 이는 24/7 상시 운영되는 체계이며, 보건 

뿐 만이 아닌 다양한 이슈의 응급 및 재난 상황을 커버함

� 뉴욕시 보건국은 사안에 따라 뉴욕시 정부의 위기대응센터에 관련 인력

을 대표로 보내 시정부 차원에서 일관된 정책을 할 수 있도록 도모함. 보

건위기 상황과 관련해서 뉴욕시, 보건국, 연방정부, 뉴욕주 정부, 민간 및 

공공병원관계자들의 대표(representatives, 꼭 기관의 長(장)일 필요는 

없음)가 참여하여 정보공유 및 대응 수준을 논의함

4. 의료기관의 감염관리 조직의 대응역량

⧠ 의료기관의 감염관리 조직의 대응 역량

○ 공공 및 민간 병원의 경우 감염관리에 대한 병원 차원의 교육 및 훈련이 이루어

지고 있으며, 지자체와의 alert 체계를 통해 감염질환에 대한 모니터링 및 정보

공유가 상시적으로 운영되고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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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례 1: 뉴욕시 벨뷰(Bellevue) 병원의 감염관리15)

－ 벨뷰는 뉴욕시의 공공병원으로서, 에볼라 환자를 치료한 경험이 있는 병원

임. 2011년 병원차원의 감염관리 지침이 만들어 졌음

－ 지자체와의 정보공유: 병원내의 alert 체계를 통해 항시 감염질환의 발생을 

모니터링하고 있음. 뉴욕시나 뉴욕주로부터 감염질환에 대한 alert을 받고 

있으며, 동시에 뉴욕시와 뉴욕주에 병원에서 발생한 상황에 대해 보고를 하

는 상호협력체계가 잘 갖추어져 있음

－ 타 의료기관과의 정보공유: 공공병원들의 경우 병원협회(Health and 

Hospitals Corporation)를 통해 교류

－ 격리병상: 약 70개의 격리병상이 있으며, 모니터링이 매일 이루어짐

－ 보호장구 관리 및 교육·훈련: 최소 30일 정도 쓸 수 있는 보호장구를 비축

해 놓고 있으며, 보호장구 착용에 대한 정기 훈련 및 수시 훈련이 이루어지

고 있음

� 보호장구 착용 및 탈의에 관한 사항은 수차례의 훈련과 모니터링, 비디오 

촬영 등으로 훈련이 이루어짐

� 음압격리병실 앞에 전실을 두고, 의료진이 보호장구 착용 및 탈의 등을 

할 수 있는 구조를 만들어 두었으며, 전실 앞에 또다른 방을 두어 Buddy 

nurse가 환자 담당 간호사의 보호장구 착용 및 탈의를 모니터링 해주는 

구조임. 또한 복도에도 Watch nurse가 있어, 이들을 전체적으로 관리

(supervise)하며 모니터링 하는 역할을 함

－ 위기대응: 병원 내에 위기대응센터(EOC)를 갖추고 있으며, 보건위기 상황 

시, 병원에 뉴욕시, 뉴욕주, CDC, 공공병원 관계자들이 병원 내 위기대응

센터에 모여 의사결정을 하고 행동을 취하는 방식을 활용하고 있으며, 이는 

에볼라 환자 치료 시 활용되었음

15) 뉴욕시 벨뷰 병원 현지 방문 조사 및 인터뷰, 병원 내부자료를 바탕으로 작성함. 



40 감염병 관리체계의 문제와 개선방안 - 메르스 감염 중심으로

� 감염병 발생 시 병원 자체를 폐쇄하는 일은 드물며, 병원의 규모가 커, 대

부분은 유닛을 폐쇄하는 방법을 활용함

� 위기 시에 대응하는 각자의 역할이 명확하게 나뉘어져 있어서, 위기발생

시 사건명령체계(Incident Command System, ICS)가 효과적으로 대

응하는 구조를 가지고 있음

� 에볼라 이후 병원 내 대응 체계, 구체적 지침 등이 설정되었음

제2절 감염병 관리와 예방 관련 법·제도

⧠ 감염병 관리 및 대응관련 법과 제도

○ 미국 규정집(United States Code), 공중보건서비스 법(Public Health Service 

Act) 및 연방규정집(Code of Federal Regulations)에 감염병 관리 권한과 기능

이 명시되어 있음16)

－ 보건인적서비스부 장관의 법적 책임성에 대한 조항은 미국 규정집 Title 8

과 42에 제시되어 있음 

－ 공중보건서비스 법 361섹션 하에, 미국 보건인적서비스부 장관이 미국으로

의 전염성질환의 유입 및 주(state)간 전파에 대한 예방을 위한 조치를 실시

하는 권한을 가짐. 실제 기능을 수행하기 위한 권한은 CDC에 위임함

－ 연방규정집 42편 공중보건 part 70과 71에 의거해, CDC는 미국에 입국하

는 혹은 주(state)를 이동하는 사람들에 대해 억류할 수 있으며, 의학검사 

및 억류를 해지할 수 있음

� CDC의 장이 지역 보건당국(health authorities)의 전염병 확산을 예방

하기 위한 조치가 미흡(insufficient)하다고 결정하면 CDC의 장은 이를 

위한 조치를 취할 수 있으며, 필요시(reasonably necessary) 조사, 검

사, 소독, 감염의 매개체 파괴 등의 조치를 취할 수 있음(연방규정집 42편 

공중보건 Part 70.2)

16) CDC. www.cdc.gov/quarantine/aboutlawsregulationsquarantineisolation.html에서 2015.7.23. 인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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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절 공중보건위기대응체계 특성과 관련 사례

1. 공중보건위기에 대한 판단과 지휘에 대한 책임

⧠ 공중보건위기 지휘에 대한 책임

○ 일차적으로 해당 지역의 공중보건위기에 대한 대응은 주정부 및 지방정부의 

관할이며, 주정부의 대응역량을 초과하는 경우 연방정부에 공중보건학적 지원 

요청. 주나 지방정부에 따라 주지사가 또는 주의 보건당국에 책임이 있음

○ 주정부의 대응역량을 초과하는 경우, 스태포드 법(Stafford Act)에 따라 설립

된 연방위기관리처(FEMA)와 국토안보부(DHS)가 총체적으로 재해재난관리를 

시행하는 체계임. 사안에 따라 관계부처의 장이 지휘 책임을 가짐

○ 다만, 공중보건위기에 대한 지휘 책임은 국토안보부와 연방위기관리처가 주도

하는 국가대응프레임웤(National Response Framework)의 하위 체계인 긴

급지원기능(ESF)에 의해 보건인적서비스부 장관에게 있음

－ 중증급성호흡기증후군(SARS)에 대한 대응의 경우, 미국의 다부처간 SARS 

운영계획(the U.S. Government Interagency SARS Concept of 

Operations Plan, CONPlan)에 따라 보건인적서비스부 장관의 책임 하에 

SARS 발생에 대한 연방차원의 대응을 하도록 지휘체계를 구성함. 보건인적

서비스부 장관의 명령센터(HHS Secretary’s Command Center)가 구성

되어 모든 보건, 의료 차원의 준비, 대응, 회복 활동을 하는 국가단위의 대

응명령센터로서 역할을 수행함. 질병 예방 및 통제는 보건인적서비스부에

게 책임이 있는 영역으로, CDC는 SARS 발생 추적, 공중보건대응의 운영 

측면을 관리하는 일차적 책임성(Primary responsibility)을 가짐17)

17) CDC. www.cdc.gov/sars/guidance/a-command/operational.pdf에서 2015.7.23. 인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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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검역 및 격리에 대한 법적 권한18)

○ 검역 및 격리(Isolation and quarantine)의 법적 권한은 미국 헌법의 통상조

항에서 나온 것으로 공중보건서비스 법 361섹션 하에, 미국 보건인적서비스부 

장관이 미국으로의 전염성질환의 유입 및 주(state)간 전파에 대한 예방을 위

한 조치를 실시하는 권한을 가짐. 실제 기능을 수행하기 위한 권한은 CDC에 

위임함

－ 연방규정집 42편 공중보건 part 70과 71에 의거해, CDC는 미국에 입국하

는 혹은 주(state)를 이동하는 사람들에 대해 억류할 수 있으며, 의학검사 

및 억류를 해지할 수 있음

○ CDC는 또한 대규모의 격리가 필요한 경우 연방격리 및 통제(Federal 

isolation or Quarantine)를 공표(issue) 할 수 있으며, 연방, 주, 지역 및 부

족 단위의 보건당국은 경찰 및 다른 법집행관들의 지원을 요청할 수 있으며, 

연방 검역명령을 수행하기 위해 미국 세관 및 국경수비대(U.S. Customs and 

Border Protection), 미국 해안경비대(U.S. Coast Guard Officer)의 도움

을 요청할 수 있음. 연방 격리를 위반한 자는 벌금 혹은 징역형을 받게 됨

○ 지역 내에 발생한 전염성 질환에 대한 대처 권한은 각 주정부에게 있으며, 주

마다 다름. 일부 주는 지역 보건당국이 주법을 실행하기도 함. 다만 대부분의 

주에서 격리명령을 위반한 자는 형법처벌을 적용함

2. 위기대응단계별 지휘체계와 역할 분담

⧠ 사건관리체계(Incident Management System)와 사건명령체계(Incident 

Command System)19)

○ 미국의 각 부처는 FEMA에서 제안한 국가사건관리체계(National Incident 

Management System)에 따라 위기대응을 위한 사건관리체계(Incident 

Managemtn System, IMS)와 명령체계(Incident Command System, ICS)

18) CDC. www.cdc.gov/quarantine/aboutlawsregulationsquarantineisolation.html에서 2015.7.23. 인출.

19) 뉴욕시 및 CDC 현지 방문 조사 및 인터뷰 내용, 뉴욕시 및 CDC 내부자료를 바탕으로 작성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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를 제시하고 있음

○ 사건관리체계는 정보의 흐름 및 대응 전략들을 조정하고, 과학적, 기술적 지원 

및 자원을 지원하기 위한 대응에 초점을 둔 체계인 반면, 사건명령체계는 실제 

현장에서의 통제권, 의사결정에 관한 현장 대응에 초점을 둔 체계라는 점에서 

차이를 가짐

－ 사건관리체계는 조직의 다양한 부서 및 인력 간 정보공유, 개방적인 의사소

통에 기반을 둔 효과적인 대응 전략을 세우는 효과적인 구조임. 또한 체계

내의 자원을 효율적으로 조정하는 효과도 가짐

－ 사건관리 및 사건명령체계는 상황에 따라 유동적으로 각 조직 및 인력이 구

성 및 운영됨

－ 사건관리 및 사건명령체계는 사건에 대한 대응(Response) 뿐 아니라, 계획 

단계에서 활성화되기도 하며, 일례로 에볼라 바이러스 대응 이후, 뉴욕시 

차원의 대응을 보다 강화하기 위해 사건명령체계가 소집되었으며, 이 체계 

내에서 계획섹션(planning section) 주도로 계획을 수립함

○ 미국의 CDC 역시 사건관리체계 및 사건명령체계를 가지고 있으나, 공중보건 

위기 시 CDC의 주 역할이 지자체인 주정부를 지원하는 기능이므로, 사건명령

체계보다는 사건관리체계가 활성화되어있음

－ ICS의 총괄책임자(Incident manager)는 사건의 종류 및 크기에 따라 정

해지는 구조임. 감염성질환 대응 시에는 감염질환 전문가(주로 감염질환 관

련 부서의 장)가 총괄책임을 맡게 되며, 감염질환의 범위가 크거나 사안이 

중대할 시 (예. 에볼라) CDC의 본부장이 총괄책임자가 되기도 함

� 총괄책임자는 사건관리체계를 활성화하는 권한을 가지며, 대응 수준 및 

필요한 지원 범위를 정하며, 사건에 대한 전반적 정보를 확보하며, 대응

의 우선순위와 목표를 정하는 등의 역할을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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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5〕 미국 CDC의 사건 관리 체계(Incident management system)

*출처: 탁상우(2015). 공중보건위기대응을 위한 미 CDC의 전략과 핵심역량(발표자료). 한국보건사회연구원. slide 

number 10. 

－ 미국 CDC는 다른 조직과 달리 과학적 대응 섹션(Scientific Response 

Section)이 크게 구성되어 있는 것이 특징적이며, 과학섹션 내에 다양한 분

야의 전문성을 가진 전문가가 위기대응에 참여하는 구조로 구성됨

〔그림 3-6〕 미국 CDC의 과학적 대응 섹션의 구성

*출처: CDC 내부자료20)

20) 미국 CDC 현지 방문 조사에서 받은 내부자료를 바탕으로 작성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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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자체인 주 및 시정부, 의료기관에서도 자체적인 사건명령체계를 가지고 있음

－ 사례: 미국 뉴욕시의 사건명령체계

� 뉴욕시 보건국의 모든 직원은 상시 업무 수행과 더불어 사건(event) 발생 시 

사건명령체계가 활성화됨. CDC와 동일하게 사안의 중요도에 따라 활성화

되는 파트가 다르며, 참여하는 인원 역시 사안에 따라 유동적으로 바뀜

〔그림 3-7〕 뉴욕시 DoHMH 사건명령체계

* 출처: 뉴욕시 보건당국(Department of Health and Mental Hygiene) 내부자료21)

⧠ CDC의 단계별 대응전략22)

○ 사건관리 및 사건명령체계를 기반으로 보건위기의 단계별 대응이 이루어짐(그

림 3-8 참조). 상황의 중요도가 증가함에 따라 동원되는 인력 역시 증가함

－ 초기 감시(watch) 단계에서는 위기대응센터(EOC) 운영부서의 장, 주요 스

태프를 중심으로 감시가 이루어지며, 주로 국제 모니터링이 이루어짐

－ 주의 단계에서는, 공중보건대비대응국(Office of Public Health Preparedness 

21) 뉴욕시 현지 방문 조사에서 받은 내부자료를 바탕으로 작성함

22) 미국 CDC 현지 방문 조사 및 인터뷰, CDC에서 받은 내부자료를 바탕으로 작성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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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nd Response) 내의 응급운영부서(Division of Emergency Operations)

의 장이 주도로 CDC 내 최고정보책임자 (Chief Information Officer), 독극물 

및 질병 레지스트리 에이전시 (Agency for toxic substances and disease 

registry), 관련 분야 전문가(Subject matter experts) 보고 및 미션을 검토함. 

또한 연방 및 주차원의 대응 전략이 증가하며, 계획 및 인력 파견 준비가 이루어지

는 단계임

－ 대응 단계에서는 사건관리자(Incident manager)의 주도로 대응이 이루어

지며, 위기대응센터(EOC) 인력구성, CDC 자원 파견, 사건 모니터링, 정보 

보고 등이 이루어지며, 현장에서는 파견된 자원 관리, 현장진단 및 기술지

원(Site assessment and technical assistance), 사건대응조정팀

(Incident response coordination team)이 활동하는 구조가 형성됨

〔그림 3-8〕 미국 CDC 대응 단계

* 출처: 내부자CDC료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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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국가재난관리체계 혹은 다른 부서와의 연대 구조와 활동

⧠ 미국의 국가재난대응체계

○ 재난대비대응체계는 국가계획체계(National Planning Framework, NPF), 국

가대응체계(National Response Framework) 및 긴급지원기능(Emergency 

Support Functions, ESF) 간 계층적 구조로 이루어져있음

○ 국가계획체계는 크게 예방(prevention), 보호 (Protection), 진정(mitigation), 

대응(response), 회복 (recovery)의 미션 영역으로 구성되어 있음(송경준, 2013, 

p.68)

○ 국가 대응체계는 국가계획 체계의 하위 프레임웤으로서, 모든 종류의 위험에 

어떻게 대응해야하는 지를 규정한 국가수준의 지침임. 공중보건위기대응은 국

가대응체계에서 제시하고 있는 14개 핵심역량 중 하나임(송경준, 2013, p.69)

○ 긴급지원기능(ESF)은 국가대응체계의 핵심역량을 달성하고 효과적으로 전달

하기 위해 성취되어야 할 15개 주요요소로 구성되어 있으며, 이중 ESF#8이 공

중보건 및 의료서비스 역량과 관련한 것임(송경준, 2013, p.73)

－ ESF#8은 공중보건위기에 대응하여 공중보건의료서비스를 제공하는 주체

를 보건인적서비스부로 지정하고, 지원하는 기관으로 국방부, 국토안보부

를 포함한 16개 기관을 제시하고 있음(송경준, 2013, p.74)

⧠ 보건인적서비스부의 대응 

○ 보건인적서비스부는 대비대응국(ASPR)을 통해 주 및 지역사회의 공중보건 대

비와 대응활동을 강화하기 위한 안내, 지원, 조정 및 자원을 지원하고 있음

⧠ CDC 내의 대응

○ CDC의 OPHPR이 감염병 발생 위기상황 뿐 아니라 공중보건위기 관련 실무 

총괄업무를 담당함. 이들은 CDC 내 타 부서의 활동을 관리하며 부서간 기능 

23) 미국 CDC 현지 방문 조사에서 받은 내부자료를 바탕으로 작성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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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율을 담당하며, 보건인적서비스부 내의 대비대응국(ASPR)과 협력하여 위기

에 대응

○ CDC-공중보건대비대응국(Office of Public Health Preparedness and 

Response, OPHPR)24)

－ 공중보건위기 발생시 실무총괄조직으로서 주와 지방 정부에 자금 인력, 기

술을 지원하고 CDC내 관련 부서와의 활동을 조율함 지원, 역량 강화, 기술

적 지원을 제공

－ 응급운영과(Division of Emergency Operations, DEO), 주 및 지역대비

과(Division Of State and Local Readiness, DSLR), 국가 전략 비축과

(Division of Strategic National Stockpile, DSNS), 선별물질과 독소과

(Division of Select Agents and Toxins, DSAT) 등 4개 부서로 구성

○ CDC-위기대응센터(Emergency Operations Center) 25)

－ 구성: 2003년에 설치되었으며, 약 300명까지 수용할 수 있는 규모임. 24/7 

운영되기는 하나 상근인력은 감시팀(watch team)의 인원 3명이 있으며(2 

watch officers and 1 duty officer), 이 팀은 8시간 3교대로 근무함

� 감시팀은 위기대응센터(EOC) 활성화를 위한 통지(notification)을 시작

하는 곳으로 기능함. 즉 CDC로 들어오는 정보의 최일선의 역할, 정보의 

흐름 분석 및 국내외 파견되어 있는 CDC 직원의 생명선(lifeline)으로 기

능함

� 위기대응센터(EOC)에 설치되어있는 대형 스크린을 통해 다양한 정보를 

모니터링하고 있음

� 매일 약 100건의 전화가 위기대응센터(EOC)로 오며, 이들은 주 및 시의 

보건당국, 다른 연방기관들, 일반 대중을 포함

－ 기능: 공중보건위기의 효과적이고 신속한 대응을 가능케 하며, 부처 간 혹

은 국제적 공조를 위한 물리적 환경을 제공(〔그림3-9〕 참조). 또한 공중보

24) CDC. www.cdc.gov/about/organizaton/ophpr.htm에서 2015.8.23. 인출.

25) CDC 현지 방문 조사 및 인터뷰, CDC에서 받은 내부자료를 바탕으로 작성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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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위기극복을 위한 역할분담과 전략적 통제, 공중보건 위기대응 시 대중과

의 소통을 전담하며 통제하는 역할을 함

� 위기대응센터(EOC)는 24/7 공중보건위기를 보고하고, 보건인적서비스

부를 지원함

〔그림 3-9〕 미국 CDC 위기대응 상황실의 보고 절차

*출처: 탁상우(2015). 공중보건위기대응을 위한 미 CDC의 전략과 핵심역량(발표자료). 한국보건사회연구원. slide 
number 11.26)

26) CDC 내부 참여 주체: 과학 교육 및 전문 개발 프로그램실(Scientific Education and Professional 

Development Program Office, SEPDPO), 감시, 역학 및 연구소 서비스실(Office of Surveillance, 
Epidemiology and Laboratory Services, OSELS), 주, 부족, 지역 및 영토 지원을 위한 사무소 
(Office for State, Tribal, Local, and Territorial Support, OSTLTS), 국가전략비축과(Division of 

Strategic National Stockpile, DSNS), 선별물질과 독소과(Division of Select Agents and Toxins, 
DSAT), 신종, 인수공통감염병 국립센터(National Center for Emerging and Zoonotic Infectious 
Diseases, NCEZID), 환경보건 국립센터(National Center for Environmental Health, NCEH), 유해 

물질 및 질병 레지스트리 에이전시(Agency for Toxic Substances and Disease Registry, ATSDR), 
안전, 건강 및 환경 사무소(Office of Safety, Health & Environment, OSHE), 예방 접종과 호흡기 
질환 국립 센터(National Center for Immunization and Respiratory Diseases, NCIRD), 부상 방

지 및 제어를 위한 국립 센터(National Center for Injury Prevention and Control, NCIPC), 보안 
및 비상대비국(Office of Security and Emergency Preparedness, OSEP), 관련주제 전문가들
(Subject Matter Experts, SM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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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응구조: 보건상황 위기 발생 시, 미리 주어진(assigned) 역할에 따라 위

기대응센터(EOC)에 모여 사건명령체계에 따라 논의하고 의사결정을 하는 

구조임

－ 활성화: CDC 내부 부서의 長(장)의 요청에 의해서 혹은 CDC 長(장)의 결정

에 따라 위기대응센터(EOC)가 활성화됨. 위기대응센터의 활성화 과정을 

살펴보면, 사건 발생 후 내외부의 보고 및 감시체계를 통해 위기대응센터로 

보고가 이루어지고, 초기 사정팀(preliminary assessment team)을 통해 

상황 및 필요 사항들에 대한 사정이 이루어지며, 여기에서 위기대응센터 사

건관리체계를 활성화할 필요가 있는지를 논의한 후, 필요 시 위기대응센터

가 활성화 됨. 사건관리체계가 활성화될 필요가 없다고 판단될 시, CDC 내

부프로그램 단위에서 대응하도록 하는 구조가 갖추어져 있음

〔그림 3-10〕 미국 CDC의 EOC 활성화 절차

* 출처: CDC 내부자료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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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리스크 커뮤니케이션(Risk communication)28)

⧠ CDC의 리스크 커뮤니케이션 

○ 리스크 커뮤니케이션에서 중요한 것은 대중(public)이 좋은 의사결정을 하도

록 하는 것임. 미국 CDC는 위험, 응급, 리스크 커뮤니케이션(Crisis and 

Emergency, Risk Communication, CERC)으로 하여, 일반적인 보건관련 

의사소통 뿐 아니라 위기 및 응급, 위험 의사소통을 전문적으로 하고 있음

○ CDC 내에 리스크 커뮤니케이션을 위한 부서(Office of Associate Director 

for Communication)가 있으며, 이곳에서 공중보건 위기 시 지자체 및 연방

정부, 의료기관 등과의 의사소통을 전담함

－ 약 500명의 의사소통전문가를 보유하고 있으며 훈련도 지속적으로 실시하

고 있음

－ 국민의 공포와 심리적 불안에 대한 위기소통과 정확한 정보제공에 이르기

까지 광범위한 역할을 수행하도록 구성

○ CDC의 단계별 의사소통 전략(〔그림 3-11〕)CDC는 위기 발생 전 단계에서부

터 평가단계까지 각 단계에서의 의사소통전략들을 구축하여 활용

－ 예를 들어 초기단계(initial)에서는 공감을 표하고, 위기에 대한 간단한 설

명, 신뢰성 구축 등을 할 것을 제시

○ 의사소통은 사건관리체계를 활용하여 상시적으로 대응을 하며, 위기상황 발생 

시, 합동정보센터(Joint Information Center)를 세워 사건관리체계 내에서 

위험소통 전략을 조정함 

27) CDC 현지 방문 조사에서 받은 내부자료를 바탕으로 작성함

28) CDC webpage(www.cdc.gov/healthcommunication/risks/index.html)의 내용을 바탕으로 작성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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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11〕 미국 CDC의 단계별 의사소통 전략

출처: CDC (2014), Crisis Emergency Risk Communication. 2014 Edition, CDC. p.9

⧠ 지방자치단체의 리스크 커뮤니케이션

○ 지역사회 차원에서도 지자체와 지역사회 간 보건 상황에 대한 의사소통이 이

루어지고 있음

－ 뉴욕시 보건국은 감염질환 발생 시 사안의 정도에 따라 매주 월요일마다 지

역사회 대상 회의(open community meeting)를 개최하며, 대응 책임자

(health commissioner) 및 관련 전문가가 참여하여 대중을 상대로 정보

를 공유하는 체계를 가지고 있음29)

29) 뉴욕시 현지 방문 조사에서 받은 내부자료를 바탕으로 작성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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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감염병 관련 위기대응 사례: 에볼라 바이러스 대응30)

⧠ 위기대응센터(EOC)를 가동하였으며, 질병을 통제하기 위한 활동을 함. CDC 내 

신종, 인수공통감염센터(NCEZID)에서 관련 업무 관장 

○ (임상·역학조사) 미국 포함 전세계 에볼라 의심 사례에 대한 샘플조사, 에볼라 

환자와 접촉한 적이 있는 의심자에 대한 인터뷰 

○ (검역·감시체계) 관세국경보호청(customs and Border Protection, CBP)의 

협력을 통해항구·항만 대상 검역, 서아프리카 지역 내 감염자의 비행기 탑승 

방지

○ (진단·치료) 환자격리~병원 내 환경 관리에 이르는 대응 지침 마련. 에볼라 감

염환자 집중치료 전문병원 35곳 지정(예. 미국 애틀란타 에모리대학 병원 등). 

주로 인구밀도가 높은 도시를 중심으로 병원 지정. 지정 전 한달 간 병원의 치

료시설, 안전성, 의료진의 전문성 등 평가 

○ (정보공유) ‘헬스케어 종사자를 위한 정보’ 홈페이지(Information for Health 

Care Workers page), Health Alert Network, Clinician Outreach and 

Communication Activity를 통해 헬스케어 종사자들과 소통함

－ 최초 에볼라 바이러스 감염사례가 발견된 텍사스 주에서는 주 보건당국 홈페

이지에 에볼라에 대한 일반적 정보에서부터 최근 정보까지 제공하고 있음

○ (의료기관 차원의 대응) CDC는 에볼라 대응을 위한 다층화 전략을 위한 프레

임웤(Framework for a tiered approach)을 제시함. 이 프레임웤을 통해 의

료기관은 주 보건당국과의 협조체계 하에 평가, 케어, 의심환자에 대한 검사 

및 확진 환자에 대한 이송 및 치료에 대한 전반적인 운영 계획을 개발하도록 

함. 또한 의료기관 직원들은 내부 의사소통 계획을 구성하도록 규정함 

30) CDC 웹페이지(www.cdc.gov/vhf/ebola/index.html)의 내용을 바탕으로 작성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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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절 감염병 관리체계의 특성과 시사점

⧠ 미국의 감염병 대응을 비롯한 공중보건위기에 대한 일차적 대응은 주정부 및 지

방정부의 관할이며, 주정부의 대응역량을 초과하는 경우 연방정부나 CDC의 지

원을 요청하는 구조임

⧠ 미국의 감염병관리기구인 CDC는 독립적인 인사권 및 예산권을 가지고 있으며, 

전문가 집단으로서 감염병 대응에의 역량을 인정받고 있음

○ 미국 CDC 내 위기대응 부서인 공중보건대비대응국(OPHPR)에서 감염병 뿐 

아니라 재난상황에서의 공중보건위기 관련 업무를 담당함

－ 24/7 운영되는 미국 CDC 내 위기대응센터(Emergency Operating 

Center)가 공중보건대비대응국 내에서 운영되고 있으며, 현장의 정보를 취

합 및 분석하고 공유함으로써, 타 부처 간 혹은 국제적 공조를 위한 물리적 

환경을 제공함

○ 2년의 역학조사관 양성프로그램을 통해 매년 70-80여명의 역학조사관을 배

출되고 있으며, 이들 대부분은 다시 CDC 및 주정부에서 역학조사관으로 활동

하고 있음

○ CDC 내에 리스크 커뮤니케이션을 위한 부서가 있으며, 이곳에서 공중보건 위

기 시 지자체 및 연방정부, 의료기관 등과의 의사소통을 전담함

⧠ CDC에서 생산한 과학적 근거들을 바탕으로 보건인적서비스부의 장은 부처 간 

역할을 조유하는 등 행정적/ 정치적 결정을 내리는 구조로 감염병에 대응함

⧠ 미국의 위기대응은 사건관리체계 및 사건명령체계를 활용하여 이루어지고 있으

며, 이 체계는 상황에 따라 유동적으로 각조직 및 인력이 구성 및 운영되는 특성

을 가짐

○ 사건관리체계 및 사건명령체계는 연방정부, 주정부 및 지방정부, CDC를 비롯

한 의료기관에도 구성되어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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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미국 CDC의 사건관리체계는 다른 조직과 달리 과학적 대응 섹션이 크게 구성

되어 있는 것이 특징적임 

⧠ 공공 및 민간 의료기관 차원에서도 감염관리에 대한 병원 차원의 교육 및 훈련이 

이루어지고 있으며, 지자체와의 alert system을 통해 감염질환에 대한 모니터링 

및 정보공유가 상시적으로 운영되고 있음 

○ 보호장구 착용 및 탈의, 환자 이송 경로, 소독 및 방역, 환자 간호 구조 등에 관

한 훈련 지속적으로 이루어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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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절 감염병 관리체계의 특성과 역할

⧠ 프랑스 감염병 관리체계 개요

○ 프랑스의 감염관리체계의 중심에는 응급구조대(SAMU-Centre 15), 지방보건청

(ARS), 질병관리연구소(Institut De Veille Sanitaire, InVS), 의료기관이 있음

○ 의심환자는 반드시 직접 또는 진료의사를 통해 응급구조대로 먼저 연락을 취

해야 하며, 지방보건청(ARS) 또는 질병관리연구소(InVS)에서 환자를 분류하

기 전까지는 격리와 주의 조치 요구됨. 응급실로 바로 방문하는 환자의 경우에

도 감염병 의심환자는 다른 환자와 섞에지 않도록 바로 격리시킴

○ 추정환자의 샘플은 국가지정표준진단연구소 등에서 진단하며, 양성 판정이 이

루어지면 국가지정 격리 병동에서 격리됨. 감염질환별로 표준진단연구소, 격

리병동이 선정되어 있음 

〔그림 4-1〕 프랑스의 감염병 관리체계

자료: 프랑스 보건부 내부자료31)

프랑스의 감염병 관리체계 <<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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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감염병 관리 기구의 조직 특성과 기능

⧠ 감염병 관리 기구의 설립 과정과 사회적․의료적 맥락32)

○ 프랑스의 감염병 관리는 1998년 설립된 보건부산하의 질병관리연구소(InVS)

의 고유 업무임 

－ 그러나 2009년 지방보건청(ARS)이 창설되면서 지역단위 감염병 관리는 지

방보건청(ARS)/전국단위의 감염병관리는 질병관리연구소(InVS)에서 수행

함. 일반적인 Top-down 방식의 행정체계와 달리 지역단위에서 정보수집

을 통해 ARS를 경유하여 중앙정부로 정보가 전달되고, 필요한 감염병 관리

조치가 이루어지고 있음

○ 2004년 8월 공중보건 제도에 관한 법(La loi n° 2004-806 du 9 août 2004 

relative à la politique de santé publique)에서는 질병관리연구소(InVS)의 

미션을 “국민건강 상태의 영속적인 감시와 관찰”, “공중보건의 관찰과 경계”, 

“공중보건 위기에 대한 판단을 내릴 수 있도록 지원”, “공중보건 위기 상황에서

의 관리에 협조”의 네 가지로 규정함

－ 2004년 법은 질병관리연구소(InVS)가 위의 미션을 수행하기 위해 필요로 

하는 정보를 수집할 수 있도록 규정함. 프랑스의 질병관리연구소(InVS)는 

과학적 지식과 기술을 지원하는 조직이며, 의사결정을 내리는 행정조직은 

아님 

○ 1984년까지는 프랑스의 감염병 관리는 법정감염병신고(la notification des 

maladies à déclaration obligatoire (MDO))에 중심을 두고 감염병 감시 

업무를 수행함, 이후 1985년에는 의사 간, 연구소 간 정보 공유 네트워크를 마

련하고, 국가지정표준진단연구소(laboratoires nationaux de référence)33)

에서 생성된 정보를 전파할 수 있는 체계가 형성됨 

31) 프랑스 보건부 현지 방문 조사에서 받은 내부자료를 바탕으로 작성함

32) InVS. www.invs.sante.fr/L-Institut/Qui-sommes-nous에서 2015,8.5 인출

33) 국가지정표준진단연구소(Centre national de référence, CNR)는 감염별 발생 시 확진판정을 하는 기
관으로 보건부에 의해 5년기간으로 지정을 받는다. 현재 파스퇴르연구소(Institut pasteur)등 47개 기관
이 국립표준연구소로 지정되어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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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2년 6월 공공보건국가네트워크(Réseau national de santé publique 

(RNSP))를 설치하고 특히 감염병과 환경보건 감시활동을 강화함. 후에 질

병관리연구소(InVS)로 대체됨. 1994년에는 RNSP의 역할을 강화하기 위해 

지역역학관리실(Cellules interrégionales d’épidémiologie (CIRE))을 

창설함

－ 새로운 감염병 출현 증가, 특히 1996년 광우병 발생으로 공중보건에서 감

시활동의 전문화와 위기대응체계의 시스템의 필요성이 증가하여 1998년 

질병관리연구소(l’Institut de veille sanitaire (InVS))가 설립됨

○ 2009년 7월에 시행된 병원개혁법안(La loi n° 2009-879 du 21 juillet 

2009 portant réforme de l'hôpital et relative aux patients, à la santé 

et aux territoires, dite loi HPST)에서는 지방보건청(ARS)을 설치하고, 공

중보건 및 감염병 관리체계를 새로이 마련함

－ 지방보건청(ARS)은 공중보건활동, 보건의료 및 사회복지시설의 통합화를 

실현하기 위한 목적으로 설립되었다고 할 수 있으며, 감염병 관리활동도 지

방보건청의 영역으로 흡수됨 

⧠ 조직구조 및 관련 인프라

○ 질병관리연구소(InVS, Institut De Veille Sanitaire)34)

－ 질병관리연구소(InVS)는 지난 1998년 광우병 위기 이후 공중보건과 관련된 모

니터링과 대응을 목적으로 조직된 기구임(Etablissement public de l’Etat) 

� 질병관리연구소장은 정부에서 임명함. 예산은 정부의 출연금이나 지출과 

인사 등 행정업무는 정부로부터 독립되어 있음

� InVS는 국민의 건강을 위협하는 보건위기 등에 대한 각종 정보를 수집하

고 분석하여, 잠재적 위험에 대응하는 역할을 주로 담당하고 있음. 감염

병 뿐만 아니라 환경보건, 산업보건, 만성질환 및 상해 등과 관련된 위험

요인에 대한 감시체계를 운영하고 있음

34) InVS. www.invs.sante.fr/L-Institut/Qui-sommes-nous에서 2015,8.5 인출.



62 감염병 관리체계의 문제와 개선방안 - 메르스 감염 중심으로

－ 인력: 432명 (2014년 기준)

� 총 4개국(감염병국(Département des maladies infectieuses) 70여명, 

환경보건국(Département santé environnement) 60여명, 만성질환 및 

외상국(Département des maladies chroniques et traumatisms), 노

동보건(Département santé travail))과 5개 행정부서(인사, 회계, 전산, 

컴뮤니케이션, 자료실) 등이 근무 

� InVS는 산하에 17개 지방조직(CIRE, Inter-regional Epidemiological 

Units)을 관할하고 있으며, 총 130여명이 근무, 지방보건청(ARS, 

Regional Health Agencies)과도 연계

－ 예산 (2013년 기준): 6천만 유로(한화 약 7백억원)

� 감염병 분야 지출 30%, 만성질환 및 트라우마 관련 질환 지출 20%, 지

역, 국가 및 국제 위기 연계활동 19%, 환경보건분야 10%, 노동분야 8%, 

기능간 프로그램 9% 등

〔그림 4-2〕 프랑스 질병관리연구소(InVS) 조직도

자료: InVS webpage(www.invs.sante.fr/L-Institut/Organisation-et-organigramme) 바탕으로 작성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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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역역학관리팀(Les Cellules interrégionales d'épidémiologie, CIRE)35)

－ 질병관리연구소((InVS)의 지역 네트워크로, 질병관리연구소의 기능을 지역

단위로 확장하고, 그 역할을 이양함. 행정상 질병관리연구소(InVS)와 지방

보건청(ARS)의 공동관리하에 있으며, 지방보건청에서 근무함

－ 지역역학관리팀은 지방보건청(ARS)의 의사결정을 지원하는 역할이 강함. 

즉 감염병 발생 신호(signal)을 분석하고, 상황에 대한 진단이 각 지역 역학

조사관실 업무의 50%가량을 차지함. 매년 약 각 지역역학관리팀별로 800

여개의 신호(signaux d'alerte)를 접하며, 상황에 따라 단순 의견제시 이외

에 수일에서 수주에 걸친 종합조사가 필요한 경우도 있음

－ 전국에 17개의 지역 지역역학관리팀(CIRE)이 있으며, 총 130명 중 90명이 

역학자(épidémiologistes)임

� 일드프랑스(Ile de France)지역의 지역역학관리팀에는 역학조사관(mé

decin inspecteur de santé publique), 역학자(épidémiologistes) 2

명, 위기 평가자(ingénieur-évaluateur du risque), 공중보건간호사 1

명, 연구모니터 1명, 보조원 1명, 인턴 등으로 구성됨

� 역학조사관(médecin inspecteur de santé publique)은 의학박사학위

(Doctorat en médecine) 소지자 대상으로 이론 및 구두 시업을 거친 후 

공중보건고등교육학교(l’Ecole des hautes études en santé publique 

(EHESP))에서 12개월 교육(8개월은 실습)을 받고 자격을 취득함

35) CIRE webpage(http://www.invs.sante.fr/Regions-et-territoires/Missions-des-Cire) 내용을 바탕
으로 작성함



64 감염병 관리체계의 문제와 개선방안 - 메르스 감염 중심으로

2. 보건 관련 부처의 조직구조와 감염병 관리에 대한 기능

⧠ 보건복지여성부(Ministre des Affaires sociales, de la Santé et des Droits 

des femmes)36)

○ 프랑스 보건복지여성부에는 1명의 장관과 3명의 국무장관(Secrétaire 

d’État)37)으로 구성되어 있음. 보건복지여성부에는 5개의 국(보건실38), 의료

공급실39), 사회통합실40), 사회보장실41), 통계실42)), 비서실43) 그리고 사회감

사실44)로 구성됨 

－ 보건실(la direction générale de la santé(DGS))에서 감염관련 업무를 

총괄함. 보건국은 직속산하에 보건위기대응국(Department des urgences 

sanitarie)을 두고 있으며, 보건위기대응국에 보건위기대응센터(Centre 

operationnel reception et regulation urgences sanitaires et 

sociales, CORRUSS), 경보 발동팀(Bureau alertes et reposes, BAR), 

대응준비팀(Bureau organisation et preparation, BOP)에서 전염병 위

기를 대응함 (DGS Rapport d’activite, 2013)

36) 프랑스 보건복지여성부 webpage(www.social-sante.gouv.fr)의 내용을 바탕으로 작성함

37) 국무장관은 국무위원이며, 특정분야의 업무를 담당하는 특임장관이라 할 수 있다. 영역에 따라 독립적인 
존재일 수도 있고, 장관의 지휘하에 있을 수도 있고, 수상 지휘하에 있을 수도 있음 

38) La direction générale de la Santé (DGS)

39) La direction générale de l’offre de soins (DGOS)

40) La direction générale de la cohésion sociale (DGCS)

41) La direction de la sécurité sociale (DSS)

42) La direction de la recherche, des études, de l’évaluation et des statistiques (DREES)

43) Le secrétariat général des ministères chargés des affaires sociales (SGMAS)

44) L’inspection générale des affaires sociales (IGA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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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4-3〕 프랑스 보건부 보건실(DGS) 조직도

자료: 보건실 연간보고서(DGS Rapport d'activite, 2013). p8을 발췌 번역함

⧠ 공공보건 고등위원회(Haut Conseil de la santé publique , HSCP)45)

○ 2004년 8월 9일에 발효된 공공보건정책법에 의하여 설립된 공공보건 고등위

원회(Haut Conseil de la santé publique , HSCP)는 각각 1848년, 1991년 

설립된 프랑스 공공위생 고등 위원회(Conseil supérieur d’hygiène 

publique de France)와 고등 공공보건 위원회의 임무를 통합 확대 이행하는 

전문 기관임

45) 공공보건고등위원회 webpage(www.hcsp.fr/explore.cgi/Accueil)의 내용을 바탕으로 작성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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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본 위원회의 활동은 보건 시스템 관련 예방, 위생안전, 혹은 역량에 대한 모

든 문제와 관련하여 해당 부처의 장관, 의회 내 해당 위원회의 장, 의회 내 보

건 정책 평가기구(Office parlementaire d'évaluation des politiques 

de santé)의 장과 협의를 통하여 진행함

－ 공공보건 고등위원회는 신종 감염병에 대응하기 위해 환자 분류를 위한 정

의, 확진 등을 위한 진단방법, 예방수칙 및 의심사례에 대한 대처 등 권고안

(avis)를 만들어 InVS등에 전달함. 공공 보건분야가 직면한 문제와 영향 요

인을 분석한 보고서(rappoet d’activite)등을 발행하기도 함 

○ 공공보건 고등위원회(HSCP) 산하에는 6개의 전문 위원회가 있음. HCSP 활동

에 대한 조정은 집행위원단에 의해 보장됨

－ 전염병 관련 전문위(백신접종 기술 위원회, 여행과 외부 유입 질병관련 위원회)

－ 만성질환 관련 전문위

－ 환경관련 리스크 관련 전문위

－ 환자 안전: 병원 내 감염과 환자 간호와 진료시 발생할 수 있는 부정적 사태 

관련 전문위

－ 보건관련 예방, 교육과 홍보 전문위 

－ 평가, 전략과 미래 전망 관련 전문위

 

3. 지자체의 감염관리 조직과 대응역량

⧠ 지방보건청(Agence régional de santé, ARS)46)

○ 지방보건청은 전국 26개 지역에 설치되어 있으며 크게 공중보건활동과 의료공

급규제 활동을 수행하고 있음

－ 지방보건청의 전신인 지방병원청(Agence régional de hospitalisation, 

ARH)은 각 지방의 도(Préfet)에서 담당하던 지방보건계획의 수립, 병상규

제 등 해당 지역의 보건의료 자원배분의 역할을 담당하였음, 이후 2010년 

4월. 지방병원청을 포함한 7개 지방보건행정관련 기관들을 통폐합하여 지

46) 지방보건청 webpage(www.ars.sante.fr/portail.o.html) 및 현지 방문조사·인터뷰 내용을 바탕으로 작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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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보건청(ARS) 창설

－ 지방보건청은 중앙정부인 보건부 산하기관으로, ARS의 대표이사는 국가조

정위원회(보건부장관, 예산처장관, 건강보험 장관 등 장관들로 구성)에서 

임명함. 지방보건청은 국가의 일관된 보건정책 및 계획수립을 위해 설립되

었다고 할 수 있음 

－ 각 지역별로 약 300~350명이 근무하고 있으며, 전국적으로 9,000여명이 

근무함, 공공행정기관으로 경영과 인사에서의 독립성이 보장됨

○ 감염병 예방 및 관리업무는 일반적으로 지방보건청내 공중보건실(Direction 

de la santé publique)의 CVAGS(Cellule de veille d’alerte et de gestion 

sanitaire)와 Cire(Cellule interregionale d’epidemiologie)가 플랫폼이 

되어 업무를 담당함

－ 감염병 신호를 확인하고, 유효화함, 유관기관 파트너와 함께 감염병 관리방안

을 마련함. 두 팀은 업무가 중복되기도 하나 협력관계에 있다고 보는 것이 타당

－ CVAGS는 ARS에 소속되어 있으나, Cire는 질병관리연구소(InVS)와 ARS 

양 기관의 관리를 받음. 일반적으로 각각 10명 내외의 인원이 근무함

〔그림 4-4〕 프랑스 Rhone-Alpes 지역 지방보건청의 공중보건실 조직도

출처: 론 알프스(Rhone-Alpes) 지방보건청(ARS).(www.ars.rhoneaples.sante.fr/fileadmmin/RHONE-ALPES
/L_ARS_Rhone-Alpes/Organisation/Organigrammes/Orga.DSP.pdf)를 발췌 번역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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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절 감염병 관리와 예방 관련 법·제도47)

⧠ 감염병 관리의 주체는 ARS(관련 법 조항 공중위생법 article L.1431-2 du CSP)

와 InVS( 관련 법 조항 공중위생법 L.1413-2 du CSP)으로 규정하고 있음

⧠ 프랑스 감염병 관리의 개념도

○ 감염병 관리 단계는 감시단계(의심사례 발생의 확인과 유효화(validation)) → 

위기경보 발동단계 → 대응(Reponse)의 3단계를 절차를 구분하여 각 단계별 

매뉴얼이 마련되어 있음(La veille et l’alerte sanitaire en France, 2011)

〔그림 4-5〕 프랑스의 감염병 관리, 경보, 대응의 개념

자료: La veille et l’alerte sanitaire en France(2011). p12에서 발췌 번역함

⧠ 감염병 감시체계와 관련된 법 조항48)

○ 공중위생법 article L.1413-15 등에서 규정하고 있음. 동 규정에서는 모든 의

료인은 의심사례발생을 ARS에 보고하고, ARS는 질병관리연구소(InVS), 관련 

시도에 정보를 전달할 의무가 있다고 규정함 

47) La veille et l’alerte sanitaire en France, 2011, pp1-63 내용을 바탕으로 작성함

48) La veille et l’alerte sanitaire en France, 2011, p18 내용을 바탕으로 작성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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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염병 중 의료관련 감염병 감시체계49) 

○ 2001년 이후 의료관련 감염병은 공중위생법 Articles L1413-14 et R 

6111-12 à 17 du Code de la Santé Publique (décret du 26/07/2001)

에서 아래의 대상에 해당되는 경우 보고를 의무화함

－ 대상: 병원내 감염(항생제 내성이 있는 감염균 발생 등), 감염으로 인한 환

자 사망, 물이나 공기 등으로 인한 감염, 병원에서 발생한 법정감염병, 기타 

전염병 등

－ 감시체계: 병원에 신호송부의무자(responsable de signalement)는 지방

보건청(ARS)과 병원내 감염 대응센터(Centre de coordination de lutte 

contre les infections nosocomiales, CCLIN)에 보고하도록 하고 있고, 

ARS는 질병관리연구소(InVS)에 보고 함

〔그림 4-6〕 프랑스의 의료관련 감염병 감시체계

자료: Le signalement externe des infections nosocomiales en(Dr Bruno Coignard, 2013), p7. 발췌 번역함

49) Le signalement externe des infections nosocomiales en(Dr Bruno Coignard, 2013), pp5-7. 
내용을 바탕으로 작성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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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절 공중보건위기대응체계 특성과 관련 사례

1. 공중보건위기에 대한 판단과 지휘에 대한 책임

⧠ 공중보건위기에 대한 판단과 지휘에 대한 책임 50)

○ 공중보건위기에 대한 정보는 일선 의료기관(Etablissment de Sante, ES), 응

급의료시스템(SAMU), 외래진료기관 등에서 신호를 포착하여 지방보건청

(ARS)에 전달하는 것에서 시작

－ 지방보건청 전문가들이 신호의 유효성 등을 판단하여 같은 지역(ARS Zone)

과 보건복지부의 보건 및 사회위기 대응센타(CORRUSS)에 신호를 보냄

－ 보건 및 사회위기 대응센터는 경보발동 여부를 판단하여 경보발동시 보건

국(DGS)에서 대응. 이때 질병관리연구소(InVS)등의 전문가 의견을 수렴함

－ 국가차원의 경보발동시 즉각 총리실의 범부처위기본부(CIC)가 가동됨. 범부

처위기본부는 시도지사(prefet)의 행정적 지원을 받을 수 있음

〔그림 4-7〕 프랑스의 공중 보건위기에 대한 지휘체계

자료: Instruction N° DGS/DUS/CORRUSS2013/274 du 27 juin 2013. Annex 1 발췌 번역함

50) Instruction N° DGS/DUS/CORRUSS2013/274 du 27 juin 2013 (www.sante.gouv.fr/ IMG/pdf/
2013-06-27_-_Circulaire.gestion.des.SSE_Annexes.pdf)의 내용을 바탕으로 작성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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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국가재난관리체계 혹은 다른 부서와의 연대 구조와 활동51)

○ 국가차원의 위기발생시 총리는 즉시 범부처위기본부(Cellule Interministé

rielle de Crise, CIC）를 가동함. 범부처위기본부 가동 시점은 국가안전사무

국SGDSN)이 관계 부처 소집을 명함으로써 공식화됨. 범부처위기본부(CIC)는　

위기대응을 책임질 장관을 임명하고 CIC의 이름으로 부처간 조율 등의 의사결

정을 내림

○ 정부차원의 위기 대응은 지역단위(Centre opérationel zonal, COZ zones), 

시도단위(Centre opérationel départemental)에 하달되어 수행됨

－ 지역단위 또는 시도단위의 위기대응은 지방보건청(ARS)를 통해서 또는 직

접 시도지사(Prefet)를 통해서 수행됨 　

〔그림 4-8〕 프랑스의 국가위기 발생시 대응체계 (정부차원)

자료: Secrétariat général de la défense et de la sécurité nationale (2014) p.13 발췌 번역함

51) Secrétariat général de la défense et de la sécurité nationale (2014) Plan national de préven
tion et de lutte “maladie à virus ebola”.(www.risques. gouv.fr/sites/default/files/upload/plan
_ebola.new.pdf) 내용을 바탕으로 작성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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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4-9〕 프랑스의 국가 위기 발생시 대응체계 (지역단위)

자료: PSecrétariat général de la défense et de la sécurité nationale (2014). p14 발췌 번역함

〔그림 4-10〕 프랑스의 국가 위기 발생시 대응체계 (시도단위)

자료: Secrétariat général de la défense et de la sécurité nationale (2014). p15 발췌 번역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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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감염병 관련 위기대응 사례: 에볼라 바이러스 대응52)

⧠ 에볼라 바이러스 대응사례

○ 2014년３월 에볼라바이러스 환자가 한 명 발생하자 위기경보(alerte 

national)를 발동하고, CIC(interministry task force)가 조직됨

－ 아프리카 여행한 미국인으로 파리 Bichat 병원에 입원해 치료를 받음 

－ 에볼라바이러스의 인큐베이션 기간은 2~21일, 치사율 50~70%에 이름. 현

재까지 백신은 없음 

－ InVS는 에볼라와 관련된 프랑스 국내외의 역학적 감시체계를 강화하고, 공

항 등에서는 위험국가 등을 중심으로 스크리닝을 강화하는 한편, 프랑스 국

민과 비행기 승객들을 대상으로 브로셔를 통한 위험사항 전파

－ 프랑스 국민들은 위험국가에 대한 여행 자제를 권고 받고, 정부는 의료인들

을 대상으로 질병 관련 정보를 제공하고, 감염자 발견시 조치사항 및 절차

에 대한 정보 제공

－ 환자에 대한 분류와 의심 및 감염 가능환자에 대한 보호 절차에 대해 모든 

의료인들에게 정보를 즉각 제공하고, 응급이송시스템(SAMU), 질병관리본

부(InVS), 지방보건청(ARS)에게 관련 서비스를 제공하도록 하고, 의료기관

의 응급실과 환자접수대에서는 의심환자를 식별하고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도록 동원

－ 에볼라바이러스 의심환자와 감염환자는 13개 전문병원에서 격리 치료가 될 

수 있도록 하였고, 최고보건위원회(Haut Conseil de la Santé Public)의 

전문가들이 제안한 접촉환자와 의심환자가 지켜야할 행동수칙 정보를 제공

52) Secrétariat général de la défense et de la sécurité nationale (2014) Plan national de préven
tion et de lutte “maladie à virus ebola”.(www.risques. gouv.fr/sites/default/files/upload/plan
_ebola.new.pdf) 내용을 바탕으로 작성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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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4-11〕 프랑스의 에볼라 바이러스 환자 치료 병원(13개 병원)

자료: Secrétariat général de la défense et de la sécurité nationale (2014). p24에서 발췌함.

제4절 감염병 관리체계의 특성과 시사점

⧠ 프랑스의 감염병 관리는 중앙의 질병관리연구소(InVS)와 지방의 지방보건청

(ARS)로 구분되어 지방단위의 감염병 감시는 지방보건청이라는 조직을 통해 수

행되고 있다는 것이 가장 큰 특징임

○ 의료기관, 응급이송체계 등에서 발생하는 감염병의심발생사례는 지방보건청

(ARS)의 감염병감시팀(Cire)으로 창구가 일원화되어 있음. 감염병감시팀

(Cire)은 역학조사관을 포함한 지역단위 감염병을 감시 및 관리하도록 파견된 

질병관리연구소(InVS)의 지방조직이기도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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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방보건청(ARS)은 공공기관으로서 재정과 인사 등의 독립성(autonomie)

이 보장되어 있지만 지방보건청장을 중앙에서 임명하기 때문에 국가단위의 

보건정책이 지방보건청을 통해 지방단위에서 수행되고 있음

○ 국가단위의 감염병 관리를 담당하는 질병관리연구소(InVS)는 재정과 인사 등

이 정부 행정기관으로부터 독립되어 있음(certain autonomie). InVS는 기초 

연구보다는 역학조사 등 응용과학기술(applied science and technology) 

전문기관으로서의 역할을 수행한다고 할 수 있음. 과학과 기술 지원을 목적으

로 하는 기관으로 행정적 의사결정을 내리는 조직은 아님

⧠ 공공보건 고등위원회(Haut Conseil de la santé publique , HSCP)는 보건의

료분야 전문가들로 구성된 위원회로서 신종 감염병이 발생하였을 때 환자 분류를 

위한 정의, 예방수칙 및 의심사례에 대한 대처 등 권고안을 만들어 질병관리연구

소(InVS) 등에 하달함

○ 메르스의 경우 2013년 6월 28일 최초 권고안(avis) 제시 이후 지속적인 업데이트

를 통해 감염에 대한 정의를 개정하고, 확진 등을 위한 진단방법, 감염 예방 수칙 

등을 개발하여 옴

⧠ 진단과 관련한 영역은 기초임상연구의 영역으로 파스퇴르 연구소, 대학병원 연구

소 등 국가지정표준진단연구소에서 수행함. 프랑스의 질병관리연구소(InVS)는 

국가지정표준진단연구소와 분리되어 있는 것이 특징임

⧠ 국가차원의 감염병 위기관리는 보건부의 보건위기국(DUS)에서 수행함. 지방보

건청(ARS), 질병관리연구소(InVS)에서 발생한 위험신호는 보건위기국의 

CORRUSS에서 접수하고, CORRUSS는 자료분석 등을 거친 후 위기발생(alert) 

발동 여부를 결정하고 대응함

○ 위기발동 후 대응도 보건부의 보건위기국(DUS)에서 수행함. 그러나 국가적 재

난 단계의 위기상황인 경우에는 총리실 주재의 범부처위기본부(CIC)를 가동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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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가적 재난단계의 감염병 위기의 경우, 범부처 위기본부에서 보건부장관을 

위기대응본부장으로 지명하고 대응방안을 수립함

⧠ 프랑스의 시스템은 국내 시스템과 세부적인 면에서 많은 차이점을 보이며, 다음

과 같은 시사점이 있음

○ 첫째, 지역단위의 감염병 관리와 역학조사 등을 수행하기 위한 별도의 상시 모

니터링 조직(팀)이 지방에서 가동되고 있다는 점임. 우리나라에서도 보건소 등

을 통해 감염병을 관리 하고 있으나 전문인력이 부족하여 매우 미흡하다고 평

가됨. 프랑스는 의심환자를 발견하고 대처할 수 있는 감시망이 상대적으로 우

리나라보다 매우 촘촘하다 할 수 있음

○ 둘째, 프랑스는 의심사례 등이 발생할 경우 최우선적으로 응급이송체계

(SAMU)를 통해 격리 등의 조치가 이루어지도록 하고 있음. 이는 감염병의 전

파를 초기부터 차단하도록 할 수 있다는 점에서 효과적임. 국내에서는 감염병

과 관련하여 119 등 응급이송체계와 밀접하게 공조할 수 있어야 하나, 관련 체

계가 미흡한 것으로 사료됨

○ 셋째, 신종 감염병에 대한 의심환자 분류 방법, 대처 방안에 대한 권고안 등은 

보건의료 전문가로 구성된 공공보건 고등위원회에서 제시하도록 하고 있고 권

고안에 대해 권위를 부여하고, 행정부처와 질병관리연구소는 이에 따르고 있

음. 공공보건위원회는 질병관리연구소 또는 보건부 등과 독립된 전문위원회의 

성격을 가짐. 우리나라는 질병관리본부내 감염병관리위원회가 있고 최종책임

을 질병관리본부에서 지도록 되어 있음. 장단점은 있으나 감염병관리 영역에

서의 분업이 충분히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어, 장단점을 고려하여 현 시스템을 

재평가할 필요가 있음

○ 넷째, 프랑스의 감염병 전문기관인 질병관리연구소(InVS)는 보건위기 등에 대

한 각종 정보를 수집하고 분석하여, 잠재적 위험에 대응하는 역할을 주로 담당

하는 응용과학분야에 종사하는 전문가 집단이라 할 수 있음. 우리나라 질병관

리본부는 행정공무원들이 중심이 되어 감염병 관련 업무에서 분업이 이루어지

지 못함으로 인해 위기시 적절히 대응하기 어려운 구조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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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절 감염병 관리체계의 특성과 역할

1. 국립감염증 연구소의 조직 특성과 기능53)

⧠ 감염병 관리 기구의 설립과정과 사회적․의료적 맥락

○ 1947년 후생노동성 산하 시험연구기관으로 국립 감염증 연구소(구 국립 예방

위생연구 연구소)설립 3부와 서무과로 업무 개시

○ 1950년 세균, 바이러스, 결핵 등 12연구부로 확대

○ 1958년 폴리오 대유행에 대처하기 위해 1961년 시험제조 및 검정 업무 청사

(무라야마분실)을 신축, 무라야마분실이 1963년 바이러스 중앙 검사부, 1965

년 홍역 바이러스 부가 신설

○ 1988년 에이즈 문제 대처하기 위해 에이즈 연구센터 신설 

○ 1997년 국립 감염증 연구소로 개명하고 감염증 발생을 파악 신속한 대책이 가

능하도록 하기 위해 감염증역학부가 감염증 정보센터로 개편

○ 2006년 병원체 게놈 해석 연구센터에서 세균 관련 병원체 게놈 해석을 하기 

위해 제3실 설치 연구 기능 강화

○ 2009년 인플루엔자 바이러스 연구의 확대를 위해 연구센터 발족하였고 거기

에 따라 바이러스 제3부가 개편 되어 같은 부로는 인플루엔자 바이러스 연구 

기능을 전술 센터로 옮겨, 홍역, 풍진, 문프스의 각 바이러스 및 인플루엔자이

외의 호흡기 바이러스 감염증을 취급

53) 일본 국립감염증 연구소 홈페이지(www.nih.go.jp/niid/en/aboutniid-2.html)의 내용을 바탕으로 작성함. 

일본의 감염병 관리체계 <<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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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5-1〕 일본 국립감염증연구소 조직도

자료: 국립감염증연구소. 조직도. http://www.nih.go.jp/niid/images/PDF/gaiyou.pdf에서 2015. 8.23 인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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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요 업무

－ 연구 업무

－ 감염증의 레퍼런스 업무

－ 감염증의 서베일런스 업무

－ 국가 검정․검사 업무

－ 국제 협력 관계 업무

－ 연수 업무 

⧠ 조직구조 및 관련 인프라 

○ 조직형태

－ 국립감염증연구소는 15부 3실 센터로 구성되어 있음

○ 역학조사관 규모

－ 국립감염증 연구소 감염증 역학센터에서는 감염증 실지역학전문가(Field 

Epidemiology Training Program)를 양성하고 있음

⧠ 감염병 예방 및 관리 기능54) 

○ 감염증 역학 센터

－ 감염증 연구센터(IDSC : Infectious Diseases Surveillance Center)는 

1997년 국립감염증 연구소 내에 설치되었음

－ IDSC는 국가의 서베일런스 사업 중에 중앙감염증정보센터로서 지방감염증

정보센터와 협력. 감염증법에 규정된 1-5류감염증을 중심으로 서베일런스

를 하고 있음

－ 감염증 서베일런스에 관련하여 감염증정보(환자정보, 병원체정보, 혈청역

학정보)의 수집과 분석․제공, 감염증대책에 관한 입안과 시술지원, 역학조사 

및 전문가 양성, 병원체 진단 및 기술 강습, 이와 관련한 연구를 역학센터 

내 6개실에서 공동으로 실시하고 있음

54) 일본 국립감염증 연구소 webpage(www.nih.go.jp/niid/en/idsc-e.html)의 내용을 바탕으로 작성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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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염증대책계획실

－ 국내외 감염증의 유행, 집단발생, 이상 징후의 정보수집과 그 대응 기술지

원, 및 감염증 대책을 위한 계획입안과 그에 관한 연구를 수행

－ 역학조사에 관한 기술지원과 감염증 실지 역학전문가(Field Epidemiology 

Training Program) 양성

○ 감염역학실

－ 지방감염증정보센터 및 도도부현의 협력을 얻어 국내 감염증 서베일런스의 

수집, 분석, 그 결과의 환원과 제공 및 관련 연구를 수행

－ 정보의 환원 및 제공은 감염증역학센터 홈페이지 감염증주보(Infectious 

Agents Surveillance Weekly Report: IDWR 홈페이지에 주단위로 발행) 

병원미생물검출정보(Infectious Agents Surveillance Report: IASR홈페

이지 및 인쇄물로 월 단위 발행) 및 연보고를 역학센터홈페이지에 올리고 

감염증, 공중위생관계 전문가, 의료, 보건행정담당자 및 일반국민에 대해 

폭넓게 알리고 있음

〈표 5-1〉 일본 감염증역학센터 정보제공 홈페이지

IDWR IASR

자료: 감염증연구소 감염증발생동향과 병원미생물검출정보. http://www.nih.go.jp/niid/ja/idwr.html.에서 

2015.8.25. 인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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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방접종실

－ 감염증 유행예측 사업의 일환으로 혈청역학조사의 입안과 실시, 현행예방

접종의 효과와 부작용에 관한 모니터링, 그 결과를 공표하고 일반에게 정보

제공

－ 예방 접종 대상 질환의 감염증으로서 사람에게 주는 영향(Disease burden)에 

관한 조사연구 및 예방접종 유용성에 관한 종합적 연구

－ 감염증연구소에서 시행하고 있는 국내혈청은행 관리

○ 병원진단실

－ 다른 부서에서 소관하지 않는 원인불명질환의 미생물학적 검사, 레퍼런스, 

병원진단을 위한 방법 개발

○ 세균연수실

－ 세균성질환의 검사에 관한 정보 수집, 해석, 정보제공 및 국내외 관련기관 연대

－ 세균검사기술 향상․표준화 등을 지원 

－ 공적기관의 직원 대상으로 세균검사에 관한 강습과 입안․수행

－ 신규검사법 연구

○ 바이러스 연수실

－ 바이러스성 질환의 검사에 관한 정보수집․해석, 정보제공 및 국내외 관련 기

관 연대 

－ 공중위생에 있어 바이러스 검사 기술 향상, 표준화 지원, 

－ 공적기관의 직원 대상으로 바이러스 감사에 관한 강습과 입안․수행 

－ 신규검사법 연구

2. 후생노동성의 감염관리 조직 특성과 기능 

⧠ 후생노동성의 감염관리 조직 특성 55)

○ 후생노동성의 건강국내 결핵감염과에서 감염병을 담당하고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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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결핵감염과에서는 크게 감염병관리, 결핵관리, 에이즈 관리 등을 담당하고 있음 

－ 감염병 관리를 위해 결핵감염과에서는 교육·홍보활동, 감염증에 관한 연구 

뿐 아니라 지역 및 의료기관과의 유기적 연계체계를 구축하여 이들이 필요

로 하는 기술 및 재정 지원을 함

〔그림 5-2〕 일본 후생노동성 조직도

자료: 후생노동성, 조직도. http://www.mhlw.go.jp/kouseiroudoushou/saiyou/ikei/dl/soshikizu.pdf에서 
2105.9.1. 인출.

55) 후생노동성 webpage(www. mhlw.go.jp) 및 후생노동성 현지 방문 조사에서 받은 내부자료를 바탕으로 
작성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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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지자체의 감염관리 조직과 대응역량56) 

⧠ 지자체의 건강위기 관리 체계

○ 지자체에 따라 감염증을 관리하는 부서는 차이가 있어나 동경도의 경우는 감

염증대책과에서 관리를 하고 있음

○ 감염관리 대응을 보면 보건소를 통하여 신고가 들어오면 원인균을 규명하기 

위해 지자체 환경보건연구소 동경도는 건강안전연구센터에서 원인균을 규명

하고 건강안전과 등에서 건강위기관리대책체계를 작동할 것인지를 판단 후 건

강위기관리 대책본부가 설치됨

○ 건강피해 발생부터 상황 본부 설치까지의 동경도의 흐름도를 제시하였음

〔그림 5-3〕 일본 지방자치단체 건강 위기관리 체계

자료: 동경도 감염증대책과 내부자료57)

56) 동경도 감염증대책과 현지방문조사, 인터뷰 및 내부 자료를 바탕으로 작성함.

57) 동경도 감염증대책과 현지방문조사, 인터뷰 및 내부 자료를 바탕으로 작성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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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건강위기관리에 따른 동경도 협력체계는 다음과 같음

－ 초기에는 건강관리센터가 설치되며 6개 과가 협력체계로 구성되며 규모확

대에 따라 본부가 설치 됨

－ 협력체계에서는 동경도와 관련 기관, 경시청, 소방청, 시군구 보건소와 협

력체계가 이루어지면 규모에 따른 동경도 주위에 있는 다른 지자체와 연대

할 수 있도록 협력체계가 구축되어 있음 

〔그림 5-4〕 일본 지방자치단체 건강 위기관리 협력체계

자료: 동경도 감염증대책과 내부자료58)

58) 동경도 감염증대책과 현지방문조사, 인터뷰 및 내부 자료를 바탕으로 작성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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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자체의 위기관리 체계를 신종 인플루엔자를 예시로 제시하였음

〔그림 5-5〕 일본 지방자치단체 감염관련 위기관리 체계: 신종인플루엔자의 경우

자료: 동경도 감염증대책과 내부자료59)

59) 동경도 감염증대책과 현지방문조사, 인터뷰 및 내부 자료를 바탕으로 작성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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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절 감염병 관리와 예방 관련 법·제도60)

⧠ 『감염증예방 및 감염증 환자에 대한 의료에 관한 법률(1998년 법률 제114호)』을 

제정하고 있으며 이 법률의 목적은 감염증 발생 예방 및 확산방지를 도모하는 것

으로 되어 있으며 특히 감염증 예방을 위한 기본지침과 예후생방계획을 수립하도

록 명시되어 있음 

○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음

－ 기본방침, 예방계획 책정

－ 감염증 발생동향 파악, 공표

－ 감염증 발생 시 적절한 조치(취업제한, 입원)

－ 적절한 의료 제공(감염증 지정 의료기관)

－ 병원체의 관리체계 확립

－ 결핵대책 충실․강화

⧠ 감염증 예방을 위한 기본지침 및 예방계획

○ 감염증의 예방을 종합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기본적인 지침을 후생노동성에서 

정하고 5년마다 기본지침을 재검토 하도록 되어 있음

－ 기본지침에는 감염증 예방을 위한 정책추진의 기본방향, 발생예방 및 만연 

방지를 위한 시책, 의료제공 체계, 연구·조사관련 사항 등이 포함되어 있음

○ 도도부현은 기본지침에 따라 감염증의 예방을 위한 시책 실시에 관한 계획을 

지역실정에 맞게  수립하도록 되어 있음 

○ 예방계획에서는 감염증에 관한 연구의 추진, 인력양성 및 지식의 보급에 관하

여 정하도록 되어 있음 

60) 『감염증예방 및 감염증 환자에 대한 의료에 관한 법률(1998년 법률 제114호)』(www.ifrc.org/docs/idrl
/1003EN.pdf)의 내용을 바탕으로 작성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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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절 공중보건위기대응체계 특성과 관련 사례

1. 감염증에 의한 건강위기 발생 정보 수집과 대책 체계61)

⧠ 평시 체계

○ 국립 감염증 연구소는 감염증 발생 동향 조사를 실시하고 WHO, 그 외 국제기

관이나 해외 기관 및 국내외 대학 연구기관으로부터 정보를 수집 및 분석하여 

필요한 정보를 건강국 결핵감염과에 제공

○ 결핵감염과는 긴급시 모니터링을 하고, 지방공공단체의 긴급시 행정 대응 관

련 정보를 수집하고 그 정보를 평가하여 정책 판단을 함

⧠긴급시 대응

○ 내각 정보 조사실(내각정보집약센터)에 통보, 후생 노동성 건강 위기관리 조정 

회의의 개최(후생 노동성 대책 본부의 설치), 직원의 현지 파견, 지정 감염증제

도 혹은 신감염증 제도의 적용, 해외 기관에의 통보 및 협력 요청, 국민 대상 정

보제공 등의 대응방침을 결정하고, 대응방침에 관해 건강국장의 판단, 대책의 

실시에 따른 타국과의 조정이 필요한 경우 후생노동성 건강위기관리조정회의

의 담당자에게 회의 개최를 요청

⧠ 대책의 판단 과정의 명시 및 정책 효과의 검증

○ 대책 결정 후의 정보 공개: 대책을 결정한 단계에서 정부 관계자에게 정보를 

제공하고 해당 정보를 국민에게 공개

○ 위험이 없어질 때까지의 감시 체계

○ 대책 실시 후 정기적으로 데이터를 파악62)

61) 후생노동성(2013) 감염증건강위기관리실시요강(http://www.mhlw.go.jp/general/seido/kousei/kenko

u/kansen/index.html)의 내용을 바탕으로 작성함

62) 환자수, 입원자수, 중증자수 및 중증자의 상황, 치유자 수 및 사망자수, 무증상병원체 보유자수, 주변의
료기관의 대응상황 등의 데이터 파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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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감염병 관련 위기대응 사례

⧠ 지역에서 메르스 의심환자 발생 시 대응 체계

○ 지역에서 메르스 의심환자 발생하였을 때 대응체계와 관련 기관에서의 역할을 

파악할 수 있도록 체계도를 만들어 각 지역에 담당기관에 배포 숙지하도록 하

여 즉각적 대응이 가능하도록 하고 있음 

〔그림 5-6〕 일본의 지역단위 메르스 의심환자 대응 체계

자료: 후생노동성,중동호흡기증후군.http://ww.mhlw.go.jp/stf/seisakunitsuite/bunya/kenkou/kekkaku-ka
nsenshou19/mers.html. 에서 2015.9.3. 인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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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메르스 의심환자가 입국하였을 때 검역소에 어떻게 대응하는지를 체계적으로 

정립하여 발생 시 대응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음 

〔그림 5-7〕 일본의 메르스 검역 대응 체계

자료: 후생노동성,중동호흡기증후군. http://ww.mhlw.go.jp/stf/seisakunitsuite/bunya/kenkou/kekkaku-
kansenshou19/mers.html. 2015.9.3. 인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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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염증 지정 의료기관 현황

○ 감염증 지정 의료기관은 감염증 종류에 따라 특정감염증 지정 의료기관, 제1종 

감염증 지정 의료기관, 제2종 감염증 지정 의료기관, 결핵 지정 의료기관으로 

나누어져 있음 

－ 감염증 지정 의료기관 현황은 아래와 같음 

〔그림 5-8〕 일본의 감염증 지정 의료기관 현황

자료: 동경도 감염증 지정 의료기관 내부자료.63)

63) 동경도 감염증 지정 의료기관 현지방문조사, 인터뷰 및 내부 자료를 바탕으로 작성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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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염증 지정 의료기관의 보조금 사업 현황

－ 감염증 지정 의료기관에 대한 보조금 사업은 사업내용에 따라 국고보조금

과 지자체 보조금의 지급 비율에 차이가 있음 

－ 보조금은 운영비에 대한 보조금과, 시설․설비, 정비에 관한 보조금, 감

염방제체제 강화 사업에 대한 보조금으로 구분되어 있음 

〈표 5-2〉 일본의 감염증 지정 의료기관 보조금 사업 현황

사업명 보조내용 경비 비고

동경도 감염증 지정의료

기관 운영비 보조금

감염증 병상의 확보를 위

한 감염증 지정의료기관

의 설비 및 운영에 필요

한 비용(유지관리경비, 

상근 직원비, 연구·연수

경비)

(1종)

병상당 5,109천엔 한도

(2종)

병상당 2,023천엔 한도

국고보조금 ½

(※유지관리경비에 한함)

동경도감염증 지정의료

기관 시설·설비 정비비 

보조금

감염증 지정 의료기관이 

실시하는 시설의 신축과 

개축 등의 비용 일부 보조

[시설]

(제1종 제2종 공통)

시설, 증설 및 개축을 위

해 필요한 공사비

[설비]

(제1종, 제2종 공통)

시설 또는 증설에 따른 

초기설비구입비

(제 2종 한하여)

감염증 병실 간의음압 시

설 구입비

부담비율

정부1/3, 도1/3, 보조사

업자 1/3

동경도감염증 지정의료

기관 감염방제체제강화 

사업비 보조금

1류감염증 환자의 입원

의료를 담당하는 도내의 

감염증 지정 의료기관에 

있어 환자 유입시 감염방

제체계의 정비를 도모하

기 위한 감염방지 자재 

정비 이행

의료기관 당, 18,144천

엔을 한도금액

[대상 폼목]

마스크, 장갑, 모자, 보호

안경, 차광면, 방호의, 앞

치마, 가운, 신발커버

대상시설

·국립국제의료연구센터 

병원

·도립 A병원

·도립 B 병원

·(공재)동경도 보건의료

공사 병원

자료: 동경도 감염증 지정 의료기관 내부자료.64)

64) 동경도 감염증 지정 의료기관 현지방문조사, 인터뷰 및 내부 자료를 바탕으로 작성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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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염증 환자에 대한 의료제공 규정

○ 감염증 환자가 의료기관에서 의료제공을 받을 때 공적비용 부담은 감염증 종

류에 따라 부담비율이 규정되어 있음 

〈표 5-3〉 일본의 감염증 환자에 대한 의료제공 규정

분류 의료체계 공적이용부담의료

신 감염증
특정 감염증 지정 의료기관 

(국가가 지정, 전국에 수 개소)

전액 공적 비용 (의료보험 적용없음)

부담비율: 국가 ¾, 지자체 ¼ 

1류감염증

제1종 감염증 지정 의료기관

(도도부현 지사가 지정, 각 도도부현

에 1개소)
의료보험을 적용

자기부담을 공적 비용으로 부담

부담비율: 국가 ¾, 지자체 ¼
2류 감염증

제2종 감염증 지정의료기관 

(2차 의료권에 1개소)

3류 감염증

일반의료기관
공적 비용 부담없음

(의료보험을 적용)
4류 감염증

5류 감염증

신형 인플루엔자 감염증
특정, 제1종, 제2종감염증 지정의료

기관

의료보험을 적용

자기부담을 공적 비용으로 부담

부담비율: 국가 ¾, 지자체¼

지정 감염증 1~3류 감염증에 준하는 조치 위에 준함

자료: 동경도 감염증 지정 의료기관 내부자료.65)

65) 동경도 감염증 지정 의료기관 현지방문조사, 인터뷰 및 내부 자료를 바탕으로 작성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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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절 감염병 관리체계의 특성과 시사점

⧠ 국가 및 지방공공단체는 감염증 예방관리를 위해 기본지침과 예방계획을 5년마

다 수립하도록 법적으로 명시되어 있음 

⧠ 위기 대응은 중앙 정부 주도 보다는 지방자치단체 주도로 이루어지고 있음 

⧠ 국립감염증연구소는 후생노동성 산하 기관으로서 감염증에 관한 정보의 수집과 

감염증에 관한 진단기술 개발 및 역학조사 교육 등을 실시하고 있으며 감염증 발

생시 기술적 지원과 역학조사 지원 등의 업무를 담당하고 있음

⧠ 각 지자체는 감염증정보센터를 운영하여 상기 감시체계를 구축하고 있음

⧠ 역학조사에 대한 법적 위치를 『감염증 예방 및 감염증 환자에 대한 의료에 관한 

법률』에 명시하고 있음

⧠ 감염증 지정 의료기관에 대하여 정부 및 지자체에서 운영, 설비 등에 필요한 경비

를 보조해 주고 있음

⧠ 병원 내 감염에 대한 대책을 강구하도록 의료법에 명시되어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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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절 감염병 관리체계의 특성과 역할

1. Robert Koch Institute(RKI)의 조직 특성과 기능

⧠ 감염병 관리 기구의 설립과정과 사회적․의료적 맥락66)

○ RKI의 설립목적

－ RKI는 감염병예방‧관리 중심 감독기관이자 감염병에 대한 연방연구소로, 

질병의 발생과 건강상 위해를 관찰하고, 국민의 건강을 효율적으로 보고하

기 위해 필요한 조치를 하고, 학문적 근거를 마련하는 것을 목적으로 함(연

방감염방지법)

－ RKI는 감염병 관련 연구로 시작된 기관이나, 암 등록업무 등 만성질환 관리

도 담당

－ RKI는 정치지도자에게 보건의료에 대해 자문을 제공하고, 정치적 의사결정

에 대한 신뢰성 있는 근거자료를 제공

� RKI의 자문은 과학적 연구에 기반하고, 연구를 통해 국내적으로나 국제

적으로 역할을 인정받고 있음

○ RKI의 설립과정

－ 1880년: 세균학자인 로버트 코흐가 1880년에 베를린에 와서 Imperial 

Health Office에 근무

－ 1890년: 베를린에서 개최된 제 10차 세계의학회의에서 감염병기구의 설립 촉구

－ 1891년: 왕립 프로이센 감염병기구로 설립(로버트 코흐가 1904년까지 기

구에 관여)

66) Robert Koch Institute webpage(www.rki.de)의 내용을 바탕으로 작성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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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52년: 새롭게 설립된 연방보건국(Federal Health Office)의 부서로 개편

－ 1994년: 연방보건국이 독립조직인 보건부로 대체되고, RKI는 보건부 산하 

연방보건기구로 업무 지속

⧠ 조직구조 및 관련 인프라67) 

○ 조직형태

－ 3개 부서, 1개 센터로 구성되어 있으며, 프로젝트그룹 및 신진연구그룹을 

별도 운영

－ 감염병부(Department of Infectious Disease)

� 세균과 바이러스 병원체, 미생물의 불활성화, 감염대응 면역학적 방어기

전 연구

� 실험실 기반 연구로 혈청학적 연구와 분자생물학적 연구 수행

� 혈액 제품의 안전성과 효과, 사용, 모니터링에 대해 자문을 제공하는 국

가자문위원회 ‘Blood’ 운영 

－ 역학 및 건강 모니터링부(Department of Epidemiology and Health 

Monitoring)

� 공중보건 관련 정보센터 운영 

� 전국적인 건강-모니터링 시스템 개발

－ 감염병 역학부(Department for Infectious Disease Epidemiology)

� Protection against Infection Act(infektionsschutzgesetz; IfSG)에 

규정된 자료 수집․분석 및 역학적 해석

� 감염병 역학 연구 및 감시 프로젝트 수행

� 유행 조사에 대해 연방국가 지원

� 연방국가 요청시 국가적 수준에서 유행 조사

� WHO, 국제기구, 외국의 요청시 국제적으로 유행 조사

67) Robert Koch Institute webpage(www.rki.de), 현지 방문 조사, 인터뷰 내용을 바탕으로 작성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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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ostgraduate Training for Applied Epidemiology(PAE) 독일 현장 

역학 훈련 프로그램(Field Epidemiology Training Programme; 

FETP) 운영

� EPIET(European Programme for Intervention Epidemiology 

Training) 운영

－ 생물학적 위협 및 병원체 센터(Centre for Biological Threats and 

Special Pathogens; ZBS)

� 생물학적 테러 의도로 사용된 고위험 병원체로 인한 일상적이지 않은 사

건(biological event) 탐지

� 일반국민에 대한 생물학적 위협의 보건학적 영향 평가

� 생물학적 위협에 대한 준비 및 대응

○ RKI의 독립성

－ RKI는 학술적인 전문성이 필요한 연구소로 독립적인 연구기관임.

� 학술적 결과가 정치적인 관심으로부터 영향을 받지 않도록 독립성이 필요 

� 연구 테마는 법적 범위 내에서 선택되지만, 적용하는 방법 등은 자유롭게 

내부적으로 선택 가능함

－ 보건부에 RKI를 전문적으로 감독하는 위원회는 있으나, 독립성은 유지하고 

있음

○ 인력

－ 약 1,040명 중 과학자가 450명임(2015. 8. 기준)

－ 450명 과학자 중 감염병 관련 과학자가 150명이고 이 중 80명이 역학조사

관임. 

－ 이들 중 450명이 계약직, 300명이 시간제 근무자임

○ 조직

－ 조직적으로는 4개 부서 중 3개 부서가 감염병 부서임(그림 6-1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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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산

－ RKI 전체예산은 7천만 유로이고, 4,500만-5,000만 유로가 감염병 예산으

로 전체의 75%에 해당 

〔그림 6-1〕 독일 로버트 코흐 연구소(RKI)의 조직도

출처: RKI. http://www.rki.de/EN/Content/Institute/DepartmentsUnits/DepartmentsUnits_node.html에
서 2015. 6. 26 인출.

○ 역학조사

－ 역학조사관 양성프로그램(Postgraduate Training for Applied 

Epidemiology; PAE)

� 1996년에 발족되었으며, 독일의 역학조사관 양성프로그램을 수료하면 

자동적으로 유럽연합의 EPIET을 수료한 것으로 인정됨

� 고졸 이상이면 지원이 가능하나 실제로는 대부분 의사 출신이 지원함

� RKI에서 주관하며, 교육 후 감염병 유행 조사를 할 수 있도록 공중보건서

비스에서 역학적 방법을 적용하는 것을 목표로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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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년 과정(석사과정)으로 역학 연구, 유행조사, 질병감시프로젝트, 학술대

회 발표, 학술지에 원고 투고, 교육 실행 등의 과정으로 구성

－ 역학조사관들은 주정부 보건부처와 지역보건소에 배치되어 일상 업무를 수

행하고 있으며, 필요시 RKI에서 역학조사관을 지역에 파견함

� RKI 전문팀이 역학조사를 위해 연간 8-10회 출동하며, 독일 국내뿐만 아

니라 2003년 베트남과 홍콩에서의 SARS 유행, 2006년 아제르바이잔 조

류독감 유행 시에도 파견되어 역학조사가 실시됨

－ 보건소 의사들을 위한 단기전문코스 운영

� 보건소의사는 대부분 공중보건 전문의로, 감염병 외 정신건강, 식수위생 

등 다양한 분야의 업무 담당

� 2년간의 역학조사관 교육훈련을 받기에 어려운 실정을 감안하여 단기전

문코스로 교육

○ 진단

－ RKI에 다양한 세균과 바이러스에 대한 국가표준센터와 자문실험실들이 감

염병 진단을 담당하고 신속하게 병원체를 동정하고 질병을 진단함

○ 연구

－ RKI는 전통적으로 유럽에서 병원체 연구에 대한 전문성이 강한 기관으로, 

독일의 감염병에 대해 방대한 데이터를 소장하고 있어, 감염병에 대한 신속

한 진단이 가능함

－ 감염 연구 및 예방이 RKI의 전통적인 업무 영역으로 RKI 내 과학자들이 모

든 병원체의 분자학적 특성, 전파 모드에 대해 연구를 수행

○ 지역 방역활동 지원

－ 지역 내 국소적인 감염병 유행이 나타날 경우 RKI에서 전문가팀을 파견하

여 역학조사를 하고 감염에 대한 신속한 해결방안을 제시함

－ RKI의 자문을 바탕으로 연방정부, 지방정부, 보건소에서 감염병 예방‧관리

조치를 취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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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병원감염 관리

－ 병원 감염 신고 

� 다발하는 병원내 감염 건은 보건소에 신고된 후 늦어도 익일까지 주정부에 

통보되고, 이후 늦어도 익일까지 로버트코흐연구소로 전달되어야 함.(연

방감염방지법 11조 보건소와 주정부기관을 통한 병원내 감염 중재 2항)

� RKI는 병원위생과 감염예방 위원회(KRINKO)를 설치

� 신고와 전달의무와 병원감염 인식, 예방, 근절을 위한 지침에 근거하여 

병원은 병원내 감염현황을 매주일 보건소에 보고할 의무가 있음

(MRSA-Network, Epi-Info)

－ 병원위생가이드라인 개발 및 배포

� RKI에서 매년 업데이트된 병원위생가이드라인을 발간하고 있으며, 이 가

이드라인이 병원내 관리의 표준이 됨

－ 병원위생캠페인 

� 병원내 감염의 상당수가 의사 등 직원의 손을 통해 전파되므로, 직원교육

을 통해 병원, 너싱홈, 홈케어서비스의 위생행태를 개선하고자 “clean 

hand campaign”을 지속적으로 실시하고 있음

－ 병원감염 데이터베이스 구축 

� 병원감염에 대한 데이터베이스(Krankenhaus-Infektions-Surveillance- 

System; KISS)가 구축되어, 병원이 자발적으로 원내감염에 대한 조사자료 

입력

� KISS는 German National Reference Centre for the Surveillance 

of Nosocomial Infection과 RKI가 공동으로 운영함

� KISS는 병원내 감염 현황분석뿐만 아니라 병원위생 이슈를 해결하고, 의

료행위 관련 숨겨진 감염위험에 대한 인식을 높이는데 목적이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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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연방 보건부의 조직구조와 감염병 관리에 대한 기능68)

⧠ 감염병 관리에 있어 연방 보건부의 역할

○ 연방 보건부는 감염병예방법 등 법 제정의 권한이 있고, 감염병 관리에 있어 

코디네이션(coordination) 역할을 함

○ 감염병 이외에는 건강보험 관련 업무를 주로 담당

○ 유행병 통제에 관련된 모든 정부부처를 접촉하여 정보를 교환하고 협조

－ EHEC 유행 시 연방 영양농경소비자보호처와, 바이오테러 위험 시 내무부, 

핵 관련 보건문제는 연방환경자연보호원전안전처, 장난감 코팅으로 인한 

보건문제는 연방경제기술처와 협력

○ 연방보건부는 의사결정권자는 아니며, 관련 기관의 의견을 취합하지만, 강제

력은 없음

－ RKI가 감염병 대응에 대해 주된 역할을 하며, 주정부가 법을 실행하고 강제

력을 가지고 있음

－ 감염병의 원인을 정확히 모를 경우 주정부 요청에 따라 RKI가 지원

－ 독일은 정치적인 것과 전문적인 것을 분리하고자 함

⧠ 연방보건부의 조직 구조

○ 연방보건부는 보건, 질병예방, 장기요양을 담당하며, 최고 책임자는 장관

(Minister)임

－ 보건부 전체 600명 중 20명이 감염병 관련 업무 담당

○ 감염병 대응 관련 조직

－ 3실(Abteilung 3) 보건, 질병퇴치, 바이오, 의료

� 32부 감염성 보건체계, 321과 감염성질환, 323과 감염예방법

68) 독일 연방보건부 홈페이지(www.bmg.bund.de), 현지 방문 조사, 인터뷰 내용을 바탕으로 작성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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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6-2〕 독일 연방보건부(BMG)의 조직

출처: 독일 보건부. http://www.bmg.bund.de/ministerium/aufgaben-und-organisation/
organisationsplan.html에서 2015. 7. 3 인출.

⧠법정감염병 지정

○ 신종감염병과 법정감염병을 따로 지정하며, 메르스는 fast track으로 법정감

염병으로 지정됨

－ 신종감염병이 자주 발생하여 조치가 필요하다고 느낄 때, 예를 들어 세계적

으로 유행될 가능성이 높아질 경우, 사람 간 감염(2차 감염)이 된다고 판단

될 경우 신종감염병을 법정감염병으로 지정할 수 있음

○ 법정감염병을 확대하는데 의미를 두기보다는 감염병 유행을 사전에 예방하는 

것을 중요하게 간주

－ 현장의 조치가 준비되어야 예방도 가능하기 때문에, 의사, 환자, 국민 등에 

대한 전문지식 전파를 위한 홍보를 강화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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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종감염병 가능성이 있는 사람이 비행기나 배로 입국하는 경우 발열, 구토 등 

임상적인 증상이 있을 경우 신고함

3. 지자체의 감염관리 조직과 대응역량69)

⧠ 지자체의 감염관리 조직 및 기능

○ 각 주정부 보건행정부처와 지역보건소가 해당 주정부내의 감염병 예방‧관리업

무를 담당함

○ 연방 아래 16개 주정부에 결정권이 있는데, 주정부 내 지방 행정부는 법 제정, 

지침 개발을 담당, 시군구 보건소는 현장에서의 실행을 담당

－ 베를린시는 12개 구에서 실행권한을 가지고 있음

○ 지방행정부에서는 EOC, crisis management room에서 전화컨퍼런스를 개

최하고, 12개 구가 같은 조치를 하도록 코디네이션 역할을 함

－ 주 보건당국은 관할 보건소가 동일한 조치를 취하도록 코디네이션하고, 연방 

보건부는 16개 주정부 담당행정부가 동일하게 조치하도록 코디네이션함

○ 각 주정부의 지역보건소는 질병발생을 주정부 보건행정부처와 RKI에 보고해야 

하며, 보고를 받은 RKI는 세계보건기구와 유럽연합 및 회원국에 보고해야 함

⧠베를린 시정부의 감염병 관리

○ 베를린시 감염관리팀 인력은 의사 1.5명, 행정요원 1명임

○ 각 분야의 학교 교수 6-7명으로 이루어진 자문단(competency centrum)이 

있어, 문제 발생시 지원(감염전문가, 바이러스전문가, 운송전문가 포함). 이들

은 봉급은 없고, 1년에 1번 정기적인 모임이 있음

○ 베를린시 전체 주민수가 340만명이여서, 역학조사관은 주정부 보건사회청에

서 1명이 근무하고 있음

69) 베를린시 보건사회청 webpage(www.berlin.de), 현지 방문 조사, 인터뷰 내용을 바탕으로 작성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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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건사회청에서 통계처리를 하기 때문에 역학조사관이 있어야 함

－ 12개 구에는 역학조사관이 근무하지는 않으나, 위생환경의학, 역학에 대해 

충분한 이해를 갖고 있는 의사가 각 구 보건소에 있음

○ 감염병 위기상황 시 EOC에서는 5명이 일을 하고, 주로 e-mail control을 함

○ 주 행정부가 자체적으로 원인을 규명하지 못할 때 보통 RKI에 지원요청을 함. 

－ 베를린시의 경우 1년에 1번 정도 RKI의 지원을 받음

〔그림 6-3〕 베를린시 보건사회청의 조직

출처: 베를린 보건사회청. http://www.berlin.de/sen/gessoz/ueber-uns/verwaltung/organigramm에서 

2015. 7. 3 인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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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건소의 업무

○ 감염병 유행 시 분석 조사: 환자 행태나 접촉자에 대한 조사와 중재

○ 환자의 병원격리: 보건소에 권한이 있으며, 보건소에서 환자 격리 여부를 결정

하기 어려울 경우 주정부의 담당자와 함께 결정

○ 환자와 접촉자에 대한 관리: 베를린시에 홍역이 창궐할 때, 접촉자인 아이들이 

학교에 등교하지 않도록 보건소에서 지시서를 작성했으며, 심각단계에서 홍역

환자가 직접 자신의 검체를 실험실에 의뢰하도록 지시하였음

○ 1년에 한 번 관할 병원 평가: 감염예방조치, 의약품 관리, 수술 관련 사항들을 

평가하고, 이 때 병원의사들과 접촉하여 정보를 공유함

⧠ 지자체, RKI, 연방정부의 연계

○ RKI는 주정부와 지방당국 간 정보 전달을 중개하고, WHO, ECDC 등 국제기

관과의 정보 공유를 담당함

○ 환자의 성명에 대한 정보 수집이 지정된 감염병 케이스 및 사망에 대한 정보가 

환자 거주지의 보건당국과 공유되며, RKI는 환자의 성별, 생년월일, 증상발현

일/진단일, 진단종류, 감염경로, 국적(외국에서 감염된 경우), 입원에 대한 정

보를 거주지 보건당국에 제공함

⧠ 정보 공유

○ 감염병 유행 시 주 행정부의 감염병 담당자가 병원에 참고자료, 정보, 조치내

용을 전달(에볼라의 경우 시행정부 담당자가 병원 의학부서 장과 행정부서 장

에게 정보를 전달)

○ 병원이나 보건소의 의사들은 매 주 또는 2주 간격으로 의사전문저널을 통해 관

련정보를 전달받음

○ 주정부 담당자들은 1년에 1번씩 연방 보건부, RKI 전문가들과 함께 모임을 가

지고 있고, 매달 전화컨퍼런스를 통해 의견을 수렴하고, 협의와 동의를 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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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격리병상

○ 베를린시에는 39개의 큰 병원들이 있고, 공공병원이 70%임

○ 16개 주정부는 각 8개 정도의 격리병상을 갖고 있음. 베를시에 39개 병원 모

두에 격리병상이 있고, 특수 케이스로 베를린시는 에볼라에 대한 20개 격리병

상을 가지고 있음

○ 격리병상에서 근무하는 의사들의 전문성이 높아, 보건소 의사들이 문제가 있

을 시 격리병상 근무의사의 도움을 받음

○ 주정부가 격리병상 운영에 대한 비용의 일부를 부담함

제2절 감염병 관리와 예방 관련 법․제도

1. 감염병 예방 및 관리 법률

⧠ 연방감염방지법(Gesetz zur Verhuetung und Bakaempfung von 

Infektionskrankheiten beim Menschen, Infektionsschutzgesetz – IFSG)

⧠ 역학적으로 중요한 경우를 위한 연방정부와 주정부 및 관련 이해관계자 간의 정

보전달방법에 대한 일반관리규정(Allgemeine Verwaltungsvorschrift ueber 

die Koordinierung des Infektionsschutztes in epidemisch bedeutsamen 

Faellen – Verwaltungsschrift IFSG)을 마련함(연방감염방지법 제 5조)

○ 감염병 방지를 위한 연방정부와 주정부의 위기관리도구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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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감염병 예방․관리 제도 및 조치70) 

⧠ 검역

○ 독일은 고위험병원체 관리를 엄격하게 규정하고 있는데, 고위험병원체의 분리

와 이동은 신고사항이나, 고위험병원체 반입은 허가사항으로 규정됨

○ 독일은 사면이 유럽회원국으로 둘러싸여 있어서, 항구와 공항 외에는 검역이 

필요하지 않음

－ 함부르크 항구, 프랑크푸르트 국제공항은 국경을 담당하는 연방경찰이나 

관세청에서 지역관할보건소에 협력을 요청하여 보건소에서 결정 

－ 프랑크푸르트 국제공항을 운영하는 민간업체에서 의사를 고용(Dr. Gaber)

하여 관할보건소 소장(Dr. Galtschek)과 협력

○ 감염병 유행지역에서 입국하는 입국자에 대해 금지조치는 하지 않는 편이며, 

감염병 유행지역의 입국자가 있을 경우 관리조치를 강화하고, 독일 국내에 있

는 의사나 국민에 대한 정보전달을 강화함

⧠ 감염병 정보 수집

○ 2005년 ECDC 설립 이후 European Surveillance System(TESSy)으로 유

럽지역의 감염병 발생정보 수집․감시체계가 통합됨

－ 모든 28개 EU 회원국과 EEA 회원국들(아이슬란드, 리히텐슈타인, 노르웨

이)은 TESSy에 감염병에 관한 가능한 모든 데이터를 보고

○ RKI에서 독일 내 모든 감염병에 대한 데이터 수집ㆍ분석

－ RKI가 해당 주정부기관의 참여 하에 감시의 권한을 가지고 조정 및 조사를 

수행하며, 연방보건부는 해당되는 주정부의 상급보건기관에 추가적인 감시

조사 권한을 부여함

－ IFSG 일반관리규정에 따라 RKI와 연방정부 및 주정부의 관련부처는 항시 

70) 독일 RKI, 보건부, 베를린 시정부 홈페이지, 방문조사, 인터뷰 및 내부자료를 바탕으로 작성함



112 감염병 관리체계의 문제와 개선방안 - 메르스 감염 중심으로

연락 가능하여야 하고, 조기인식을 위하여 Early Warning and Response 

System(EWRS)과 질병특성에 따른 네트워크 및 EU-Network을 통해 감

시되어야 하고, 이를 통해 조기 경고되어야 함

－ 감염병 정보체계로 SurvNet을 운영하며, 일반국민이 SurvNet 통계결과를 

볼 수 있음(2주 전 데이타를 볼 수 있음)

－ 감염병과 병원감염 정보는 보건소를 통해 주정부를 거쳐, RKI로 수집되며, 

RKI는 이를 타 주정부에 전달함

－ 의사가 감염환자를 의심하는 경우, 의사가 병리검사실로 검체를 주면, 검사

실이 신고검사장에게 이를 보고하고, 보건소로 정보가 전달됨

－ 신종감염병도 유행이 감지될 경우 모두 신고 대상임

○ 감염병과 병원내 감염 정보는 보건소를 통해 주정부를 거쳐, RKI로 수집되며, 

RKI는 이를 타 주정부에 전달함

－ 베를린시의 경우, 병리실험실과 의사가 각 관할 보건소(12개)로 의심환자의 

인적사항(이름, 생일)을 신고하며, 이 후 개인정보 보호를 위해 무기명으로 

주정부 보건사회청에 보고되고, 보건사회청의 통계분석 결과는 RKI와 주 

행정부에 매일 보고됨

－ 의사가 감염환자를 의심하는 경우, 의사가 병리검사실로 검체를 주면, 검사

실이 신고검사장에게 이를 보고하고, 보건소로 정보가 전달됨

○ 병원내 감염 신고는 감염병 신고와 동일하게 주정부 보건사회청에서 수집하

며, 매 주 통계분석 결과를 누구나 볼 수 있도록 홈페이지에 공개하나, 병원명

은 공개하지 않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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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6-4〕 독일 감염병 정보의 흐름-의사가 신고해야 하는 질병이 발생했거나 환자가 사망하는 경우

출처: 독일 RKI 내부자료71)

〔그림 6-5〕 독일 감염병 정보의 흐름-병원내 감염이 발생한 경우

출처: 독일 RKI 내부자료72)

71) 독일 RKI 내부 자료를 바탕으로 작성함.

72) 독일 RKI 내부 자료를 바탕으로 작성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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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6-6〕 독일 감염병 정보의 흐름-임상병리실험실에서 질병이 확진된 경우

출처: 독일 RKI 내부자료73)

〔그림 6-7〕 독일 감염병 정보의 흐름-임상병리실험실에서 일반적으로 중대한 위험이 발견된 경우

출처: 독일 RKI 내부자료74)

73) 독일 RKI 내부 자료를 바탕으로 작성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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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6-8〕 독일 감염병 정보의 흐름-항공기 탑승객이 감염병 의심증상을 보이는 경우

출처: 독일 RKI 내부자료75)

〔그림 6-9〕 독일 감염병 정보의 흐름-선박 탑승객이 감염병 의심증상을 보이는 경우

출처: 독일 RKI 내부자료76)

74) 독일 RKI 내부 자료를 바탕으로 작성함.

75) 독일 RKI 내부 자료를 바탕으로 작성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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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역학조사관 배치

○ RKI에 80명의 역학조사관 근무

○ 주정부에 역학조사관 배치

－ 보통 16개 주정부에 규모에 따라 각 2-3명의 역학조사관 배치

－ 역학조사관이 주정부에 적은 이유는 예산문제 때문임

－ 행정을 담당하는 사람 중에도 역학조사관이 있어, 전문적인 지식과 정치/정

책적 결정의 중간매개 역할을 함

⧠ 격리

○ Isolation(자가격리, 재택격리)와 quarantine(병원 격리)가 있으며, 보건소에

서 결정함

○ 거의 병원격리를 하며, 감염병 예방법에서 격리시 자유권 박탈을 인정하나, 거

부할 경우 법정결정에 따라 실행함

－ 에볼라는 격리 거부가 없었으나, 결핵에 대해 격리 거부가 있었는데, 경찰

과 함께 출동함

○ 위험수준별로 4단계 격리병상이 있음(4단계는 에볼라, 라싸, 3단계는 결핵)

○ 지역사회에 감염병 의심환자 격리를 위한 센터는 없음

⧠ 병원폐쇄

○ 병원폐쇄 결정권은 원칙적으로 보건소에 있음. 그러나 이러한 특별한 조치는 

주 행정부 담당자와 협의하여 결정하게 됨

○ 병원폐쇄에 대한 손해는 감염병 원인제공자에 따라 차이는 있음

○ 병원손해에 대해 법․규정이 특별히 있지는 않으나 병원에서 직접적으로 부담하

는 편임(병원의 관련보험이나 건강보험에서 부담)

76) 독일 RKI 내부 자료를 바탕으로 작성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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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HEC 유행시 예외적으로 치료에 사용된 병상이 많아 치료비가 많이 발생

하여, 주정부가 비용을 부담하지 못하고, 공공 건강보험에서 지원함

⧠ 역량강화센터와 치료센터

○ 전염력이 높고 생명을 위협하는 질환에 대해 시도 단위에 역량강화센터와 치

료센터 설치

○ STAKOB는 전염력이 높고 생명을 위협하는 질환 관리를 위한 역량강화센터

와 치료센터의 다학제적 워킹그룹임

－ competence center는 주정부의 보건당국이고, treatment center는 병

원으로, competence center의 대부분이 주정부에 있으나, 일부는 이웃 

주정부를 같이 관할함

○ STAKOB는 전염력이 높고 생명을 위협하는 질환의 임상치료뿐만 아니라 공

중보건 준비 및 대응 전문가를 포함함

－ RKI의 STAKOB Office에서 업무를 지원

〔그림 6-10〕 독일 역량강화센터와 치료센터 분포

출처: RKI. http://www.rki.de/EN/Content/Prevention/Stakob/Stakob_node.html에서 2015.9.22. 인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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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역량(competence) 강화센터

○ 역량강화센터는 독일 공중보건서비스(German Public Health Service; 

OGD) 안에서 운영됨

－ 역량강화센터의 전문성은 공중보건요원(public health officer; Amtsarzt)

의 전문성과 관련기관에 의해 보충됨

○ 역량강화센터의 업무

－ 보건당국, 관할지역 의사와 병원에 대한 전화자문 및 현장 지원 

－ 최신 역학정보 수집 및 전달

－ 진단센터의 자문을 통해 진단 지원

－ 감염의심환자 격리, 치료센터로의 의뢰, 이송에 대한 의사결정 지원

－ 구급차 서비스의 수송 조직

－ 치료센터로의 환자 이송이 불가능할 경우 적절한 개인보호장구에 대한 접

근 및 자격있는 인력 공급

－ 독일 감염병 예방법(IfSG)에 따라 RKI와 주(지역) 보건당국에 해당환자 통보

－ 언론 및 홍보 업무

－ 전염력이 높고 생명을 위협하는 질환 발생 시 방역조치들의 코디네이션

� 소독 수단 주문과 활동 조직, 쓰레기 처리

� 사망자 부검과 장례업무

� 접촉자 파악 및 추적 지원

⧠치료센터

○ 치료센터의 필요성

－ 전염력이 높고 생명을 위협하는 질환자 치료에는 감염 전문인력, 특히 중환

자 케어에 대한 전문인력이 필요함

－ 개별 환자 치료에 많은 인력이 필요하고, 이러한 환자를 장기간 치료할 경

우 병원에 인력부족(staffing bottlenecks)이 발생할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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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치료센터는 임상적 격리, 훈련된 인력 확보, 실험실 진단에서 높은 기준을 만

족시키며, 직원의 보호구 착용과 감염을 예방하는 기술적 수단과 훈련을 지속

적으로 제공받음

－ 치료센터의 기술적 시설과 인력훈련에 대한 질 기준이 개발되어 사용되고 

있음

제3절 공중보건위기대응체계 특성과 관련 사례

1. 공중보건위기에 대한 판단과 지휘에 대한 책임

⧠ 내무부에서 공중보건위기에 대응

○ 내무부에서 경찰청이 취급하는 위험을 제외한 모든 종류의 위험에 대처하며, 

감염병이 pandemic 상태일 때 내무부에서 상황실(EOC)을 운영함

－ 가뭄, 홍수 등 위기는 내무부가 담당하며, 감염병이 pandemic 수준에 달

하면 내무부가 담당

－ 2년 주기로 내무부 주관하에 모든 관련 부처, 기관이 참여하는 연방주정부 

시나리오훈련이 있는데 2006년에 pandemic 훈련으로 시작되어 2014년

에는 바이오 테러로 인한 식품오염에 대해 3개 관련부처가 훈련하였고, 

2016년에는 전력수급 부족에 대해 훈련 예정

○ 감염병으로 인한 공중보건 위기 시 RKI에 임시적인 상황실이 생김

－ 복지부에 상황실이 있으나, 보건부장관 등 상부에 대한 정보 전달을 목적으

로 하여, 실제적인 역할을 하지는 않음

－ RKI에 EOC가 있으며, 위기 시(주를 넘어 연방에 위기가 감지되거나 주에

서 요청할 경우) 작동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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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6-11〕 독일 RKI의 EOC 구조

   

출처: 독일 RKI 내부자료77)

〔그림 6-12〕 독일의 공중보건위기 대응체계

출처: 독일 RKI 내부자료78)

77) RKI 내부 자료를 바탕으로 작성함.

78) RKI 내부 자료를 바탕으로 작성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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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정부의 보건부처에서 격리 등 실행 담당

○ 주정부가 감염병 퇴치를 위한 제안 및 금지에 대한 법 규정 제정(연방감염방지

법 32조)

－ 격리보호조치 없이 주변 환경에 위험을 초래하는 경우에 헌법 2조 2항의 자

유에 대한 권한이 제한될 수 있음(연방감염방지법 30조 격리) 

○ 감염병예방법 일반관리규정(우리나라 시행규칙에 해당)에 감염병 관련 위기 

대응 시 제제 조치에 대한 책임, 권한, 역할과 범위가 명시됨

○ 현장 말단단계인 보건소에서 감염병 관련 공중보건위기에 대한 첫 번째 책임

을 지며, 보건소가 전문성을 가지고 병원폐쇄, 환자격리, 지역폐쇄에 대한 의

사결정권한을 가지고 있음

－ RKI가 질병별 역학조사체계 등에 대해 보건소 담당자를 교육함

－ 대상자가 격리를 거부하고 이에 충분히 따르지 않을 가능성이 있는 경우 강

제적으로 분리된 병원이나 병원의 분리된 구역으로 이송됨

2. 위기대응단계별 지휘체계와 역할 분담79) 

⧠ 위기커뮤니케이션

○ RKI가 특히 위기대응과 조치에 관한 기술적 자문에 대해서는 일반적으로 정보

공유를 실시하나, 정치적으로 의미가 있는 경우 정보의 일관성을 위하여 연방

보건부가 단일통로로 정보를 공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함. 이때에 연방보건부

에서는 사전에 주정부에 통보를 선행함

－ 학술적인 부분에 대한 소통은 RKI에서 하며, 연방정부 기관에서 캠페인 등 

일부 수행 

－ 평상시는 보건부 산하 BzgA(연방중앙보건센터)에서 대국민 커뮤니케이션

을 수행하는데, 켐페인 등을 주로 실시

79) 독일 RKI 방문조사 및 인터뷰 내용을 바탕으로 작성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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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위기커뮤니케이션은 연방정부와 지방정부가 구분되어 수행함. 연방정부는 학

술적인 문제, 범 주정부적 위기현황과 국제적 관련사항에 대한 현황을 담당하

고, 주정부와 지역은 연방에서 전달되는 정보를 각 주와 지역의 상황을 반영하

여 공유할 수 있음

－ RKI는 주로 전문가 대상 커뮤니케이션을 담당

－ RKI의 전문적인 내용이 BzgA로 전달되어 대국민 캠페인에 이용 

－ 보건부, RKI, 주정부가 프레스센터 운영

○ 만약 주정부 또는 지역에서 공유된 정보가 연방정부의 정보와 차이가 있을 경

우에는 RKI에서 이를 평가하고 신속하게 다시 공유함

○ IFSG일반관리규정에 근거하여 RKI는 핫라인을 운영함

3. 감염병 관련 위기대응 사례: 장출혈성대장균감염증 대응80) 

⧠ 독일의 장출혈성대장균감염증 유행 위기대응

○ 장출혈성대장균(Enterohemorrhagic escherichia coli; EHEC) 감염증은 

동물(주로 반추동물)의 내장에서 대장균 감염에 의해 출혈성 장염을 일으키는 

질병임

○ 2011년 5-7월 독일과 유럽지역에 장출혈성대장균 감염증이 유행하였으며, 독

일 내에서 2,987건의 급성위장염과 855건의 용혈성요독증후군 감염이 보고됨

(18명 장출혈성대장균 감염으로 사망, 35명 용혈성요독증후군 감염으로 사망)

－ 유행의 주요 특성

� 90%가 성인에서 발생하였으며, 젊은 여성에서 주로 발생

� 독일의 모든 주에서 감염자가 발생하였으며, 함부르크 등 5개 북부주에

서 주로 발생

� 감염매개체(새싹)이 확인되고 6월 초 배포가 중지되자, 감염매개체 소비

80) 독일 RKI 방문조사 및 인터뷰 내용을 바탕으로 작성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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와 관련된 집중적인 감염자 발생이 나타나지 않았으며, 유행 후반기에 사

람간 접촉으로 인한 2차 감염, 식품회사 근무자에 의한 식품 오염으로 인

한 국소적인 유행 발생

－ 장출혈성대장균감염증 유행은 2011년 5월 초에 시작되었으며, 5월 22일 

환자발생이 정점에 달하였고, 이후 감염환자 발생이 감소하여 6월 중순 용

혈성요독증후군 환자가 산발적으로 발생. 장출혈성대장균감염증 유행 시 

RKI의 대응은 다음과 같음

� 2011년 5월 19일(목): 함부르크 지방 보건당국에서 감염병 유행(3명의 

소아 용혈성요독증후군 환자 클러스터)을 인지하여 RKI에 이를 알림

� 2011년 5월 20일(금): RKI의 첫 번째 팀이 함부르크에 도착하여 문제 논

의. 다른 기관에 감염병 유행 통지

� 2011년 5월 22일(일): 조기-경보 반응시스템에 보고, 채소가 원인일 수 

있다고 첫 번째 인터뷰 실시

� 2011년 5월 24일(화): 공식 기자회견 실시

� 2011년 5월 25일(수): 병원체 확인

� 2011년 6월 10일: 역학조사 결과 새싹 채소류로부터 전파되었음을 보고

� 2011년 7월 26일: RKI에서 유행 종식 선언

－ RKI가 지방보건당국, 의료진, 연방식품안전기구와 협력하여 역학조사를 통

해 유행의 감염 매개체가 새싹이라는 것을 밝혀냄(한 회사에서 생산된 오염

된 새싹에 기인) 

� 음식점 코호트연구결과 새싹의 소비와 질병 위험사이의 유의한 관련성을 

보여줌

－ 독일의 장출혈성대장균감염증 유행은 상대적으로 짧은 시기에 역학조사와 

식품의 체계적인 추적조사를 통해 감염매개체가 새싹이라는 것을 밝혀 조

기에 유행을 종식할 수 있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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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RKI와 국내 보건기관, 국제기관과의 공조

� 유행 초기인 5월 22일 유럽보건당국과 WHO에 EU의 Early Warning 

and Response System(EWRS)을 통해 상황 보고

� 유행기간동안 RKI는 44개의 보고서를 초기에는 매일, 후기에는 주별로 

작성하여 주 보건당국 대표자, 관련 연방기구, 전문가단체, 전문가 등에

게 제공함

� 유행기간 중 RKI는 텔리컨퍼런스를 통해 ECDC, WHO 정보를 공개했는

데, 유행 초기 최대 1일 4번 텔레컨퍼런스가 개최되어 총 80번 개최됨

� ECDC는 독일의 장출혈성대장균감염증 유행과 관련하여 위험평가(5월 

25일에 신속위험평가 발표), 유럽각국에 유행균주에 대한 컨트롤균주 및 

antisera 배포, teleconference를 통해 독일 의료진 지원 등의 업무를 

수행함

제4절 감염병 관리체계의 특성과 시사점

⧠ 기관간 역할 분담

○ 연방 보건부는 법 제정과 부처간 코디네이션 역할을, RKI는 과학적 기술적 지

원을, 주정부는 실행을 담당

○ 독일이 연방제이어서, 감염병 예방에 대해서도 각 주가 하나의 정부로, 수직적

으로 주정부 보건부처-중간단계로 지방보건청-말단단계로 보건소가 감염병 

대응을 담당 

－ 연방정부의 역할 외에는 주정부가 모든 관련 업무를 담당하여, 주정부에도 

상황실이 있음

－ 주정부 예산으로 감염병 관련 행정, 인력, 보건소 설비비용을 지출 

－ 보건소의 권한은 조정, 제재, 코디네이션임

� 보건소는 만성질환 진료를 담당하지 않고, 만성질환 진료는 병원에서 담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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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현재 400개 보건소에 2500명의 공중보건을 담당하는 의사가 있고, 감염

병 관련 업무, 식수위생, 학교위생을 담당함

� 보건소에 있는 의사 중 상당수가 역학적 지식을 갖추고 있음

○ RKI에서 전국적인 감염병 확산을 예견하는 경우 주정부, 연방정부, 모든 이해

관계자, 연방경찰이 정책/정치적 코디네이션을 위해 컨퍼런스를 개최하며, 참

여한 연방정부가 결정권을 가지고 있지는 않음

－ 베를린시 홍역 유행시 베를린 주정부에서 위기관리팀을 운영했음. 베를린

시를 넘어 유행되면 RKI에 지원요청을 하고, RKI에 상황실이 만들어 짐

○ 종식선언

－ 감염병 유행은 사전협의 후 종식선언을 결정

－ 주정부에서 발생한 감염병은 주정부에서 종식을 선언하며, RKI는 연방수준

의 감염병 유행시 종식선언을 함

－ 보건부는 학술적 종식선언을 가지고 정치적인 결정이나 action을 함

⧠질병통제기구인 RKI는 공중보건위기에 대한 정책적 조언과 함께 병원체 및 위해

도 연구를 담당하고 있으며, 전통적으로 감염병을 일으키는 병원체연구에 대한 

전문성이 강하고(1891년 설립), 이러한 전문성을 바탕으로 공중보건위기대응을 

기술적으로 지원함 

⧠ RKI는 정책결정 또는 실행을 하는 기구보다는 감염병 및 공중보건위기에 대한 

기술적 지원을 하는 기구로 보는 것이 타당함81)

○ RKI는 아래 항목들에 관해 연방정부, 주정부, 지방보건당국 및 의료전문가에

게 자문을 제공함.

－ 어린이의 백신접종 및 위생 정책에 대한 권고사항 개발

－ 지역 감염병 유행 조사를 지원하기 위해 전문가팀 파견

81) RKI. Protecting Health-Assessing Risks http://www.rki.de/EN/Content/Institute/ Departments
Units/DepartmentsUnits_node.html에서 2015. 7. 25. 인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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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관장인 Reinhard Burger박사는 RKI의 역할을 정치지도자에게 자문과 근

거자료를 제공하여 정치적으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정의하였으며, RKI가 실

행기관(administrative institution)은 아니라고 밝힌 바 있음

⧠ 감염병 방지를 위한 연방정부와 주정부의 위기관리도구로, 행동지침을 법 규정화

시켜 법적 구속력을 부여함

○ 연방정부는 역학적으로 중요한 경우를 위한 감염병방지의 조정에 대한 일반관

리규정(Verwaltungsschrift IFSG)을 제정하고, 주정부에도 해당 일반관리규

정을 제정하도록 함

○ 연방감염방지법 32조 법에 근거하여 주정부가 감염병 퇴치를 위한 제안 및 금

지에 대한 법 규정을 제정하도록 함

⧠ 독일은 연방제라 감염병 관리체계가 복잡하기 때문에 단순화할 필요가 있음

○ 주정부가 자체 결정을 하고 강제성이 적어 긴급한 위기대응 시 시간소요의 문

제점이 있으나, 현재까지 크게 물의가 되지 않고 있음

○ 연방정부에서 지방 보건부 장관의 컨퍼런스를 개최하여 보완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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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절 국내 감염병 관리체계의 문제점

1. 감염병 관리기구의 역할과 문제

⧠ 감염병 관리기구의 역할과 조직적 특성 

○ 미국 CDC, 독일 RKI, 일본 국립감염증연구소, 프랑스 InVS 모두 국가적 수준

의 감염병 예방 및 관리를 담당하는 기구로 보건부처에 속해있지만 역할에는 

차이가 있음 

－ 미국 CDC는 감염병 관리와 예방과 관련된 연구, 조사, 자료수집 등과 함께 

관련 행정과 의사결정에 적극적으로 참여함 

－ 독일 RKI, 일본 국립감염증연구소, 프랑스 InVS는 모두 감염병 예방 및 관

리에 필요한 조사, 감시 및 관련 연구를 통해 과학적 근거를 생산하고 정부

부처 업무지원에 초점을 두고 있음 

○ 4개국 감염병 관리기구 모두 독립적 인사권과 함께 자율성을 가지고 있음 

⧠ 전문성과 인력문제 

○ 외국 감염병 관리기구의 공통점은 전문인력과 함께 감염병 관리에 필요한 업

무 역량을 갖추고 있어, 과학적 전문성을 바탕으로 한 권위를 인정받고 있음 

○ 국내 질병관리본부는 역학조사관이 34명 정규직 역학조사관이 2명에 불과함

(나영명 2015, pp.11-25). 미국 CDC와 프랑스 InVS에 비해 절대적으로 부

족함

국내 감염병 관리체계의 

문제와 개선방안 

<<

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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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감염병 관련 위기대응체계와 거버넌스의 문제

⧠ 감염병 관련 위기대응체계 문제

○ 중앙메르스관리대책본부, 국민안전처의 범정부 메르스대책지원본부와 민간합

동대응TF 등 컨트롤 타워 구조가 복잡한 특징을 보이고 있음(중동호흡기증후

군 대책 특별위원회, 2015)

○ 국내 감염병관련 위기대응에 대한 조직 구조는 미국 CDC 같은 형태를 취하고 

있지만 실제 대응은 보건복지부가 주도하여 모순이 존재함. 

－ 감염병 관련 관리업무와 위기대응조직은 질병관리본부에 위치하고 있으나 

<그림 7-1>과 같이 위기상황에 대한 판단은 보건복지부가 주관하고 있음

(보건복지부 2014, p.10)

〔그림 7-1〕 감염병 관련 위기상황에 대한 판단구조와 절차

자료: 보건복지부. (2014). 감염병 위기관리 표준 매뉴얼. p.10. 그림 수정

－ 「감염병 관리 및 예방에 관한 법률」에서는 감염병 관리에 대한 권한과 책임

을 보건복지부 장관과 시·도지사가 갖고 있음(표 7-1 참조)82)

82) 국가법령정보센터. 감염병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http://www.law.go.kr/%EB%B2%95%EB%A0%B

9/%EA%B0%90%EC%97%BC%EB%B3%91%EC%9D%98%20%EC%98%88%EB%B0%A9%20%EB%B0%
8F%20%EA%B4%80%EB%A6%AC%EC%97%90%20%EA%B4%80%ED%95%9C%20%EB%B2%95%EB%
A5%A0/(13392,20150706.에서 2015.8.1. 인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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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7-1〉 보건복지부 장관, 질병관리본부장, 시·도지사의 감염병 관리에 대한 권한 비교

구분
보건복지부

장관
질병관리
본부장

시·도지사
(시장·군수
·구청장)

제2조 법정감염병 지정 O

제7조 감염병 예방 및 관리 계획의 수립 O

제17조 실태조사 실시 O

O

(시도지사만 

해당) 

제18조 역학조사 실시 O O

제36조 감염병관리기관의 지정 O

제37조 감염병위기 시 감염병관리기관의 설치 O O

제42조

감염병에 관한 강제처분(주거시설, 운송수단, 

기타 장소에서 조사나 진찰을 하게 할 수 있으

며, 치료를 받게 하거나 입원시킬 수 있음)

O O

제47조

감염병 유행에 대한 방역 조치(일시적 폐쇄, 출

입금지, 이동제한, 의료기관 업무 정지, 감염자 

및 의심자 격리, 소독 등)

O O

자료: 국가법령정보센터. 감염병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http://www.law.go.kr/%EB%B2%95%EB%A0%B9/%EA%B0%90%EC%97%BC%EB%B3%91%EC%9D%
98%20%EC%98%88%EB%B0%A9%20%EB%B0%8F%20%EA%B4%80%EB%A6%AC%EC%97%90%20%E

A%B4%80%ED%95%9C%20%EB%B2%95%EB%A5%A0/(13392,20150706.에서 2015.8.1. 인출.

⧠ 지자체의 감염병관리 대응 역량의 문제

○ 지자체에서 역학조사 및 자료 수집과 분석이 핵심적 역할을 담당해야 하지만 

경기도 감염병관리본부를 제외하고 감염병 관리에 필요한 실무역량을 갖춘 경

우가 없음

3. 의료기관의 감염병 관리에 대한 대응과 의료체계의 문제

⧠ 의료기관의 신종감염병 대응 관련 준비성 부족 

○ 국내 급성기 병원의 구조와 시설이 밀집되어 병원감염의 예방과 관리가 취약

함. 메르스 환자가 발생한 병원의 거대 다인실 구조, 응급실 과밀화 문제가 있

음(김윤 2015, p.46)

○ 공공병원의 감염관리 인력과 시설에 대한 지원이 부족하여 감염관리에 필요한 

역학조사 인력과 격리음압병상이 부족함(조윤호, 2015)8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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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건의료산업노조 “메르스 감염 대응에 대해 21개 병원현황 조사”: 음압격리

병실과 의료인력, 의료인력이 사용할 보호장구가 불충분

질문 응답결과 

음압격리병실 즉시 입원 및 치료 가능성 가능: 21개 중 6개소(28.5%)

즉시 투입될 의료인력과 교체인력의 충분성 불충분: 21개 중 20개소(95.2%)

의사, 간호사 및 직원 신종감염병 관리 교육 및 훈련 교육: 21개 중 7개소 (33.3%)

질병관리본부 매뉴얼과 의료기관 자체대응지침 공유 지침공유: 21개 중 11개소(52.3%)

의사, 간호사, 직원이 사용할 보호장구 충분히 확보 장비확보: 21개 중 5개소(23.8%)

자료: 조윤호, (2015. 6. 25) 음압격리병실 입원치료 즉시 가능한 곳 6개. 
http://www.mediatoday.co.kr/news/articleview.html?idxno=123449에서 2015. 6. 17 인출 

⧠왜곡된 의료전달체계와 의료이용 행태 

－ WHO 합동평가단은 이번 메르스 유행에 대해서 가족들의 의료기관 동행과 

문병문화를 초기 확산 원인 중의 하나로 지적함84)

83) 조윤호, (2015. 6. 25) 음압격리병실 입원치료 즉시 가능한 곳 6개 병원 뿐. 미디어오늘. http://www.

mediatoday.co.kr/news/articleview.html?idxno=123449에서 2015. 6. 17 인출

84) WHO. High-Level message. www.wpro.who.int/mediacentre/mers-himsg/en/에서 2015. 11. 
29 인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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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절 국내 감염병 관리체계의 개선방안

1. 감염병 관리 및 위기대응체계 강화

⧠ 감염병 관리에 대한 과학적 전문성과 기본역량 확보 

○ 감염병 관리는 기본적 업무에 필요한 과학적 전문성과 관련 업무에 대한 경험

축적이 중요함. 개선방안 수립에 고려할 원칙은 중앙의 감염병관리기구 전문

성을 강화하는 것과 광역시도 역량을 강화하는 것임(〈표 7-2〉) 

⧠ 중앙 감염병관리기구 강화방안

○ 질병관리본부가 독립적 인사권과 예산에 대한 권한을 가지고 역학조사관 등을 

포함한 전문인력 보강

○ 감염병을 포함한 질병의 예방 및 관리, 연구·조사 기관으로서의 정체성을 확보

하고 과학적 근거를 생산·지원하는 업무 강화

⧠광역시·도의 감염병관리 강화방안

○ 광역시도 지자체 내에 역량을 보강해서 감염병 감시체계와 역학조사 기능을 

부여하는 방안(1) 

－ 일본, 독일, 미국의 광역지자체는 보건부 조직에서 감염병 관리 및 공중보

건위기 대응을 주도함 

○ 시·도 단위로 별도 지역 감염병 관리본부를 설치함. 지역에서 발생하는 감염병

에 대한 초동대응 능력을 제고하고 기초지자체와 중앙간의 연계를 담당하도록 

하는 방안(2)

－ 프랑스 ARS는 광역단위로 지역의 의료자원을 관리하는 조직이었으나 신종

감염병에 대한 관심이 커지면서 감시체계와 역학조사 등과 같은 감염병 관

리 기능을 포함하는 조직으로 확대되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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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7-2〉 과학적 전문성 강화조건과 발전방향

과학적 전문성 강화에 필요한 조건 발전방향 설정 

중앙 
감염병 관리
기구 강화 

독립적 인사·예산권 보유

감염병 예방 및 관리에 필요한 기능을 전담

하는 별도 기구로서 독립성과 자율성 보장

이 필요함 

전문직의 확보와 정규직화

역학조사관을 확보하여 역학조사 업무

를 지속적으로 담당하도록 함 

감염병 관련 연구, 검역, 역학조사, 감

시체계 및 진단 능력과 시도 지원 역량 

보유 

광역시·도의
감염병 관리역랑 

확보 및 강화 

감염병 관련 실행계획 수립과 평가 역량 
광역지자체에 감염병 관리와 공중보건위기 

대응 업무 전담 조직을 보유하여 역학조사

와 감시체계를 가동할 수 있는 인력과 업무 

환경을 조성해야 함 

지방행정당국에서 관련 업무를 수행할 것

인지 또는 시도환경보건연구원이나 별도의 

조직을 설립할 것인지에 대한 방향성 정립 

지역 감염병 감시체계, 역학조사, 진단 

보유 

의료기관 감염병 관리 준비성 및 실행 

관리감독 권한과 역량 보유 

⧠ 위기대응체계 강화: 신속한 초동대응과 협력네트워크 구축

○ 감염병 관련 위기대응 컨트롤 타워 구조와 운영 원칙을 명확히 설정해야 하고, 

신속 대처를 위해 질병관리본부에 일부 권한 위임할 수 있는지 검토해야 함 

○ 전략상황실(EOC)을 상시적으로 운영하고 위기상황에서 신뢰할 수 있는 정보

를 확보하고 공유할 수 있도록 시설을 갖추어야 함

○ 광역시도에 「지역 감염병관리본부」를 설치해서 감시체계 및 역학조사 역량을 

구비하여 초동대응 및 협력 업무를 수행토록 함

○ 민간 전문가와 의료기관 등과 협력할 수 있는 네트워크를 구축하여 과학적 전

문성과 정치 간에 괴리가 발생하지 않도록 해야 함

⧠ 의료기관의 감염병 관리 및 대응 체계 개선 

○ 공중보건당국이 의료기관의 감염병 관리를 감독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하고, 

동시에 의료기관에게는 감염병 관리에 대한 재정적 지원을 해야 함 

○ 급성기 병원의 병원감염관리 계획 수립을 의무화 하고, 담당조직을 확대하며 

신종감염병에 대한 준비성을 강화해야 함. 또한 감염병 의심/확진 환자를 별도

로 진료할 수 있도록 병원구조와 시설을 개선해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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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역거점공공병원의 감염관리 전문인력 층원에 필요한 경상운영비 지원. 적절

한 공공병원이 없는 지역은 국가와 지자체가 감염병전문병원 설립·운영 필

요85) 

2. 감염병 관리 기능 강화

⧠ 검역 및 감시체계 강화

○ 해외 신종 감염병에 대한 정보 제공 및 감염원 접촉 확인하고 의심자 격리시설

을 확보함. 또한 신종감염병 고위험자에 대한 추적조사시스템 구축 필요

○ 해외 감염병 발생 현황을 모니터링하여 필요시 국내 유입 전에 법정감염병으

로 지정

⧠ 전문적인 역학조사팀 양성 및 질 제고 

○ 질병관리본부 내 정규인력으로 전문역학조사팀을 조직하고 감염병 발생에 대

비해야 함. 필요시 신속히 감염지역을 폐쇄할 수 있도록 역학조사관의 권한(수

사권, 행정권 등) 강화 필요

⧠ 감염의심자 격리의 실효성 확보방안

○ 지역별 감염의심자 격리센터 운영이 필요하며, 격리대상자에 대한 공적 휴가 

인정, 저소득층에 대한 생계비를 지원함. 동시에 자가격리 거부·이탈자에 대한 

제재방안 필요

⧠ 신종감염병에 대한 R&D 확대 및 국제 네트워크 구축 

○ 신종감염병 예측시스템을 개발하고 시나리오별 대응전략을 개발해야 함. 또한 

85) 보건복지부/질병관리본부 보도자료 (2015. 9. 1) 국무조정실 보건정책팀 (민성호), 보건복지부 메르스 후
속조치 추진 TF (이재용/송영조) 작성. “신종감염병 대응 24시간 긴급상황실 설치 등 국가방역체계 개편 
: 유입 차단, 조기 종식, 피해 최소화 목표(총 48개 중점과제)”에 의하면 국립중앙의료원을 중앙감염병전

문기관으로, 국공립병원을 지역전문병원으로 지정하고 별도 전문센터를 설립하기로 함 
http://www.mohw.go.kr/front_new/al/sal0301vw.jsp?PAR_MENU_ID=04&MENU_ID=0403&pag
e=7&CONT_ SEQ=325188 2015.11.1 인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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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신·항바이러스제 연구 및 생산 활성화 필요

○ 해외 신종전염병 정보수집시스템을 활성화하고 국제기구(WHO 등) 및 관련 

국가와의 국제적 네트워크 강화

3. 의료전달체계와 포괄간호서비스 개선 

○ 장기적으로 1,2,3차 의료기관의 기능 정립 및 진료의뢰 및 회송체계 개선 등 

바람직한 의료전달체계 확립을 위한 구체적인 정책과 법안 마련 필요

○ 포괄간호서비스가 제공되는 보호자 없는 병원 확대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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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ublique (décret du 26/07/2001)

프랑스 론 알프스(Rhone-Alpes) 지방보건청(ARS).(www.ars.rhoneaples.sante.fr/fileadm

min/RHONE-ALPES/L_ARS_Rhone-Alpes/Organisation/Organigrammes/Org

a.DSP.pdf)

프랑스 보건실(2013). 프랑스 보건실 보건위기 상황의 관리에 관한 지침 (INSTRUCTION N° 

DGS/DUS/CORRUSS2013/274 du 27 juin 2013 relative à l’organis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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