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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세기 중반에 시작된 공중보건위생 활동과 병원체 발견

과 백신의 개발, 항생제 개발 등으로 20세기에 들어서면서 

감염병 발생이 빠르게 감소하였고, 20세기 중반에는 감염병

의 퇴치와 박멸을 기대하였으나, 20세기 말 새로운 감염병의 

등장은 세계 모든 국가의 보건과 안보 위협으로 대두하였다. 

21세기에 들어와 중증급성호흡기증후군과 중동호흡기증후

군(Middle East respiratory syndrome, MERS; 메르스), 대

유행인플루엔자와 조류인플루엔자, 서아프리카의 에볼라바

이러스병, 지카바이러스 유행 등 감염병으로 인한 세계적인 

보건 위협이 있었고, 이와 같은 위협은 앞으로도 지속될 것

으로 예상된다[1]. 

과거 감염병 유행으로 많은 사람을 희생되어 국가와 사회 

체계의 유지에 큰 위협이 되었고, 세계사 속에 일부 국가들

은 감염병 유행과 함께 사라지기도 하였다. 이와 같은 감염

병 역사의 경험과 함께 감염병의 사람간 전파는 불안과 공포

를 일으켜 감염병 유행은 공중보건위기 상황으로 쉽게 전개

될 가능성이 높다. 특히 Table 1과 같은 상황에서 공중보건

위기 상황으로 전개될 가능성이 커진다(Table 1) [2].

감염병 공중보건위기에 적정하게 대비하고 대응을 위해서

는 다양한 영역의 활동에 다양한 부문이 참여하여 수행하여

야 한다. 감염병 공중보건위기 상황의 대비와 대응 영역의 

활동들에는, 1) 감시를 통한 위기 상황의 조기 발견과 2) 발

생 규모와 원인, 감염원, 전파경로 규명을 위한 역학조사, 3) 

국가간 전파 대응을 위한 국제협력, 4) 위기 상황에서의 방

역조치와 환자와 접촉자 관리, 공중보건 활동, 5) 환자 이송

과 치료, 격리 등의 의료서비스 활동, 6) 유행 진행과 종료 

시기에서의 연구 개발, 7) 유행 종료 후의 치유와 회복, 복구

을 위한 활동 등이 있다[2].

이번 특집은 감염병 공중보건위기 대비와 대응을 위한 모

든 부문의 모든 영역의 활동 중에 들 주요한 4가지 주제를 다

루었다. Ki [3]는 감염병 공중보건위기 상황에서의 감시와 역

학조사라는 제목에서 공중보건위기 상황에서의 감시체계와 

역학조사의 역할과 감시체계 구축과 운영, 역학조사의 내용

과 방법을 다루면서 응급 상황에 신속성을 강조하였으며, 아

울러 역학조사 과정에서의 조사 인력의 감염 예방을 위한 노

력을 강조하였다. Jeong [4]은 감염병 위기의 유형과 위기 경

보 단계를 설명하고, 2015년 메르스 유행에 의한 공중보건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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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 상황 이후 진행되고 있는 국가 방역체계 개편 방안을 감염

병의 해외 유입 차단과 조기 발견과 즉각 대응, 확산 시 보건

의료 자원의 동원, 위기 대응을 위한 컨트롤 타워 역할 강화

를 위한 거버넌스 개편, 병원 감염 방지를 위한 의료환경 개

선 등의 4개 과제에 대하여 설명하였다. Cho [5]는 공중보건

위기 대비와 대응에서 지방자치단체 역할의 중요성을 기술하

였고, 대비와 대응을 위한 6개 영역 15개 요소를 나열하였으

며, 위기상황에서의 자방자치단체의 역할, 대비와 대응에서

의 공중보건과 의료서비스의 역할을 기술하고 역량 강화를 

위한 영역을 제시하였다. Paek [6]은 위험과 위기 소통의 기

본 원칙을 설명하고 우리나라 2015년 메르스 유행 시의 위기 

소통의 실패 사례를 분석한 뒤, 감염병 공중보건위기 대응에

서 공중과의 소통의 중요성, 미디어와 소셜미디어의 역할과 

향후의 효과적인 대응을 위한 제안 등을 기술하였다. 

다양한 종류의 감염병에 의한 공중보건위기 상황을 체계

적이고, 효과적으로 대비하고 대응하기 위해서는 평상시에 

여러 부문의 기관과 단체, 전문가들이 협력적 거버넌스를 구

성하여 협력 체계를 구축하고, 역량 강화를 위한 교육과 훈

련을 시행하여야 함을 강조한다. 

이번 특집에서는 다루지 못하였으나, 위기 상황에서의 대

비 대응 체계를 개선하고, 역량을 강화하기 위한 방안을 개

발하가기 위한 다양한 영역에서 지속적이고 충분한 연구와 

개발이 필요하다. 

감염병 공중보건위기 상황 대응을 생물학적 측면에서만 

접근하는 경우 환자와 접촉자, 주민들의 인권을 훼손할 위험

이 있다. 따라서, 위기 상황에서 방역과 의료서비스 활동하

는 보건의료인은 환자와 주민의 인권을 보호하고 인도주의 

측면을 중시하는 자세로 대비와 대응 활동에 임하고, 이를 

위한 법적, 제도적 여건을 조성하는 것이 필요하다.

본 특집 원고에서 필자들은 국문으로 ‘위기’와 ‘응급’, 영문

으로 ‘emergency’와 ‘crisis’를 혼용하고 있는데, 이와 관련하

여 방역당국과 학계의 논의를 거쳐 통일된 의미의 용어로 정

리하는 것이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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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1.  Situations leading to a public health emergency due to infectious 
diseases

Situation

When a new infectious disease has been introduced or newly discovered
When a outbreak is suspected to be an infectious disease, but its cause is  
   unknown
In case of infectious diseases caused by pathogenic organisms similar to  
   the previous ones that caused public health emergency in the past
When the source of infection and transmission route of outbreak is not  
   discovered
When strict quarantine, isolation and social distancing is required 
When it is difficult or impossible to control the vehicles that transmits the  
   infectious diseases
In case where food-born infection occurs in a large area due to wide  
   distribution of contaminated food 
When outbreak is occurred in a community where social infrastructure has  
   been destroyed by disaster such as earthquake or typhoon 
When a infectious disease spreads through mass gathering event 
When outbreak occurs due to bioterrorism or suspected bioterrorism

Reproduced from Choi BY. Management disasters caused by infectious diseases. In: 
Korean Society of Hazard Mitigation. Fundamentals of disaster management. 
Seoul: Goomibook; 2017 [2].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