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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학회 소식
지난 6월12일 오전 10시 국회의원회관 제1소회의실에서 대한예방의학회, 한국역학회, 대한응급의학
회, 대한감염학회, 한국보건행정학회, 대한보건협회와 강선우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서울 강서갑) 공
동 주최로 ’질병예방관리청 왜 필요한가?‘ 토론회가 개최되었음
이날 토론회에서는 감신 교수(경북대학교/대한예방의학회 이사장), 김동현 교수(한림의대/한국역학회
회장), 허탁 교수(전남대병원/대한응급의학회 이사장), 백경란 교수(성균관대학교/대한감염학회 이사장)
가 발제를 맡고, 홍윤철 교수(서울대학교/대한예방의학회, 한국역학회 코로나19 TF위원장)가 좌장을,
박은철 교수(연세대학교/한국보건행정학회장), 천병철 교수(고려대학교/대한보건협회), 신성식 복지전문
기자(중앙일보), 나성웅 국장(보건복지부 건강정책국)이 토론자로 나섬
토론회를 주최한 강선우 의원은 “정부 부처의 명칭은 부처의 목표와 핵심 업무, 존재 이유와 가치를
담아내는 그릇이기에 질병관리청이 아닌 질병예방관리청이 되어야 한다”며, “포스트 코로나 세상에서
질병 관리의 핵심은 누구 하나 아픈 사람 없이 건강할 수 있도록 사전 예방과 방역에 초점을 맞추어
야 한다”고 주장함
박병주 대한보건협회 회장은 축사를 통해 “질병관리본부의 조직개편은 우리나라 국민보건 향상을 위해
제대로 봉사할 수 있도록 추진되어야 한다”고 입장을 밝혔으며, 좌장을 맡은 홍윤철 대한예방의학회·
한국역학회 코로나19 TF위원장은 “질병관리 본부의 개편은 우리나라 보건의료 특히 질병예방과 질병
관리의 수준을 획기적으로 향상시키는 방향이어야 한다며, 특히 질병예방과 질병관리는 서로 떨어질
수 없는 기능이므로 이를 합쳐서 통합적인 행정, 연구, 조사 등의 업무를 담당하는 질병예방관리청이
만들어져야 한다”고 주장함
첫 번째 발제를 맡은 감신 대한예방의학회 이사장은 “질병예방관리청으로의 전환은 기능강화 차원을
넘어선 시대적 요청이다”며, “질병예방과 건강증진 정책에 대한 우선순위를 높여야 한다”고 주문함
두 번째 발제를 맡은 김동현 한국역학회 회장은 “지역사회 중심의 질병예방관리 기반구축을 통해 지역
간 건강불평등 해소와 건강의 핵심가치 구현이 최우선적 국가건강정책이 되어야 한다”고 발언함
세 번째 발제를 맡은 허탁 대한응급의학회 이사장은 “승격하는 질병관리본부는 의료위기 대응의 컨트
롤타워가 되어야 한다”고 강조함
네 번째 발제를 맡은 백경란 대한감염학회 이사장은 “과학적 근거 기반의 질병정책을 수립하고 실행할
수 있는 독립전문기관으로 발전시켜야 하고, 이를 위해서 전문성과 독립성이 실질적으로 보장되는 조
직으로 개편되어야 한다”고 촉구함
지정토론에서 첫 번째 토론자로 나선 박은철 한국보건행정학회장은 “신규 감염병에 대응하기 위해서는
질병예방관리청은 꼭 필요하다”며, “조직 개편은 단기적인 처방으로 불과하며, 장기적인 관점에서는 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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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 분야를 별도로 분리하여 독립해야 한다”고 주장함. 두 번째 토론자로 나선 천병철 고려대학교 교수
는 “정부개편안만 놓고 본다면 질병관리본부를 오히려 감염병에만 대응하는 조직으로 축소시키는 것으
로 보인다”며, “보건복지부 내 보건 분야 독립은 장기적인 관점에서 보았을 때 필요하다”고 발언함. 세
번째 토론자로 나선 신성식 중앙일보 복지전문기자는 “정부개편안은 이해가 되지 않는 부분이 많아 오
해가 생기고 있다”며, “전문성을 제고하기 위해서는 질병관리본부를 질병예방관리청으로 독립하여 독
자적인 인사권을 부여해야 한다”고 강조함. 네 번째 토론자로 나선 나성웅 보건복지부 건강정책국장은
“조직 개편에 있어서 원칙이 있어야 하며, 지향점이 담겨야 한다”며, “치료보다는 예방에 초점을 더 맞
춰야 한다”고 주장함
토론회 동영상은 https://www.youtube.com/watch?v=webwVrHmzyM 에서 다시 볼 수 있음
관련 기사 :
(후생신보 2020.06.12.) 질병예방관리청, 필요성과 기대효과 집중 논의 http://whosaeng.com/1185
93
(중앙일보 2020.06.13.) 질병청 승격해도 복지부서 독립 못해. 보건부나 질병처로 높여야 https://ne
ws.joins.com/article/23800691
(서울경제 2020.06.12.) 전문가들 "제대로 된 질병관리청 위해선 질병 예방 기능 확대해야" https://
www.sedaily.com/NewsVIew/1Z3ZZQQ2FA
(뉴스핌 2020.06.12.) [영상] 감신 이사장 "예방기능 확대, 질병관리청 전환은 시대적 요청" http://w
ww.newspim.com/news/view/20200612000515
(뉴데일리경제 2020.06.12.) “무늬만 질본 승격 막자”… ‘공중보건원’ 기능 요구하는 의료계 http://bi
z.newdaily.co.kr/site/data/html/2020/06/12/2020061200101.html
(청년의사 2020.06.12.) 질본 승격 청사진 놓고 다양한 지적 쏟아져…이번엔 '질병예방' 부각 http://
www.docdocdoc.co.kr/news/articleView.html?idxno=1081575

01 코로나19 주목할 만한 통계
◦ 글로벌 Public Opinion Organization인 YouGov는 COVID-19에 대한 각국 국민들의 행동과 생각에
대한 정보를 모아 제공하고 있음. Imperial College London의 Institute of Global Health
Innovation(IGHI)에서 YouGov Covid 19 Behaviour Tracker Data Hub를 통해 수집되고 있음. 조
사는 29개국에서 매주 약 21,000명의 인터뷰 참여로 진행됨 https://yougov.co.uk/covid-19
- 다양한 인구가 대유행에 어떻게 반응하는지에 대한 행동 분석을 제공하여 공중 보건 기관이 질병의
영향을 제한하려는 노력을 돕도록 설계되었으며, 설문 조사에는 검사, 증상, 증상에 대한 자가 격리
및 필요한 경우 자가 격리 능력 및 의지에 대한 데이터가 포함됨. 또한 야외 활동, 집 밖에서 일하
기, 다른 사람과의 접촉, 손 씻기 및 20가지 일반적인 예방 조치 준수 정도를 포함한 행동을 살펴
봄. 응답자 일반 사항에는 성별, 연령, 국가 및 지역, 가구 내 인원 수, 가구 내 어린이, 건강 상태,
근로 상태 및 설문 조사 응답 날짜가 포함됨. 가중 변수는 일반적으로 연령, 성별 및 지역을 기준으
로 제공되며, 중증 증상이 있는 사람, 입원한 사람 및 설문에 참여하기 어려운 다른 사람은 표본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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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소 표현됨
- 데이터는 각 그래프별로 csv,xls파일로 다운받을 수 있으며, 전체 데이터 요청은 이메일로 가능함.
주요 결과는 그래프로 시각화되어 제시됨. 더 많은 내용은 홈페이지를 참고하기 바람
- 포함된 국가는 다음과 같음 : Australia; Brazil; Canada; China; Denmark; Finland; France; Ger
many; Hong Kong; India; Indonesia; Italy; Japan; Malaysia; Mexico; Netherlands; Norway;
Philippines; Saudi Arabia; Singapore; South Korea; Spain; Sweden; Taiwan; Thailand; UAE;
UK; USA; Vietnam. (한국의 경우 일부 데이터만 조사되고 있음)

◦ 경기도 공공보건의료지원단과 서울대학교 보건대학원 유명순 교수팀은 지난 5월 18일부터 31일까지
의료·현장대응팀 총 1,112명을 대상으로 코로나19에 대한 인식조사를 진행하고 12일 이런 내용을 담
은 1차 조사 결과를 발표함
- 이번 조사는 코로나19 대응의 핵심 주체이자 2차 유행 대비를 위한 필수 인력인 의료진과 현장대
응팀의 신체·정신적 수준을 파악하고 지자체의 지원방안 개발에 활용하고자 진행됨
- 결과 전체는 경기도 홈페이지에 보도자료로 공개되어 있음(https://gnews.gg.go.kr/briefing/brief_g
ongbo_view.do?BS_CODE=s017&number=44624&period_1=&period_2=&search=0&keyword
=&subject_Code=BO01&page=3)
- 이 중 총 13개 문항으로 구성된 학술적 도구(PDI, peritraumatic distress inventory)를 활용하고
기준이 되는 절단값(cut-off)을 적용한 결과, 응답자 중 후속 모니터링이 필요 없는(7점 이하) 집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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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 10.7%에 불과했고, 이후 재모니터링이 필요한 집단 (7점~28점)은 73.0%이었음. 특히, 전체의
16.3%는 ‘즉각 도움이 필요한 고도의 스트레스 상태’ (28점 이상)에 해당함.

- 동일한 문항을 적용한 일반인의 경우(이전 연구 결과 6.5 보도자료 참고)와 비교하여 의료·방역 대
응팀과 일반인은 서로 다른 경험을 통해 스트레스 상황에 놓일 수 있게 된다는 것을 알 수 있음

트라우마 스트레스 구성 문항 중 상위 3개 문항(단위: 점)

1위
2위

3위

경기도 코로나19 의료·방역 대응팀

일반인(경기도민)

내가 할 수 있는 일이 없다는 무력감을 느꼈다

다른 사람의 안전이 걱정됐다

(2.77)

(2.94)

슬픔과 비애를 느꼈다

내 안전문제로 무서웠다

(2.15)

(2.37)

뭔가를 더 할 수 없어서 좌절과 분노를 느꼈다

슬픔과 비애를 느꼈다

(1.82)

(2.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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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ons-data/covid-19-infection-prevention-and-control-primary-care (경기도 감염병관리지원단 일일리포
트에 전문이 번역되어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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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uidance on infection prevention and control of COVID-19 in migrant and refugee reception
and detention centres in the EU/EEA and the UK (2020.06.15.) https://www.ecdc.europa.eu/e
n/publications-data/covid-19-guidance-prevention-control-migrant-refugee-centr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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