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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코로나19 주목할 만한 통계
◦ 미국 CDC와 WHO Europe은 주간 리포트와 Dashboard를 통해 COVID-19와 관련 감시체계 정보를
제공하고 있음. 이 중 국내에도 필요한 내용을 소개하며, 상세 항목은 링크한 홈페이지를 참고.
- 미국 CDC COVIDView  A Weekly Surveillance Summary of U.S. COVID-19 Activity (https:/
/www.cdc.gov/coronavirus/2019-ncov/covid-data/covidview/index.html)
- WHO Europe COVID-19 weekly surveillance report (http://www.euro.who.int/en/health-top
ics/health-emergencies/coronavirus-covid-19/weekly-surveillance-report)

그림 1. US CDC, NSSP : Percentage of Visits for Influenxa-Like Illness(ILI) and COVID-19-Like Illness(CLI)
to Emergency Departments. Weekly National Summary, September 29, 2019-May 9, 20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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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2. US CDC, NCHS Mortality Reporting System : Pneumonia, Influenza and COVID-19 Mortality Data
through the week ending May 2, 20202, as of May 14, 2020

그림 3. WHO Europe, Percentage of COVID-19 cases(N=763,258), hospitalizations(N=126,177), ICU
admissions(N=11,696) and deaths(N=93,401) by age group and se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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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4. WHO Europe, Percentage positive for COVID-19 in the ILE/ARI sentinel surveillance by reportng week

주간 90분 토론회(2020.04.17.) 결과 요약
02 - 3회
건강질병정책평가연구원의 필요성과 설립방안
□ 발표 : 기모란(국립암센터 국제암대학원대학교 교수)
※ 오늘 발표 내용은 공식적인 논의안은 아니고 개인적인 의견임
◦ One Health 접근의 필요성
- 본 발표는 보건복지부 요청으로 진행했던 한국형 원헬스 추진방안 연구에서 2019년 4월에 발표되
었던 내용
- 코로나19도 인수공통감염이기 때문에 원헬스에 포함되고, 국민의 건강과 안전을 확보하기 위해 원
헬스에 대한 정책이 더 필요함
- One Health, Health in All Policies, Health Security의 개념이 있는데, 현재 코로나19 사태는 사
실상 이 모든 개념에 해당되는 주제임
- One Health의 거버넌스에 있어 다부처 협의체 운영 강화, 보건복지부(질병관리본부) 리더십 강화,
질병관리처나 청으로의 승격, 국무총리 산하의 건강안전위원회 설치, 통합건강위해정보시스템 구축과
함께 오늘 주제인 건강질병정책평가연구원 설립 내용이 있음
◦ 건강질병정책평가연구원의 필요성
- 원헬스 관련 다양한 분야 전문가들의 협력연구를 통해서 건강정책 개발과 날로 커지는 건강위해 관
련 이슈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고, 여러 정책의 영향을 평가해야 하므로 국무총리 산하 건강질병정책
평가연구원 설립이 필요
- 질병관리본부는 실제로 국가질병관리 업무를 시행하는 기관이고, 국립보건연구원은 질병관리본부 소
속으로 wet-lab 기반의 연구를 수행하는 곳이어서, 정책 연구는 대부분 외부 연구 용역의 형태로
수행해 왔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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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국보건의료연구원(NECA)은 보건복지부 산하 기관으로서 보건의료 기술 개발 및 보급을 목적으로
설립되었는데, 주로 신의료기술평가를 수행하다 보니, 건강, 질병 정책 평가 연구기관의 역할은 못하
고 있음
- 그래서 환경오염, 의료 및 생활방사능, 기후변화, 인수공통질환, 신종감염병, 대규모 재난 등의 증가
하는 건강이슈에 대해 선제적으로 대응할 정책을 제안하고, 그 영향을 평가하여 수정 보완하는
dry-lab 중심의 연구기관이 필요한 상황
- 특히나 건강 및 질병 정책의 평가 기능을 수행하기 위해서는 보건복지부 산하가 아니라 국무총리실
산하의 기관이 필요함
◦ 국무총리실 산하 기관의 필요성
- 현재 우리나라에 정부출연 정책연구기관은 국무총리실 산하 연구기관 총 26개가 있음
- 한국보건사회연구원이 현재 유일한 보건의료 정책 연구기관이지만, 전체 6개 연구실 중에서 하나만
보건정책연구를 수행하고 있으며 주로 식품의약품 정책이나 건강보험 정책을 위주로 하고, 질병에
대한 정책연구는 거의 수행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임
- 민간부분의 연구소로는 대한의사협회 의료정책연구소가 있고, 대한치과의사협회, 대한약사회, 대한한
의사협회에도 연구원이 있고, 시민단체인 시민사회건강연구소가 있으나, 보건의료정책에 대한 제안,
비판, 평가 등을 시행하고 있지만 아무래도 단체 특성별 전문직종의 이익을 대변하는 정책에 대해서
만 주로 다루고 있다보니 그 분야가 제한적임
- 또한 환경 변화에 따라 건강영향평가의 요구도가 증가하고 있는데, 현재 전문적으로 지원할 수 있는
정부산하 조직이 없는 상황임
◦ 건강질병정책평가연구원의 역할
- 우선 보건복지부나 질병관리본부의 싱크탱크(think tank) 역할을 해야 함
- 그리고 거시적 정책을 수립을 지원하고, 건강관련 다양한 국내외 정책들의 영향을 평가하고, 데이터
분석결과를 바탕으로 관련 세부 정책을 제안하고, 질병에 영향을 미치는 각종 요인들에 관한 연구와
원헬스 관련 다학제적 협력 연구를 수행하고, 건강영향평가 시행을 지원하는 등의 역할을 수행할 수
있음
- 그 외에 통합건강위해정보시스템 구축도 필요함
- 기존 연구를 통해 몇 가지를 제안했는데, 특히 준비 연구부터 수행할 필요가 있다고 제안하였음
□ 토론자 의견
- 정책연구원이 필요하다는 것에 대해서는 이견이 없음. 그런데 그 연구원을 보건복지부 산하로 둘 것
인지, 아니면 국무총리실 산하로 둘 것인지를 검토해봐야 될 것임. 만일 국무총리실 산하로 둔다고
했을 때, 한국보건사회연구원과 새로 제안하신 연구원 간의 역할분담이나 연구소 위상 등 또한 검토
되어야 할 것임
- 우리나라의 보건 관련 연구 기관으로 한국보건사회연구원, 보건복지부 산하의 한국보건산업진흥원,
질병관리본부 안의 국립보건연구원, 보건복지부 산하의 건강증진개발원과 같이 4가지 정도를 들 수
있을 것 같은데 서로 간의 어떠한 유기적인 연관 관계도 없고, 각 연구소 자체 역량도 미약한 것
같음. 이러한 점이 상당한 문제인데, 이를 어떻게 해결할 것인지 연구가 되어야 할 것 임. 이제는
정부에서 단독 연구로 이러한 정책 연구원의 필요성과 타당성에 대한 연구를 수행해야 한다고 생각
- 원헬스라는 문제에서 출발했지만, 실제로 그 기능과 역할은 더 넓은 범위의 이슈를 다뤄야 할 것임
- 첫 번째 안은 그 동안 한국보건사회연구원이 복지 쪽은 강하고 보건 쪽은 약했기 때문에, 한국보건
사회연구원의 보건 기능을 강화하면서 거기에 질병정책 쪽을 포함시키자고 할 것 같음. 그 동안 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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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관리본부 정책평가라는 것이 보건 정책, 질병관리본부에서 하는 정책, 여러 의약품 관련 정책이
있을 텐데, 상당 부분은 한국보건사회연구원의 보건 부분에서 해왔지만 적은 부분이었기 때문에, 그
쪽을 강화하면서 포함시키자고 하는 것이 제일 큰 의견일 것 같음. 두 번째 안은 어느 기관 밑에 연
구소를 둘지에 관한 것임. 질병(예방)관리청이 설립된다고 하면, 그 안에 국립보건연구원이 산하기관
이 되고. 정책 쪽 연구원을 하나 더 신설하자고 해서 질병관리청 산하의 연구원으로 하자는 것이 하
나의 안이 될 것임. 세번째 안으로는 보건복지부의 직할이 되는 연구원이 생기는 것이 있을 수 있
음. 그래서 국무총무실 산하로 들어갈 것인지, 질병관리청 산하로 들어갈 것인지, 보건복지부 산하의
별도의 기관으로 들어갈 것인지에 따라 기능이 조금 달라질 수 있을 것임.
- 건강문제를 보건의 영역에서만 봐서는 안 된다는 것이 이미 학계에서는 보편화된 상황이기 때문에,
최소한 국무총리실 산하로 들어가는 것이 여러 이해관계를 고려해봤을 때에도 더 낫다고 생각함
- 국무총리실 산하가 되면 호흡이 길어지면서 실시간 대응이 어려워지는 측면도 있음
- 어떤 역할을 할 것인지 명확하게 규명해야 할 것 같고, 더불어서 연구원 문제도 중요함. 인력 양성
의 문제도 검토를 해봐야할 것 같음
- 인력 양성에 대한 이슈는 저희 지난 번 포럼에서도 협의된 바와 같이 별도의 토픽으로 잡아서 다음
에 한 번 더 그 내용을 집중적으로 다뤘으면 좋겠음
- 코로나19 사태는 보건 안에서만 문제가 아니라, 산업, 경제, 국민의 안전과 같은 부분과 연결되어
길항관계에 있는 상태고, 사실 이것을 전체적으로 지속가능하게 가야되는 상황임. 다학제적으로 국
민이 모두 관심을 갖는 경제, 안전, 산업과 같은 부분을 보건과 같이 엮는 방식으로 제안해보면 어
떨까 싶음
- 코로나 이후에 질병예방관리청과 건강질병정책평가연구원으로 논의를 2가지로 나누기 보다는 같이
추진하는 것이 좋을 것 같음. 일단 기구 독립이 이루어진 후에 일정 기간 운영을 하면서 상황을 보
아서 연구조직의 독립을 추진하는 2단계 전략을 쓰는 것이 현실적인 방안일 것임. 청 독립을 핵심
으로 큰 축을 세워놓고 그 안에 연구나 교육 기능을 집어넣는 방식으로 운영하면서, 실제 업무 연관
성, 신속 대응, 자료 전달 문제 등의 논의를 해야 한다고 봄.
- 이번 코로나19 사태를 예방의학적인 측면에서 바라봤을 때, 많은 사람들이 마스크 끼기와 사회적
거리두기 운동이 의학의 한 영역이다는 것에 수긍을 하기 시작했다는 것이고, 이것이 굉장히 중요한
의미임. 건강정책평가라는 것은 반드시 필요하다는 부분을 먼저 강조해야 함
- 적절하게 상황에 대한 문제제기를 한다면, 현재 안 되고 못하고 있는 상황에 대한 사람들의 공감대
는 굉장히 넓을 것 같음. 조직의 umbrella agency나 top-down으로 내려가서 어떠한 기능을 해야
할지에 대한 상품 설명서를 만들기 보다는, 지금 안 되고 있고 필요한 부분에 대해서 기능을 나열해
놓는 것이 여러 정책결정권자들의 구매 욕구를 자극할 수 있는 더 나은 접근 방식인 것 같음
- 건강질병정책평가연구원이 보건복지부나 질병관리본부에서 시행하는 여러 가지 정책들을 과감하게
비판할 수 있어야 하는데, 보건복지부 산하에서는 그것이 어렵겠다는 생각이 있었기 때문에 국무총
리실 산하를 먼저 이야기했던 것임. 또 한 가지는 그러면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안에 센터 하나 두면
되지 않겠냐고 말씀하셨는데, 저희는 질병정책평가연구원 안에 10개 이상의 센터가 필요하다고 생
각함. 감염병센터, 신종감염병센터, 원인미상질환에 대한 역학조사의 연구, 국제공조연구, 수학적 모
델링, 사회정책평가연구, 질병정책의 경제적평가연구 등의 굉장히 전문적이고 다학제적 연구가 필요
- 질병관리본부를 청으로 승격을 했을 때 우선적으로 해야 될 것은 결국 질병관리본부의 영역을 넓히
는 일인데, 그것은 사실 기능을 더 늘려가는 것임. 연구 기능, 실행 기능, 평가 기능 등을 강화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수평적으로 영역을 늘려가는 것도 대단히 중요함. 그래서 새로운 연구기관과 질병
관리청이라는 듀얼로 가기보다는 질병관리청에 가능한 많은 기능을 넣고, 그것을 위해서 질병관리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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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의 조직과 구조가 이만큼 커져야 되는 것을 우선적으로 지원을 한 다음에, 그 상태에서 보건 문제
가 생길 때마다 그것을 새로운 단위로 분리해나갈 것인가를 고민해나가는 쪽이 더 바람직하지 않을
까 생각함. 그래서 질병관리청이 생긴다면, 보건의료빅데이터 관리 기능, 연구 기능, 평가 기능, 기
획 기능 등을 하나의 부서 내지 센터 형태로 가지고 있으면서, 그 다음에 분야도 환경 보건 등으로
확장시키면 좋을 것 같음.

03 주요 논문과 보고서(2020.05.11.-5.17)
1. 주요 논문
논문 목록 정리 참고
- 대한감염학회 COVID-19 홈페이지(http://www.ksid.or.kr/ncov/index.php) : 국내 연구진에 의하여
수행된 논문 목록을 Original articles (역학/임상양상/Modeling, 진단 및 영상 검사, 감염관리/선별검
사, 치료 및 예방, Basic science), Editorial/Opinion/Correspondence/Perspective 및 Case Report
로 구분하여 정리한 파일이 공개되어 있음(2020.05.08.까지)
- 경기도감염병관리지원단(http://www.gidcc.or.kr/18290/) : 한국 관련 논문 리스트를 정리하여 공개
함(상세 내용은 경기도 일일상황분석 보고서 77호 참조. 2020.05.04.까지)
Banerjee A, Pasea L, Harris S et al. Estimating excess 1-year mortality associated with the CO
VID-19 pandemic according to underlying conditions and age: a population-based cohort stud
y. Lancet. 2020 May 12. doi: 10.1016/S0140-6736(20)30854-0.
Verdoni L, Mazza A, Gervasoni A et al. An outbreak of severe Kawasaki-like disease at the Ita
lian epicentre of the SARS-CoV-2 epidemic: an observational cohort study. Lancet. 2020 May
13. doi: 10.1016/S0140-6736(20)31103-X.
Angulo FJ, Finelli L, Swerdlow DL. Reopening Society and the Need for Real-Time Assessment
of COVID-19 at the Community Level. JAMA. 2020 May 15. doi: 10.1001/jama.2020.7872.
Esposito S, Principi N. School Closure During the Coronavirus Disease 2019(COVID-19) Pande
mic: An Effective Intervention at the Global Level? JAMA Pediatr. 2020 May 13. doi: 10.1001
/jamapediatrics.2020.1892.
Williams DR, Cooper LA. COVID-19 and Health Equity-A New Kind of "Herd Immunity". JAMA.
2020 May 11. doi: 10.1001/jama.2020.8051.
Piccininni M, Rohmann JL, Foresti L et al. Use of all cause mortality to quantify the conseque
- 6 -

nces of covid-19 in Nembro, Lombardy: descriptive study. BMJ. 2020 May 14;369:m1835. doi:
10.1136/bmj.m1835.
2. 주요 보고서
- WHO
Public health criteria to adjust public health and social measures in the context of COVID-19
(2020.05.12.) https://www.who.int/publications-detail/public-health-criteria-to-adjust-public-healt
h-and-social-measures-in-the-context-of-covid-19
(내용 일부 경기도감염병관리지원단 일일상황분석리포트에 번역되어 있음 gidcc.or.kr)
Laboratory

biosafety

guidance

related

to

coronavirus

disease

(COVID-19)(2020.05.13.)

https://www.who.int/publications-detail/laboratory-biosafety-guidance-related-to-coronavirus-disea
se-(covid-19)
Immunization in the context of COVID-19 pandemic(2020.05.15.) https://www.who.int/publicat
ions-detail/immunization-in-the-context-of-covid-19-pandemic
Multisystem inflammatory syndrome in children and adolescents with COVID-19(2020.05.15.) h
ttps://www.who.int/publications-detail/multisystem-inflammatory-syndrome-in-children-and-adoles
cents-with-covid-19
Cleaning and disinfection of environmental surfaces in the context of COVID-19(2020.05.16.)
https://www.who.int/publications-detail/cleaning-and-disinfection-of-environmental-surfaces-inthe
-context-of-covid-19
- ECDC
Infection prevention and control and preparedness for COVID-19 in healthcare settings - third
update(2020.05.13.) https://www.ecdc.europa.eu/en/publications-data/infection-prevention-and-c
ontrol-and-preparedness-covid-19-healthcare-settings
Rapid risk assessment: Paediatric inflammatory multisystem syndrome and SARS -CoV-2 infectio
n in children(2020.05.15.) https://www.ecdc.europa.eu/en/publications-data/paediatric-inflamma
tory-multisystem-syndrome-and-sars-cov-2-rapid-risk-assessment

- 7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