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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학회 소식
지난 6월19일 오후 16시30분에 의학한림원-한국과학기술총연합회 -과학기술한림원 온라인 공동포럼
으로 ‘대구ㆍ경북에서 COVID-19 경험과 이를 바탕으로 한 대응방안’ 토론회가 개최되었음
포럼에는 우준희 울산의대 감염내과 교수가 좌장으로, 주제발표는 ▲김신우 경북의대 감염내과 교수가
‘대구·경북에서 COVID-19 치료 경험과 대비 방안’ ▲신경철 영남의대 호흡기내과 교수가 ‘대구·경북지
역 COVID-19 중환자 triage(응급환자 분류), 치료와 대응책’ ▲이재태 경북의대 핵의학과 교수가 ‘대
구 생활치료센터에서 경험과 개선 방안’ ▲이경수 영남의대 예방의학실 교수가 ‘대구·경북지역 COVID19의 현장대응경험과 과제’ ▲조치흠 계명의대 동산병원장이 ‘대구 감염병센터 의료행정경험과 더 나
은 감염병센터 지향점’을 주제로 발제를 진행하고, 발제자 5명이 함께 패널토론을 이어갔음.
영남의대 예방의학교실 이경수 교수는 대구시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COVID-19) 2
차 유행에 대비한 시나리오를 만들고 있고, 현재까지 감염 추세를 반영해 대구시 인구 0.5%인 1만2
164명이 발생했을 때 시나리오 등을 작성했다고 밝힘. 초안을 만들어 구체적인 안을 완성하고 환자
발생 60일 기준으로 병원들과 협의에 나서기 시작했다고 발표함.
이 교수는 “대구는 폭발적인 발생에서 열심히 대응했고 잘한 측면이 많다. 민간과 공공 할 것 없이 모
든 대구 시민의 건강과 생명을 보호하고 안전과 생명을 지키기 위해 나섰다”라며 “다만 성찰을 통해
앞으로 부족한 부분을 보완했으면 한다”라고 언급함. 대구의 코로나19 대유행은 위기대응을 위한 자원
동원의 전략과 절차, 배치 등의 과정에서 미숙한 점이 많았으며, 가령 중앙과 지방정부가 감염병 위기
대응에 대한 협력 대응한 경험이 없었고 지침에 시간 개념이 포함돼있지 않은 아쉬운 점이 있었다고
말함
이 교수는 “위기 상황에서 인력과 모든 자본을 투입하면서 완성도를 높이기는 힘들었다. 확진자 발생
속도나 규모에 적절하게 대응하기 어려웠다”라며 “수십개의 엑셀파일 조각과 카카오톡 단톡방으로 위
기의 고비를 넘겼을 정도다”라고 말하며, “현장에서의 대응 정보 시스템이 가장 시급히 필요하다. 수도
권의 유행을 보고 있으면서도 가장 염려되는 부분이다”라며 “감염병 경로에서 역학조사의 과정, 경과
등이 신속하게 이뤄지면서도 정보 시스템 구축이 가장 아쉬웠던 부분”이라고 설명함. 환자 정보를 관
련된 모든 사람이 확인하고 빠르게 치료해야 하는데 역학조사 결과, 임상 정보, 치료 경과 등이 모두
제각각이었다는 것임.
이 교수는 “전체적인 조직은 평소 의사결정이나 소통체계, 조직운영체계를 유지하려는 경향이 강했다.
위기 대응에서 별도의 체계가 필요하다고 생각한다. 코로나19에 대한 많은 착각을 하고 있다. 수도권
이나 다른 지역에서 발생할지 모르는 감염 확산은 인간이 생각하는 것과는 많이 다를 수 있다. 이를
마음속에 새기고 준비해야 한다”라고 발표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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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교수는 코로나19의 현장 위기대응과 관련한 화두는 경쟁이 아닌 공존의 세계라고 강조하며, 한국
의료체계는 경쟁적인 관계에서 효율을 중심으로 하는 패러다임으로 많이 작동해왔지만 감염병 대응은
달라야 함을 말함. “각자의 역할, 각 병원의 역할만으로는 코로나19에 대응하기 어렵다. 협력과 소통
을 통해 대응 역량을 극대화시켜야 한다”라며 “완전한 것 같이 보였던 의료체계가 순식간에 특수 환자
의 접촉자가 됐을 때 대응하기 어려웠다”라고 강조함.
소위 성공적인 K방역이라고 불리는 3T(Test, Tracing, Treatment)에서 기술적 측면과 협치 공공과
민간을 더 강조하고 3S(System, Scenario, Security)가 더 중요하다고 함. “우선적으로 시스템 , 정보
시스템이 없다. 정보 시스템에 의한 정보의 공유는 공정성, 투명성, 소통을 위해 필요하다. 의사결정을
위한 신속한 시간의 확보까지 의미한다”라며 "반복적으로 이뤄지는 치료에서 전략이 부족하다. 환자를
치료하는 과정에서 임상진료 데이터가 실시간으로

축적되지 못했다”고 말함. 그러면서 “한 가지 상황

을 넘어 시간과 유기적인 연계를 통해 의사결정을 위한 시나리오별로 대응해야 한다”라며 “감염병이
발생했을 때 가장 효과적이고 효율적으로 막아내는 방법”이라고 설명함.
토론회 동영상은 https://www.youtube.com/watch?v=Xn6VTRtXOZs&t=470s 에서 다시 볼 수 있음
관련 기사 :
(메디게이트 2020.06.22.) "감염병 정보 시스템이 없다...수십개의 엑셀파일과 단톡방으로 대구 코로
나19 위기 넘겨" http://medigatenews.com/news/2690524409
(메디게이트 2020.06.22.) 대구 동산병원장이 본 코로나19 재유행 과제 "민간 협조, 민간에 대한 공
공의 투자 필수적" http://medigatenews.com/news/1722941367
(조선일보 2020.06.19.) 대구서 코로나와 싸운 의료진 "지자체 규제 때문에 중환자 이송만 3번" htt
ps://biz.chosun.com/site/data/html_dir/2020/06/19/2020061903692.html

01 코로나19 주목할 만한 통계
◦ 데이터 시각화 전문업체인 Visualcapitalist에서는 COVID-19관련 다양한 시각화 자료를 제공하고 있
음. 이 중 각국 Mobility rate와 COVID-19 Recovery rate를 높음/낮음으로 나누어 4분위로 제시한
그림을 소개함. Mobility rate는 기준선과의 편차 비율로 측정된, 직장 주변 활동의 변화를 의미하며
거주지 주변 활동을 제외됨. 개인의 익명의 위치 기록 데이터를 사용하는 Google의 COVID-19 커뮤
니티 이동성 보고서에서 가져왔으며, 정부가 Google 서비스를 금지함에 따라 중국은 그래픽에 표시
되지 않음. COVID-19 Recovery rate는 한 국가에서 회복된 확진자 수의 총 사례 중 백분율로 측정
됨. WHO 및 CDC와 같은 여러 글로벌 및 정부 데이터베이스의 집계 정보를 사용하였음. 한국은 Hig
h mobility, High recovery 그룹에 속함. https://www.visualcapitalist.com/the-road-to-recoverywhich-economies-are-reopening-covid-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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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6월21일 국립중앙의료원 신종감염병 중앙임상위원회는 코로나19 재확산 따른 지침개정 및 권고사항
이라는 제목의 보도자료를 통해 지침개정에 대해 발표함. 보도자료 중 각 국 항체양성률을 정리한 표
가 있어 소개함. 전문은 https://www.nmc.or.kr/html/nmc/report.asp?flag=READ#n 에서 다운로
드 받을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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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주요 보고서
- WHO
Scientific Brief : Criteria for releasing COVID-19 patients from isolation (2020.06.17.) https://w
ww.who.int/news-room/commentaries/detail/criteria-for-releasing-covid-19-patients-from-isolation
(경기도 감염병관리지원단 일일리포트에 전문이 번역되어 있음)
- ECDC
Monitoring and evaluation framework for COVID-19 response activities in the EU/EEA and the
UK(2020.06.17.) https://www.ecdc.europa.eu/en/publications-data/covid-19-monitoring-and-eva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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