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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 약

본 논문은 2013년 5월 국제바이러스 분류 위원회에서 중동호흡기증후군을 일으키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를 메르스코로나바이러스(MERS-CoV)라 명명한 후, 2015년 5월 국내에 감염자가 들어와 이후 확산되고, 중

동 호흡기 증후군 환자 발생 후 국내 첫 사망자가 발생한 일개 병원 지역응급의료센터 내원 후 확산을 막기

위하여 시행하였던 경험들을 공유하고자 한 내용이다.

......................................................................................................................................................................

1. 서론

중동호흡기증후군은 메르스 코로나바이러스(Middle East Respiratory Syndrome Coronavirus;

MERS-CoV)에 의한 호흡기감염증으로서, 2013년 5월 국제바이러스 분류 위원회(ICTV, International

Committee on Taxonomy of Viruses)에서는 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를 메르스코로나바이러스(MERS-CoV)

라 명명하였고 2015년 5월 국내에 감염자가 들어와 이후 확산되었고, 이에 중동 호흡기 증후군 환자 발생 후

국내 및 첫 사망자가 발생한 일개 병원 지역응급의료센터 내원 후 확산을 막기 위하여 시행하였던 경험들을

공유하고자 하였다.

2. 본론

메르스 감염 환자 확인 이후 국내의 대응 조직으로서 중앙 및 시도 메르스관리대책본부, 범부처 대책지

원본부, 민관종합대응 태스크포스가 있다. 중앙 메르스관리대책본부는 보건복지부 장관이 책임자가 되어 메

르스 대응 관련 상황 및 정책의 결정 및 집행을 총괄하고, 시도 메르스관리대책본부를 지원한다. 범부처 대

책지원본부는 국민안전처 장관이 책임자가 되어 중앙 메르스 관리대책본부의 협조요청 사항을 지원하고, 메

르스 확산방지를 위한 각 부처 역할을 조정하며, 지자체 협조요청 사항 파악 및 지원을 담당하게 된다. 민관

종합대응 태스크포스는 보건복지부장관과 민간전문가가 공동 책임을 맡고, 중앙 메르스관리대책본부 정책 결

정 방향 설정 및 평가와, 주요 발생 현황에 대한 상황 분석 및 대책 방안을 논의한다.

2015년 5월 25일 대상 병원의 응급센터로 57세 여자 환자가 타병원으로 이송 도중 호흡곤란이 심해지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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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소포화도가 유지되지 않아 중간에 본원 응급센터로 급히 내원하였으며, ECMO 등 중환자처치를 시행하였

다. 내원 4일 후 환자가 중동호흡기증후군이 의심됨이 밝혀졌고 내원 7일 후 환자는 사망하여고 이는 국내의

첫 중동호흡기증후군 환자이다. 이후 ICU는 코호트 격리에 들어갔고, 노출 가능 의료진을 포함한 가능성 있

는 직원에 대한 전수조사가 시행되었다. 이를 통해 자가 격리 환자 및 원내 격리 환자를 분류하고 철저한 관

리에 들어갔다. 이후 국민안심병원으로 지정되어 병원 진료를 정상화 하였다.

3. 결론

중동호흡기증후군 환자 발생 확산에 대비한 개인보호구 착용 및 초기 대응시 철저한 격리와 중환자실 코

호트 격리를 통하여 성공적인 감염 통제를 이뤄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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