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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 약 

신종인플루엔자 대유행은 현대사회에서 국내에서 겪어보지 못한 전염병의 창궐이란 점 뿐 아니라 재난관리체계를 21 

세기에 들어 새로이 발생하고 있는 신종 및 특수재난까지 대상으로 하여 효과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요구한다 전통적 

재난관리에 익숙한 많은 재난 관련 인력들이 신종인플루엔자의 대유행을 단순히 새로운 전염병의 시각으로 본다면 향후 

새로운 형태의 특수한 재난에 대하여 국가사회적 역량을 효율적으로 집결시키기 어렵다. 따라서 신종인플루엔자가 어떠 

한 것이며 대유행 시 대웅 원칙과 예상 피해 및 세계 및 국내에서 어떠한 방식으로 대비하고 대처하려고 하는지 흐름을 

이해할 필요성이 높아지고 있어 그에 대한 개략적 정리를 하였다. 이를 통하여 새로운 재난으로서 신종인플루엔자 대유 

행을 이해하고 적절한 대처방안을 지속적으로 수정 , 도출해나가야 한다. 

1. 서론 및 배경 

신종인플루엔자 A(H INI)는 지난 4월 북미 대륙을 중심 

으로 감염자가 발생하기 시작하여 전 세계에서 1 7만 7,457 

명 (사망자 1 ，492명 포함)이 발생 하였다0νHO， 2009.8. 12). 

우리나라는 지난 7월 21 일 국가전염병 위기단계를 “주의” 

에서 “경계” 단계로 상향 조정 하였으며， 8월 15일 최초 

사망자가 발생 하였고， 8월 25일 현재 총 확진환자 중 65% 

가 완치 되었다. 관련된 용어를 알 필요가 있는데 의심 사 

례란 증상 발생 전 7일 이내에 외국여행을 하였거나 추정 

및 확진 환자와 접촉하였으면서 급성열성호흡기질환이 

있어 신고된 사람을 말하며， 추정 환자란 인플루엔자 A가 

확인이 되었으나 그 하위 구분이 이루어지지 않은 경우이 

고， 확진 환자란 현재 유행 중인 신종 인플루엔자 바이 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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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를 확인한 경우를 말한다 

신종인플루엔자의 전파에 대해서는 현재까지는 기존의 

계절인플루엔자 바이러스의 전파방법과 유사하다고 알려 

져 있다. 계절인플루엔자는 비말감염을 통해 주로 사람 

대 사람으로 전파되는데， 예를 들어， 감염된 사람의 기침 

이나 재채기를 통해 가까운 거리에 전파되는 비말감염의 

경우， 비말은 공기 중에 퍼지지 않고 가까운 거리 (2 m이 

내， 6 feet)로만 이동한다고 하며， 신종인플루엔자 전파 자 

료가 제한적이기 때문에 ， 안구감염， 결막염 혹은 위장감 

염은 현재까지 알려진 바가 없다 따라서 이 바이러스는 

감염자와 가까운 접촉자 사이의 전파가 일반적이다. 잠복 

기는 1 ~4일 정도로 길게는 7일까지도 가능하다 하며， 남 

에게 감염시킬 수 있는 시기는 증상 발생 하루 전부터 증 

상 발생 후 7일까지라고 하고， 증상이 7일 이상 지속되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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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상 호전 후 다음날까지로 본다. 

국내에서는 2009년 5월경부터 일부 의심 사례가 있었 

고， 7월경부터 환자가 증가하여 8월 중순 이후에 급속히 

퍼지는 양상을 보이고 있고 이에 따라 언론에서도 신종인 

플루엔자에 대하여 대대적으로 보도하여 국민들의 관심 

이 높아지고 정부에서도 거점 의료기관을 지정하고 대응 

체계를 정비하여 대처하였다 그러나 이러한 상황이 초기 

에는 단순 전염병의 확산 차원에서 다루어져 신종인플루 

엔자의 대유행이 특수 재난의 하나로서 간주되지 않았고， 

그러다보나 민관의 종합적 역 량이 재난 대처라는 주제에 

맞게 이루어지는데 미흡한 점이 있어， 신종인플루엔자의 

유행을 특수 재난 혹은 신종 재난으로서 보고 그 원칙과 

실제적 대처의 방향에 대하여 정리하고 논해보고자 한다. 

11. 신종 재난으로서 신종인플루엔자 유행 

1. 유행 단계 

가.WHO의 대유행 단계 구분 

세계보건기구(WHO)에서는 단계별로 구체적인 행통목 

표와 지침 작성을 위해 대유행 단계를 구분한다. 세계보 

건기구는 2005년 5월 인체감염 발생 위험도에 따른 6단계 

의 대유행 단계를 발표하고， 회원국에게 이 단계를 기준 

으로 대유행 대비계획 및 관리 목표를 작성할 것을 권고 

하였다(표 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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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유행 간기 . 조류인플루엔자 인체감염 위험이 없거 

나 있더라도 심각하지 않고 인체감염이 없는 단계 

P제 l 단계 : 인체감염을 유발할 새로운 바이러스가 없 

거나 동물에 존재하더라도 인체 감염 및 질병 위험성 
。Ll- O /-.;:2:. 
τ- 7!'"L:" Tτr 

P제2단계 : 동물에서 새로운 바이러스가 존재， 인체감 

염의 위험이 높아지나 인체감염은 없는 상태 

- 대유행 경보기 : 조류인플루엔자 인체감염이 발생하 

고 대유행 발생 위험이 증가하는 단계 

P제 3단계 : 인체감염이 발생하고 사람간 감염이 발생 

하지만극히 제한적으로 발생하는단계 

[>제4단계 · 제한적인 소규모 환자 집락 발생， 바이러스 

가 대유행을 일으킬 만큼 충분히 감염력을 획득하지 

못한단계 

P제 5단계 : 제한적인 규모의 환자 집락 발생， 제4단계 

표 1. 빠()의 대유행 6단계의 정의와 단계별 목표 

구톨 

J 잉체에서 새로훌 잉플루엔지 이이 

러스 유횡이 앙경되지 않흩 
지역 ， 국가， 대륙 및 

1딘계 
에 잉체 갑엉 을 유앙항 수 있는 바이 

징지구척 수훌의 잉 

I/'I1aSe.l J 
러스 유g이 를율에 종제 기농 

플루앤지 대유g 대 
때유앵 간기 J 툴툴에 바이러스가 흔찌하터라도 

IInterændemlC 인셰 감염 g 쟁앵 위험성롤 낮은 
비 강회 

per100l 우중 

J 잉셰에서 세로용 잉플루엠지 바이 
사임강 징펴 위험 씌 

2딘재 러스 유엉이 양깅되져 않훌 

1/'I1aSe.21 J 툴툴내 잉툴루앤지 바이러스의 획싱 
소회; 앙생시 싱약한 

J 잉셰 강엽의 위혈성 용기 
정파의 앙경과 보고 

J 셰료훌 유명의 비이러:료 인한 
세로올 바이러스 유 

3단계 입체 갑업외 앙생 
g의 싱측린 운리와 

내 사톨깅 징파는 없거나 극히 드용 
쭈기 잉자에 대한 죠 

1/'I1aSe.3J 경우예 천횡힌 징혹를 통에서밍 
기앙경，신고잊대용 l 

앙생 

」 찌힌칙잉 사힘강 전펴톨 흩에 쇼 싱층바이러스의 확상을 l 

4딘찌 규S!.f!지 짐확{<lJ의er)OI 잉생 호틀에 쳐a~툴 에싱 

대유g 용보기 J 정펴는 특정 지역에 국한 되어 게앙 톨 대비전l훌 

[panOemlC 1/'I1aSe.4J 바이러스가 아직 용운허 잉간에 'T'l!I힐수 앙농 시강를 

Alert I'8rloOl 적용하기 이징 딩계 벌기위에 획싱을*용 

9 대규요외 임자 정획{dusterl 앙생 
대유g을 피히거나， 

하지인 징펴는 국쇼칙인 상g 
대유g의 대용 징a; 

5딘껴| J 여전히 지역적으로 국힌되어 있고 
을 정~tI기 위안 시 

전파 경료 찌!!칙 

1/'I1aSe.5J J 바이러스롤 보다 잉강에 칙용한 
강을 엉기위예서 유톨 

당계이나 이직 완징허 전파앙럭을 
지역의 확산치딩 뚱 

갖고 있지 히용 
는 획상률늦홈 

대유~JI 6딘깨 」대유g 

[panOemlC 」 옐 잉 대용강 져속칙 징파 대휴g 피에의 획소회 

perlOOl I/'I1aSe.6J 」징i예 정료 확산 

보다 바이러스가 인체에 적응이 좀더 되었지만 대유 

행을일으킬 만큼충분히 감염력을획득하지 못한단계 

- 대유행기(제6단계) : 인플루엔자 대유행이 발생， 확산 

되는단계 

실제 상황에서는 제 l단계에서 제6단계까지 각 상위 단계 

로의 이행이 명확하게 구분되지 않을 수 있으며 단계별 이 

행은 예상보다 매우 빠르게 진행될 수 있다. 특히 제5단계 

에서 제6단계로 진행하는 시기가 전략상 매우 중요하며， 이 

때 백신개발과 대유행대비수행을 위한 시간을 벌기 위한 

유행확산 저지전략이 최우선 관리목표가 된다. 세계적으로 

는 해당단계이나 국내에서 발생하지 않은 경우(A)와 국내 

에서 발생하는 단계(B)로 나누어 계획수립을 권장하였다. 

나. NSC의 국가채난단계에 근거한구분 

전염병으로 인한 재난을 포함한 우리나라의 국가재난 

은 기본적으로 관심， 주의， 경계， 심각의 4단계로 나누어 

져서 관리되고 있다(표 2). 

우리나라의 인플루엔자 대유행 대비를 위한 단계구분 

흔}국재난관2(표준학희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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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2. 야￡의 국가재난 단계 구분 

구톨 뀐단기훈 때유g 인l루앤XI 비 고 1 
9 해외의 신종 전염병 발생 ‘ 국내 가금류에 조 징후김시 관임 * 국내의 원인불영 감염환자 발생 

lBluel 류인율루엔지 알생 g 동 
9 태용 • 집종호우 알생 기상 정보 

‘ 해외 신종 전염병의 국내 유입 나 국내 인체감염발생‘ 

녕 국내에서 신종 전염병 발생 사랍간 전파는 없옴 
추의 

i 지역벌 재훌현 전영병 앓생 나 해외 사랍간 전파가 
협조체껴 

IYellowl 가동 
녕 대규모 칭수지역 및 수인성 전 소규모 또는 대규모 

염병 알생 집락으로 알생 

9 해외 신중 전염영의 국내 유입 후 

타지역으로전파 

a 국내 신종 전염명의 타 지역으 J 국내에서 제한적인 

경껴l 로 전파 사림간 전파 발생 대비계획 

IDrangel 9 재출힌 전염명의 타 지역으로 냉 해외에서 일반인구 접검 

전파 사이에 유행 

j 수인성 전염병의 타 지역으로 

전파 

어 해외 신증 전염명의 교육기관 

확산 징후 

J 국내 신종 전염병의 교육기관 
즉각 

심각 확산징후 ‘i 국내에서 일반인구 
대용태세 

IReOI “ 재훌현 전염병의 교육기관 확산 사이에 유행 

징후 
흩잉 

i 수인성 전염병의 교육기판 확산 

징후 

표 3. NSC의 국가재난단계와 빠D의 6단계의 비교(해외 발생과 
국내발생구분) 

NSC 예외밭생 상g 국내방생 상활 
a찌 

1 단계 조휴에서 바이러스 밭견 

관심 
2단계 조류에서 유행‘ 사립감염온 ~단단계계 조류에서 바이러스 알견 

없응 조류에서 유행， 시립김염온 
181U61 3단계 사람감염온 있으나 전파는 없웅 

안될 

주의 4단거l ‘ 소규모 유행집학 발생 3단계. 사람김영온 있으나 전파는 

lYel’owJ 5단겨1: 대규모 유행집락 방생 안될 

경계 
6단계 일반인구에서 유앵 

4단계 소규모 유행징릭 알생 

(Orangel 5단게 대규모 유앵징릭 암생 

심각 뼈단계· 얼반인구에서 유행 
IReOJ 

은 WHO의 6단계를 기본으로 하되， 해외발생과 국내발생 

상황에 따라 NSC의 단계를 적용한다(표 3) 해외발생 상 

황은 WHO에서 단계를 정하여 고지하는 것을 따르고， 국 

내발생 상황에 따른 단계의 결정은 인플루엔자 자문위원 

회의 전문적 판단에 따르게 된다. WHO의 결정에 따른 해 

외발생 단계와 인플루엔자 자문위원회의 결정에 따른 국 

내 6단계에 따라 NSC의 단계가 결정되도록 하되， 해외발 

생상황과 국내발생 상황 중 높은 단계를 따르게 된다 

2. 대유행 시 예상 m애 

가. 인플루엔자 대유행 피해추계를 위한 가정과 방법 

다음은 인플루엔자 대유행의 피해추계를 위한 방법 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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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질병관리본부에서 개발한 FluAid를 사용하여 대유 

행의 피해추계를 도출한 예이다. FluAid의 기본모형은 연 

령별， 그리고 고위험군별 인플루엔자 대유행시 외래이용 

률， 입원률， 사망률 등의 자료를 이용한 시율레이션으로 

비교적 단순하고， 대유행대비계획에 필요한 자료를 쉽게 

산출하기 때문에 많은 나라에서 기준으로 삼고 있는 방법 

으로 알려져 있다， 질병관리본부에서는 인플루엔자 대유 

행 피해예측에 필요한 가정과 모수를 국내 전문가 10인의 

광범위한 자료의 검토와 텔파이 기법을 통해 다음과 같이 

결정하였다 

나. 인플루엔자 대유행시 피해 예측 

1) 인플루엔자 대유행시 추산 사망자수 

통계청의 2006년 추계 인구를 기준으로 하여 FluA id 

2.0을 이용하여 시율레이션한 결과 예상 사망자수는 표 5 

와같다 

우리나라의 경우 30%의 발병률을 기준으로 할 경우， 

54 ，600여명 (0 . 11 %)의 인플루엔자로 인한 초과사망이 발 

생할 것으로 예측되었으며， 인구별로는 0-18세가 약 

2，300명 , 19-64세 가 34，000명 , 65세 이 상이 1 8 ，000명 인 

것으로 나타났다(표 5) 전체 사망자 54，600여 명 중 고위 

험군은 25 ，659명 (47%)으로 계산하였다 하며， 환자발생 

수를 기준으로 8주간의 대유행기간을 가정했을 때 사망 

은 환자 발생이 정점을 이루는 4주-5주째 보다 2주정도 

늦은 6주-7주째 에 주당 20，7 50명 정 도 발생 하여 정 점 을 

표 4 인플루엔자 대유행 피해예측 가정 및 모수의 예 

. 대유행사 피해예측 기준 발병률 30% 

. 1 차대유행 기간 :8주 

연령별고위험군의 비율 

.0세 - 1 8세 :4% 

1 9세 - 64세 :11 % 

65세 이상 : 37% 
인플루엔자 대유행시 연령군별 고위험군의 사망률， 입원률， 
외래방문률 

표 5. 인플루엔자 대유행시 발병률별 사망자수 예측 결과의 예 

연령군 20% 
밑3g0%. 

40% 
195% CIJ [95% CIJ [95% CIJ 

0- 18 세 1,527 2,291 3.055 (691 , 3‘2391 

19- 64 셰 22,771 34,156 45,541 (14.319, 40,168) 

66새 이상 12.0잃 
18.147 

24 ’96 (8.444, 26.6931 

압 겨| 
38,396 54‘594 72.7잊 

(15.636, 46，7정) (23,454, 70， 10이 (31,274, 93,466) 

전찌l 인구대비 % 0.07 0.11 0.15 
(0.03. 0.10) (0.05 ， 0.1씨 (0.06. 0.191 

11 



왕순주·최기훈 

표 6 인플루벤자 대유행시 발병률별 입원자 수 예측 결과 

1I1!1. 
면흥군 20% æ‘ 411% 

[116% 때 때5% αl [116'10 CU 

0- 1 8씨 10.007 ’5.011 aJ.014 (4.009.‘ 21.6771 

19-64씨 112.628 168,942 225.257 (49.620, 167.330 

65 .\11 이상 34,426 5uæ 68.852 120.437. 73.1981 

엉계 ’57.00’ 2:E.5~ 314.123 
(46，얹30. ’74β041 (74α:6， 2t‘2,006’ (98‘755, 349，6:뼈 

전III 인구대비 % 0.32 0.48 0.85 
(0.10. 0뼈 (0.15, 0.54) (020. 0.721 

이룰 것으로 예측되었다. 

2) 인플루엔자 대유행시 추산 입원환자 수 

우리나라의 예상 입원자 수는 30%의 발병 시 235,600 

여명으로 전체 인구의 0.48% 수준으로 계산되었고， 전체 

입원자 236，000여명중 고위험군은 20%에 해당하는 4 7 ,120 

명 정도이다(표 6). 

3 ) 인플루엔자 대유행시 추산외래환자수 

예상 외래환자 수는 전체 인구의 1 8 .2%에 해당하는 약 

8，840，000명으로 외국의 예상 외 래환자수와 유사한 결과 

를 보여주었다. 예상 외 래환자 중 고위험군은 1 3%에 해 

당하는 1 ， 1 49，300명 수준이다(표 7) 

4) 지역별 예상환자수 

발병률을 30%로 고정하고， 1 6개 시도별로 인구분포를 

달리하여 계산한 입원환자 수， 외래환자 수， 사망자의 분 

포는 표 8 .과 같다. 인구수에 비례하여 환자 수 및 사망자 

수가 증가하며 ， 연령별 분포에 따라 그 비율은 조금씩 차 

이가 있다 이 시률레이션 결과는 대체적인 경향성 파악 

과 대유행 대비 관련 정책에 이용하는 것 이외에는 특별 

표 7 인플루벤자 대유행시 발병률별 외래환자 수 예측 결과 

←I훌→훌빠M“플 cu톨!JI_ • • -• I아* • 0% ml 2!톨모 I톨 g*o‘ ml J J 
: 

0- 18 세 1.110.786 l ‘006.179 2.221 ,572 
(807,009‘ 2,524,155) 

19- 64 씨 3잊J3，:E 1 
5,859.527 7,812.700 (2‘.607,288, 10.200,600) 

65째 이상 876‘475 (006.665.‘ 2 14，3입，4.6，75182) 1.7않.949 

밍계 
5,893.612 8,840,418 11 .7하，224 

1&"(<앓:없h (4 ， 1 03，7없 ， 15,247,502) (5,471.683. 20,3JJ,002) 

전때 인구대비 % 12.2 ’8.2 24.3 
(5.6. 21.0) (8.5, 3’ 4) 0 1.3. 4’ 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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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8 대유행시 지역별 예상 환자수 

MWlt 수 얻g톨자수 ‘ • 외해홈짜수 

서를 10,969 48,60 1 1‘818,472 
인전 2.728 12,146 466,745 

t • 

부산 4,058 17,666 655.241 -- -“ 대구 2,765 12,138 460,235 - ~---_. 

흩션 1‘001 4,935 194.174 
“~ .. _--.. -‘_. 

대전 "잉7 6,820 262,933 .... -- ----
양추 1,491 6,615 257.344 

I 

경기 11,460 ~，없4 1,962,697 ---_. 
깅원 1.893 7,793 283,894 

i ‘· ““‘-‘ 
경남 3,60 1 15,200 567,178 ------
경륙 3,394 13,751 493.873 ----
전남 2,52 1 9,861 348,657 

전륙 2,275 9,235 335.970 --- --
흥남 2,457 9,958 360.535 
훌륙 1,758 7,377 273‘634 
히추 616 2,613 98‘837 
전국 54,594 235,592 8,840,4 18 

한 의미는 없다(표 8). 

川. 신종 인플루엔자 유행 대비 및 대저 

1. 신종 인즐루엔자로 인한 국가 위기 

가.위기정의 

국가위기란 국가의 주권 또는 국가를 구성하는 정치 • 

경제 • 사회 • 문화 체계 동 국가의 핵심요소나 가치에 중 

대한 위해가 가해질 가능성이 있거나 가해지고 있는 상태 

이며， 국가위기관리란 국가위기를 사전에 예방하고 발생 

에 대비하며 위기 발생시 효과적인 대응 및 복구를 통해 

그 피해와 영향을 최소화함으로써 조기에 위기 이전 상태 

로 복귀시키고자 하는 제반 활동을 말한다. 이 중 국가위 

기 관리대상으로서 전염병은 SARS, 조류독감， 광우병， 돼 

표 9 재난분야 국가위기관리체계 

CD NSC(국가안전보장회의) 

- 국가재난관리체계에 관한사항을기획 · 조정하고재난관리 

상황을종합함 

@ 중앙안전관리위원회(중앙위원회) 

- 재난관리에 관한중요정책을심의，조정하고중앙행정기관과 

협의 및 조정 역할을담당함 

- 중앙위원회 위원장은국무총리가되고국가안전보장과관련 

된 사항은 안보회의사무처와 협의 

@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앙대책본부) 

-대규모재난에 대한예방，대비，대웅，복구활동에 관한사항을 

총괄조정하고필요한조치를취함 

- 본부장(중앙본부장)은 행정 안전부 장관이 됨 

@ 중앙사고수습본부(수습본부) 

- 대규모재난발생시(전염병)주무부처의 장(보건복지가족부)소 

속 하에 설치하며 중앙대책본부와 긴밀한 협조 하에 발생된 재 

난을신속하게수습함. 

효}국재난관2/표준학희지 



재난으로서의 신종인플루맨자 유행 

지콜레라， 구제역 등 확산 시 국민의 건강， 생명 및 국가 

경제 동에 직간접적으로 영향을 미쳐 국가기반체계가 마 

비되는 상황을 초래할 가능성이 있어 이에 대한 대비가 

필요한 전염병을 말한다. 

나. 천염병 분야 위기 형태 

전염병 분야 위기 형태는 다음과 같은 것이 있을 수 있다 

@ 해외 신종 전염병의 국내 유입 및 전국적 확산 

- 해외에서 발생한 신종 전염병에 감염된 환자를 통해 

전국적 규모로 확산되어 대규모 전염병 환자 발생을 

말한다. 

@ 국내 신종 전염병의 전국적 확산 

- 국내에서 발생한 신종전염병이 전국적으로 확산되어 

대규모 전염병 환자 발생을 말한다 

@ 국내 재출현 전염병의 전국적 확산 

- 사라진 전염병이 전국적 규모로 확산되어 대규모 환 

자발생을말한다 

@ 자연재해로 인한 수인성전염병의 전국적 확산 

- 태풍이나 집중호우 퉁 자연재해로 인한 수해지역에서 

대규모수인성 전염병 환자발생을 말한다. 

2. 신종 인플루엔자로 인한 국가 위기 관리 체|계 

가. 신중 인플루엔자로 인한 국가 위기 관리 조직 

신종 인플루엔자로 인한 국가 위기 관리 조직은 보건복 

지가족부가 주관기관으로서 외교통상부， 법무부， 국방부， 

행정안전부， 농림수산식품부 등이 유관기관으로서 협조 

및지원을하게 된다 

위기경보 전파/조쳐 빼계도 

그림 1. 위기경보 전파/조치 체계도 

제2권 제3호 2009던 9윌 

나. 대유행시 위기 경보 발령 및 천파 

1 ) 위기 경보결정 주체 및 단계 

위기 경보 결정 주체 및 단계는 다음과 같은데， 위기경 

보 의사결정의 주체로서 보건복지가족부 장관이 최종 결 

정하고 위기평가회의에서 위기경보 발령을 위한 의사결 

정에 대한자문을 한다. 

위기경보 발령 단계는다음과같다. 

- 1 단계 · 위기 징후 포착 또는 발생 예상 시 위기경보 

를준비한다. 

- 2단계 ’ 위기평가회의에 위기경보 발령을 안건으로 상 

정하여 위험 수준을 평가한다. 

내부위기평가회의 : 보건복지가족부/질병관리본부/지자 

체등 

외부위기평가회의 : 관계부처/외부 관계기관 동 

- 3단계 위기경보 발령 및 NSC, 유관기관에 발령내용 

을통보한다. 

2) 위기경보전파 

질병관리본부장은 위기발령 즉시 관할 시도， 유관기관 

동에 비상연락망을 통한 유선 통보 및 전자문서를 발송한 

다 또한 보건복지가족부， 질병관리본부(주관기관)는 자체 

위기평가회의 결과 및 유관기관의 의견을 종합적으로 고 

려하여 위기수준에 해당하는 경보를 발령하고， 국가안전 

보장회의사무처(위기관리센터) 및 유관기관에 신속하게 

통보한다. 보건복지가족부， 질병관리본부는 범정부적 차 

원의 조치가 요구되는 경계 또는 심각 단계의 위기 경보 

를 발령할 경우에는 국가안전보장회의사무처(위기관리센 

터) 및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장(행정안전부장관)과 사전 

에 협의하여 경보를 발령하도록 하고 있다. 또한 위기경 

보 수준을 수정， 조정할 필요가 있을 경우에는 국가안전 

보장회의사무처(위기관리센터) 및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장과 사전협의를 통해 재조정하도록 한다. 

3) 관계부처 협조사항 

신종 인플루엔자 대유행 시 관계부처 간 협조 사항은 

표 1 0과 같다. 

다. 신총인플루엔자 대유행시 위기 대용 체계 

전염병 위기관리 체계 및 역할로서 각 위기 관리 기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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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10. 대유행 관련 관계부처 협조사항 

준비 

:ι.n깅 

가금휴의 초류인률루엔자 예징 및 모니터링 강화 I(농힘￥) 
인플루앤자백신 원효 국내 생산기반 구축 추진 I(산업자윈부) 
썩신 캐낼 연구사엉 추진 I(과학기 • .ljI.) 
군부대 내 장엉 및 농장종사자여| 대한 예앙정증 등 I(국앙.ljI.，농림.ljI.) 
건강핀리 및 교욕홍보 

냐 빼외 밑생동항얘 대한 정모 찌공 (외교를상부， 
국가정보월) 

핀십 I~ 가금휴 및 야생조류에 대한 관리 대핵 강구 
J 농징 종사자여| 대한 뼈앙접종， 홍보 용 건강관리 
뼈외 여뺑객얘 대한 예방훌보 

(농립후，환경우) 
(농립부) 

대국인 홍보 

냉 대용 예비비 깅급 ... 입 

9 재외국민에 대한 방생동양， 위생수칙， 훌오 교육 
혀외 암생 동양얘 대한 신속 용보 

주의 I~ 훌입국 관리 깅화대핵 시행 

(문화판광부) 
(국정홍보치) 
5패혜잔쳐I 
(외교용상부) 

(외교톰상부， 

국가정보원) 

(엉우부) 

경계 

‘i 궁 의료인력 지원계획 수림 및 협의 
네대국민 용보앙동 

(국앙.ljI.) 

(앵정자치부， 

국정흩보처) 

가금류 및 야생조류에 대한 모니터굉 강화 I(놓힘￥.환경우) 
내 해외 \1{생동횡때 대한 모니터굉， ‘J생국때 대한 여 I(외교톰상부， 
앵자세 및 찌외국인(유학생， 추재관l모니터링 강화 l국가정보월) 

J 훌입국 관리 강화대획 시행 I(업우부) 

I(국앙부) 
냐 군 의료인력 지원 및 군부대내 상횡싱 훌영 ! 

I(영정자쳐.ljI.， 
위험지역 여행 자찌 및 얘잉·흥보， 선진성 보도 및 l 

|국정훌보처) 
오보 등여| 대한 혀극적 대응 | 

I(를링부，환경후) ‘j 가급류 및 야생조휴에 대한 관리 강화 | 
: |(샘자월부 액신확보， 액심주 도입 및 핵신생산 추진， 접종 l 

l어율의약품안전칭) 
뭘요툴지 비쭉 추진 (예산 지원 기획예산치) 

냐 해외 밑생동횡11 대한 모니터굉， 임생국에 대한 여 I(외교톰상부， 

행 금지 및 쩌외국민(유학생， 쭈째관)모니터굉 강화 !국가정보월) 

J 훌입국 관리 강화대핵 시행 I(업무후) 
군 의료 인력 지월 및 군부대내 싱앙심 훈영 I(국앙￥) 

I~ 24시간 1 ’9연계 환자후용 1(9 정자치.ljI.) 
때 대국민 용모 엄엄싱횡 및 얘앙요헝 I(국정용보처) 

심각 니 위험지역 여행 지채 및 얘앙· 홍보， 선전성 보도 및 lì행정자*1 ￥， 
오보 등에 대한 적극칙 대용 l국정용보처) 

J 가금휴 및 o~생죠휴에 대한 관리 깅화 I(농립후.환경쭈) 
항바이러스제 생산 ‘ *악 I(식품의악용E앤청， 
억신 확보 및 국내생산 추진， 정종 |산업자월부) 

뭘요톨자 비축 추진 (예산 지원기획얘산처) 

-- '1μ1!LiI 

............ !j흐!>1!! 

그림 2 전염병 위기 대응 종합체계도 

은 기관별로 신종인플루엔자 대유행에 대한 계획을 수립 

하여야하며 각기관별 임무는표 11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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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11 국가 전염병 위기관리 기관멸 임무 

기 관 」 주요 얻무 ’ 
중앙사고수습본부 

중앙빙역대책본부 

시 도 및 시군구 
방역대잭몬부 

시도， 시군구， 

긴급빙역대용반， 

커@소 

• 유관기판에 대한 협조요청 및 상황전파 

• 시속대응륜위한제도개서 

조정 및 지시 

• 경보수훈연 비상망역근 무 운영 
유관7 관에 대한 협조 요청 및 상황 전파 

• 지자처벌 시고 상황 파악 및 대응 

• 경보수훈영 비상빙역근? 

• 지지서 유관7 판업 협조체계 -f '혁 
• 잉익대책온부 룬잉 

• 암억대 s 인프라 협조 • 지원 

• 대응지심에 따흔 신속한 대응 

• 신속한 방역대 응반 -f성 및 익힐 부여 
• 경보수준엽 비상밍역근무 

IV. 결 론 

전통적인 재난에 대한 관리 체계는 재난관리라는 큰 틀 

내에서의 원칙은 변함이 없더라도 최근 나타나고 있는 신 

종 재난， 특히 신종인플루엔자의 대유행같은 신종 전염병 

의 창궐에 대하여서는 부족한 실정이다- 물론 재난관리에 

서 기본이 되어야 할 재난의 유형은 가장 피해액이 큰 풍 

수해라고 볼 수 있으나， 재난관리체계를 자연재해와 인적 

재난 말고도 새롭게 대두되는 신종 재난의 다양한 형태에 

대비하여 재정비해야 할 시점이라고 보인다 

본 연구는 한국과학재단 특정기초연구(RO 1-2006-000-

11 266-0)지원으로 수행되었음 

잡고문헌 

1. 보건복지부/질병관리본부 신종 인플루엔자 대유행 시 치 

료거점병원 교육교재 .2009 

2 보건복지부/질병관리본부. 신종 인플루엔자 대유행 대비. 

대응계획 2006 

3. 보건복지부/질병관리본부 신종인플루엔지- A(HINI) 예방 

및 환자관리 지침‘ 2009 

4. 보건복지부/질병관리본부 신종인플루엔자 A(H IN I) 상담 

용 매뉴얼.2009 

5. 81endon RJ, 8enson 1M, DesRoches C, Raleigh E, Taylor

Clark K. The public’s response to severe acute respiratory syn

drome in Toronto and the United States. Clin Infect Dis 

38:925-31 , 2004. 

6. 81endon RJ , Koonin LM, Benson JM , Cetron MS , Pollard 

WE, Mitchell EW, et al. Public response to cO ll1 ll1unity ll1 iti-

흔}국재난곤Vi'./.표준학희지 



재난으로서의 신종인플루엔자 유행 

gation measures for pandemic influenza. Emerg lnfect Dis 

14:778-86, 2008 

7. Bootsma MCJ, Ferguson NM. The etfect ofpublic health mea

sures on the 1918 influenza pandemic in U.S. cities. Proc Natl 

Acad Sci USA 104:7588-93, 2007. 

8. de Zwart 0 , Veldhllijzen lK, Elam G, Aro AR, Abraham T, 

Bishop GD, et al. Avian inflllenza risk perception, Europe and 

Asia. Emerg lnfect Dis 13:290-3, 2007 

9. Hatchett RJ , Mecher CE, Lipsitch M. PlIblic health interven

tions and epidemic intensity during the 1918 i삐lIenza pan

demic. Proc Natl Acad Sci USA 104:7582-7, 2007 

10. Halloran ME, Ferguson NM, Eubank S, Longini 1M, C lIm-

제2권 제3호 2009던 9윌 

mings DAT, Lewis B, et al. Modeling targeted layered con

tainment of an influenza pandemic in the United States. Proc 

Natl Acad Sci USA 105 :4639-44, 2008 

11. Low DE. Pandemic planning: non-pharmaceutical interven

tions. Respirology, 13 Supplement 1 ’ S44-8, 2008 

12. Markel H, Lipman HB, Navarro JA, Sloan A, Michalsen JR, 

Stern AM, et al. Non-pharmaceutical interventions irnple

mented by US cities during the 1918-1919 inflllenza pan

demic. JAMA 298:644-54, 2007. 

13. WHO. WHO checkJ ist for influenza pandemic preparedness 

planning. Geneva: World Health Organization; 2005. 

15 


	요약
	Ⅰ. 서론 및 배경
	Ⅱ. 신종 재난으로서 신종인플루엔자 유행
	Ⅲ. 신종 인플루엔자 유행 대비 및 대처
	Ⅳ. 결론
	참고문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