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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론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Coronavirus Infectious Disease-19, 이하 COVID-19)는 2020년 1월 국내 첫 확진자가 발생한 이후 1만명 이

상의 확진자가 발생하고 있다. 발생 유형이 초기 해외 유입 등의 개인 발생에서 종교 집단, 의료기관, 클럽 등의 집단 감염 발생으로, 특

정 지역 발생에서 전국적인 산발 감염 발생으로 지속적으로 확산되고 있어 의료기관 유입 및 집단 감염 위험성이 더욱 높아지고 있다. 

이에 일반 치료병상과 국가지정입원치료격리병상을 함께 운영 중인 의료기관의 COVID-19 대응 5단계 시스템 구축 및 효과를 공유하

고자 한다. 

2020년 1월 4일 “중국 우한시 원인불명 폐렴 집단발생 관련 감염병 대비·대응 철저 안내” 공문에 따라 국가지정입원치료격리병상(이하 격리병상) 비상 

가동 대비를 하고 있던 중, 1월 20일 중국 우한폐렴 국내 첫 확진자가 발생했다. 1월 21일 비상대책 회의를 통해 즉시 원내 선별진료소 확대 설치 가동

하고, 1월25일 확진자 수용 요청을 받아 격리병상을 가동했다. 1월 28일 출입구 체온 측정과 열감별 스티커를 부착하여 출입자 전수 관리를 시작하고 

2월 11일 호흡기·발열 증상이 의심되는 환자를 일반 외래 구역과 별도 분리하기 위한 안심외래센터 (이하 호흡기 발열클리닉)를 가동, 2월 13일 폐렴(

의심) 환자를 일반 병동 구역과 별도 분리하기 위한 폐렴감시병동 (Pneumonia Survaillance Unit, 이하 PSU)을 가동했다. 이후, 2월 17일 대구 확진자 

발생 이후 급증하는 집단 감염 발생과 무증상 확진자에 대비하여 3월 2일 입원선별병동(Admission Screening Unit, 이하 ASU)을 가동하였다. 

결과 

COVID-19 감염관리를 위한 5단계 대응 시스템이 구축 후 각 단계별 확진자 발생시 원내 유입이 되지 않아 의료기관 내 집단 감염 발생

이 없었다. 현재 지속적으로 확산되는 COVID-19 감염관리를 위해 단계별 대응 시스템에 대한 지속적인 관심과 꾸준한 시스템 강화, 세

부 지침 개정 등으로 원내 COVID-19 유입 방지를 위한 노력을 계속적으로 시행하고자 한다.  

P-03 

국내 COVID-19 확진자 발생 현황을 고려하여 상황별 대응 시스템을 마련하였고, 현재 5단계 대응 시스템을 구축하였다. 각 단계는 1단계(출입자 전수 

조사), 2단계(호흡기 발열클리닉), 3단계(선별 진료소), 4단계(입원선별병동과 폐렴감시병동), 5단계(격리병상 내 확진자 치료)으로 구성된다. 단계별 내

용은 1단계, 출입자 전수 조사를 통해 증상과 역학적 연관성 여부를 확인 후 이상 없으면 일반 외래 진료, 호흡기·발열 증상이 의심되면 2단계 호흡기 

발열클리닉 진료, 역학적 연관성이 확인되면 3단계 선별진료소 진료를 안내한다. 4단계는 입원 대상 환자에게 적용하여 첫째, 입원 예약 환자는 입원 

예정 1일 전 RT-PCR 검사 후 음성이면 일반 병동 입원, 긴급 입원인 경우 입원선별병동에 입원 후 검사가 음성이면 일반 병동으로 전동한다. 둘째, 폐

렴(의심) 환자는 폐렴감시병동 입원 후 호흡기내과 협진을 보고 2차 결과 음성이면 일반 병동으로 전동한다. 마지막 5단계는 격리병상으로 확진자 발

생시 수용하여 치료하고 있다. 3월 2일 시스템 구축 이후 8월 26일 기준으로 총 97명의 확진자 발생에 대응하였고, 단계별 명수는 2단계 호흡기발열클

리닉 8명, 3단계 선별진료소 22명, 4단계 입원선별병동 1명, 5단계 격리병상 수용 68명(원내 3단계 발생 2명 포함)이다.  

1단계 : 출입 전수 조사 

2단계 : 호흡기 발열 클리닉 

3단계 : 선별진료소 

분류표 

4단계 : 입원선별병동 
          폐렴감시병동 

5단계 : 국가지정입원치료병상 

양성 : 8명 

양성 : 22명 

양성 : 1명 

중환자 수용 양성 : 68명 
(원내 2명 포함) 

시스템 구축 

 
- 총 97명 양성 
 
-  전수 : 31명 양성 

- 외부 수용 66명 
 
 

원내 유입 안됨 

확진자 발생 대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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