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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 대응 지침(지자체용) 개정전후대비표

<중앙방역대책본부 법무지침팀> 

쪽 현행(9-5-1판) 10판 개정 개정사유

ⅰ

<법무지침팀> 일러두기

법적 근거 및 대응방향 관련 사항 안내

다른 지침과의 관계 명확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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쪽 현행(9-5-1판) 10판 개정 개정사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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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개요

 2. 의사환자 대응 방안

 3. 조사대상 유증상자 대응방안

<법무지침팀>

역학조사와 대응방안의 큰 목차를 확진환자 

대응방안과 의사환자 및 조사대상 유증상자 

대응방안으로 목차 정리

Ⅱ. 사례 및 감염병의심자 정의

9

본 사례 정의는 국내 유입된 코로나19의 위기경보 

수준 ’심각단계’ 상황에 적용하며, 국내 확진환자 발생, 

역학조사 결과 및 유행 수준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 -----------------------------------

------------------------

◆ -----------------------------------

-----------------------

◆ 본 사례 정의는 코로나19 예방접종력과는 무관

하게 적용됨

<환자관리팀>

사례 정의와 코로나19 예방접종력과의 관계 명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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쪽 현행(9-5-1판) 10판 개정 개정사유

9

1. 사례 정의

 ※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 역학적 연관성, 증상 유무, 지역과 

관계없이 무료로 코로나19 진단검사 가능(별도공지 시 까지) 

 ▶ 수정근거: 중앙방역대책본부-7055(2021.4.8.)호

1. --------- <진단검사운영팀/총괄조정팀>

지역 구분 없이 검사 가능 강조

사회적 거리 두기 단계 및 기관별 검사 무료 대상 

안내 명확화

10

<진단총괄팀>

자가검사키트에 대한 식약처 조건부 허가 관련하여 

적극적 검사 권고 대상에 자가검사 결과 양성인 경우 

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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쪽 현행(9-5-1판) 10판 개정 개정사유

Ⅲ. 감염병환자 신고·보고체계

13

3. 조사대상 유증상자 신고·보고

 나. 발생 신고 등

  ○ (의료기관 관할 보건소) 코로나19 정보관리시스템 감염병

웹신고를 하도록 관내 의료기관에 안내

   - 신고서의 환자분류에 의사환자 선택 후 비고(특이사항)란에 

반드시「조사대상 유증상자」 구분 입력

     * 응급선별검사 또는 신속항원검사 결과 양성인 경우 

비고(특이사항)란에 반드시「조사대상 유증상자1」 

및 「응급선별검사 또는 신속항원검사 결과 양성」 

함께 입력

   - 기타 주요사항을 반드시 상세하게 입력

3. --------------------

 나. ----------

  ○ (------------)-------정보관리시스템을 통해--

------------------------------

   - -------- “환자분류” 중 “의사환자”에 체크하고, 

또한 “비고(특이사항)”에도 “조사대상 유증상자”임을 

추가 입력하고, 신고서 내용 이외 기타 주요사항도 

상세하게 입력토록 함

<진단총괄팀>

자구 수정 및 자가검사 양성의 경우 입력 방법 

안내

14

5. 확진환자 사망 신고·보고

 ○ 확진환자의 사망사례는 최초 인지 병원 또는 의료기관 

관할 보건소가 (추정)사망원인과 사망일시 등을 질병관

리청 종합상황실로 즉시 유선 보고

5. ----------------

 ○ ----------------------------------------- 

------ 인적사항, 사망일시 및 (추정)사망원인 ----- 

---------

<환자관리팀>

문구 수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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쪽 현행(9-5-1판) 10판 개정 개정사유

14

 ○ 발생신고와 사망신고를 코로나19 정보관리시스템에 입력

   - 감염병 환자 보고 등록에서 사망보고를 선택 후 환자의 

인적사항 조회 입력

(신설)

 ○ (의료기관/보건소) -------------------------

--------

   - --------------------------------------

-----------

   - 감염병 발생을 신고하기 전에 환자가 사망한 경우에는 

발생신고와 사망신고를 모두 입력

<환자관리팀>

발생, 사망 신고관련 상세설명 추가

14

<환자관리팀>

코로나19 정보관리시스템 화면 업데이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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쪽 현행(9-5-1판) 10판 개정 개정사유

Ⅳ. 해외입국자 관리방안

16

~

17

○ 중증 및 고위험군 확진자의 경우

 - (국립인천공항검역소) 내·외국인 관계없이 국립중앙의료원에 

병상배정요청

(신설)

(1) --------------------

 ○ (국립인천공항검역소, 방대본 운영 임시생활시설) ---

-------------------

▶ 기존 절차대로 운영하되, 환자상태가 응급·중증이라 

국립중앙의료원 배정 및 이송대기가 어려운 응급환자일 

경우 아래 절차 준수

○ (국립인천공항검역소) 환자 거주지와 상관없이 인천 

소재 감염병 (거점)전담병원으로 이송, 해당 사실을 

환자 거주지 관할 시·도에 공유▶

○ (방대본 운영 임시생활시설) 환자 거주지와 상관없이 

시설 소재 감염병 (거점)전담병원으로 이송, 해당 사실을 

환자 거주지 관할 시·도에 공유▶

○ (인천소재 감염병 (거점)전담병원 등) 이송한 환자에게 

필요한 의학적 조치 실시, 환자 상태 등에 따라 전원이 

가능해진 경우 환자 거주지 시·도 환자관리반에 병상

배정 요청▶

○ (환자 거주지 관할 시·도) 인천지역 의료기관으로부터 

전원요청을 받은 경우 신속한 병상배정 및 전원지원▶

▶ (공통) 서울, 인천, 경기지역 환자일 경우: 수도권 

공동대응상황실 담당

<격리관리팀>

방대본 운영 임시생활시설 역할 안내

<중수본 환자병상관리팀>

인천공항 검역단계에서 발생하는 코로나19 관련 

응급환자에 대한 협조요청(정정) 안내 적용('21.1.

19, 중수본-212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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쪽 현행(9-5-1판) 10판 개정 개정사유

17

○ 경증 확진자의 경우

 < 공항 >

 - (국내에 거주지 있는 내국인) 검역소는 확진자 거주지 

소재 시·도 연락담당관에게 연락하여 시·도 환자관리반

에서 병상(생활치료센터 포함) 배정하도록 요청

   * 장거리 이동이 요구되는 등 거주지 소재 병상 배정이 

어려운 경우(예. 국립인천공항으로 입국한 제주도민), 

거주지 소재 시도 환자관리반이 중수본 환자병상관리팀

(환자시설팀)에 연락하여 중수본 지정 생활치료센터에 

입소 요청 가능

 - (국내에 거주지 불분명한 내국인) 검역소는 중수본 환자

병상관리팀 (환자시설팀)에 연락하여 중수본 지정 생활

치료센터에 배정

 - (외국인) 장기거주·단기체류 여부 및 거주지 위치 불문

하고 중수본 환자병상관리팀 (환자시설팀)에 연락하여 

중수본 지정 생활치료센터에 배정

< 항만 > 

 - (국내에 거주지 있는 내국인) 검역소는 확진자 거주지 

소재 시·도 연락담당관에게 연락하여 거주지 소재 시·도 

환자관리반에서 병상(생활치료센터 포함) 배정하도록 요청

   * 거주지 소재 시·도 내 배정이 원칙이나 관내 시설이 

부족한 경우, 거주지 소재 시·도 환자관리반이 중수본 

환자병상관리팀(환자시설팀)에 연락하여 중수본 지정 

생활치료센터에 입소 요청 가능

 - (국내에 거주지 불분명한 내국인) 검역소 소재 시·도 연락

담당관에게 연락하여 검역소 소재 시·도 환자관리반에서 

(2) --------------(공항, 방대본 운영 임시생활시설)

 ○ (---------------) 검역소 및 방대본 운영임시생활

시설은 ----------------------------------

------------------------

▶ -------------------------------------

-------------------------------------

--------------------- 중수본 생활치료센터

확충팀---------------------------------

--------

 ○ (---------------------) 검역소 및 방대본 운영 

임시생활시설은 중수본 생활치료센터확충팀 -------

-----------------

 ○ (-----) --------------------------------

--- 중수본 생활치료센터확충팀----------------

--------------------

(3) 경증 확진자의 경우(항만, 해수부 운영 격리시설)

 ○ (---------------) 검역소 및 해수부 운영 격리시설은 

-----------------------------------------

-----------------------------------------

▶ ------------------------------- 중수본 

생활치료센터확충팀------------------------

---------------------------

 ○ (------------------) 검역소 및 해수부 운영 격리

시설은 검역소 및 해수부 운영 격리시설 ----------

<격리관리팀>

방대본 운영 임시생활시설, 해수부 운영 격리시설 

역할 안내

<중수본 생활치료센터확충팀>

입소 관련 중수본 환자병상관리팀에서 중수본 

생활치료센터확충팀으로 업무 소관 변경



- 8 -

쪽 현행(9-5-1판) 10판 개정 개정사유

병상(생활치료센터 포함) 배정하도록 요청

   * 검역소 소재 시·도 내 배정이 원칙이나 관내 시설이 

부족한 경우, 검역소 소재 시·도 환자관리반이 중수본 

환자병상관리팀(환자시설팀)에 연락하여 중수본 지정 

생활치료센터에 입소 요청 가능

 - (외국인) 검역소는 장기거주·단기체류 여부 및 거주지 

위치 불문하고 검역소 소재지 시·도 연락담당관에게 연락

하여 검역소 소재 시·도 환자관리반에서 병상(생활치료센터 

포함) 배정하도록 요청

   * 검역소 소재 시·도 내 배정이 원칙이나 관내 시설이 

부족한 경우, 검역소 소재 시·도 환자관리반이 중수본 

환자병상관리팀(환자시설팀)에 연락하여 중수본 지정 

생활치료센터에 입소 요청 가능

----- 검역소 및 해수부 운영 격리시설 소재 -----

▶ 검역소 및 해수부 운영 격리시설 ---------------
------------------------------------중수본 
생활치료센터확충팀---------------------------
--------------------

 ○ (----) 검역소 및 해수부 운영 격리시설은 -------

------- 검역소 및 해수부 운영 격리시설 -------

--- 검역소 및 해수부 운영 격리시설 -----------

-----------------------

▶ 검역소 및 해수부 운영 격리시설 ---------------
------------------------------------중수본 
생활치료센터확충팀---------------------------
--------------------

18

나) 병상배정 통보

 ○ (시 ·도 연락담당관) 시·도 환자관리반을 통해 중증도에 

따른 병상(생활치료센터 포함) 배정 후 검역소에 결과 

통보 

나) ---------

 ○ ---------------------------------------

----------------------- 검역소 및 방대본 운영 

임시생활시설 또는 해수부 운영 격리시설---------

<격리관리팀>

병상배정 관련 결과 통보 시설 추가 

21

○ 교류확대 가능 국가를 제외한 모든 입국자는 입국일로부터 

13일째(격리해제 전) 추가검사 1회 실시

○ --------------------------------------- 

12~13일--------------------------

<공통>

관할 지자체 검사 인력 등 종합적인 여건에 따른 검사 

지연을 고려하여 검사일 수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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Ⅴ. 역학조사 → 확진환자 대응방안

25

가. 확진환자 관리

 3) 병원 치료가 필요하지 않은 경우(생활치료센터 입소)

1. -----------

 다. ----------------------------------

<중수본 생활치료센터확충팀>

생활치료센터 입소 기준 변경 안내 적용

(’20.12.18, 중수본-33428호)

26

① 입원환자 중 의사의 판단에 따라 퇴원기준에 합당한 경우

 라) 시설(생활치료센터)

  ○ 전원, 퇴원, 사망, 격리해제 등 주요 상황 발생 시 실거주지 

관할 보건소에 유선 보고

  ○ 퇴소(격리해제)자가 퇴소일(당일 미포함*) 이후 요청 시 

실거주지 관할 보건소는 격리해제 확인서 발급

   - 국내에 주소지가 없는 외국인의 경우 생활치료센터 소재지 

관할 보건소에서 발급

    * 퇴소일까지는 중수본에서 발급

1) ---------------------------------------

 라) --------------

  ○ ----------------------------------------

-------------

  ○ ----------------------------------------

------------------------

   - ----------------------------------------

----------------

<중수본 생활치료센터확충팀>

자구 수정 및 소관 삭제

27

② 확진환자 중 중증도 분류에 따라 병원 치료가 필요하지 않다고 

분류한 자

  ※ 가능한 관할 지역 내 가용할 병상이 부족 시 적용

2) ------------------------------------------

-------

▶ -----------------------

<중수본 생활치료센터확충팀>

자구 수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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쪽 현행(9-5-1판) 10판 개정 개정사유

28

다) 시설(생활치료센터)

 ○ 전원, 퇴원, 사망, 격리해제 등 주요 상황 발생 시 실거주지 관할 

보건소에 유선 보고

 ○ 퇴소(격리해제)자가 퇴소일(당일 미포함*) 이후 요청 시 실거주지 

관할 보건소는 격리해제 확인서 발급

  - 국내에 주소지가 없는 외국인의 경우 생활치료센터 소재지 관할 

보건소에서 발급

   * 퇴소일까지는 중수본에서 발급

다) -----------

 ○ ---------------------------------------------

------------

 ○ ---------------------------------------------

----------------------

▶ --------------------------------------

-----------

<중수본 생활치료센터확충팀>

자구 수정 및 소관 확인

30

<참고>

○ 임상경과 기반 기준 적용 시 기간 기준과 증상 기준 

모두를 충족하여야 하며, 검사기반 기준 적용 시 

검사기준과 증상 기준 모두를 충족하여야 함  

○ 임상경과 기반 기준 또는 검사기반 기준 중 먼저 

격리해제를 할 수 있는 기준을 적용할 수 있음

◆ 참고

○ -----------------------------------

-----------------------------------

---------------------------

○ -----------------------------------

----------을 의료진의 판단에 따라 적용함

<환자관리팀>

격리해제 기준 적용에 있어 현장의료진의 판단에 

대한 내용을 명확히 강화하기 위해 문구 추가

30

2) 격리해제 관리

 ○ 의료기관, 생활치료센터, 실거주지 관할 보건소는 격리해제 기준에 

따라 격리해제 여부를 판단하고 격리를 해제

(신설)

다. 격리해제 관리

 ○ 의료기관, 생활치료센터, 실거주지 관할 보건소는 격리해제 기준에 

따라 격리해제 여부를 판단하고 격리를 해제

 ○ 퇴원(소) 시 코로나19 격리해제자 안내문 전달

▶ 의료기관/생활치료센터 격리해제 시: 각 병원 및 

생활치료센터에서 전달

▶ 의료기관/생활치료센터 외 장소에서 격리해제 시: 

실거주지 관할 보건소에서 전달

<환자관리팀>

의료기관, 생활치료센터, 실거주지 관할 보건소 

모두 격리해제자에 대한 안내문 전달



- 11 -

쪽 현행(9-5-1판) 10판 개정 개정사유

31

나. 확진환자 격리해제

※ 입원·전원·시설 입소 시 단계별 대응 주체

2. --------------

[입원·전원·시설 입소 시 단계별 대응 주체]

<환자관리팀>

지침 구성에 맞춰 위치 이동

32

2. 역학조사 실무

 역학조사 대응절차

3. 역학조사

[대응절차]

<역학조사팀>

역학조사 대응 절차 중 사례구분, 조사대상 등 

추가

33

- 기관별 역할 [주체별 역학조사 관련 역할 및 책임] <역학조사팀>

기관별 역할 중 담당인력에 방역관 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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쪽 현행(9-5-1판) 10판 개정 개정사유

35

2. 역학조사 실무

 ○ 역학조사 방법

  - 환경조사(시설, 업무형태 등) 및 검체 채취, 역학조사에 

필요한 전문가 자문 등

1. 개요 

라. 방법 및 내용

  - ----------------- 환경검체 ------------ -

-----------------

<역학조사팀>

역학조사 방법 중 인체검체와 혼선을 방지하기 위해 

환경검체로 명확하게 자구 수정 

35

○ 역학조사 내용

 -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2조

(역학조사의 내용) 및 기초역학조사서에 따라 역학조사를 

실시 

  ① 감염병환자등의 인적 사항: 코로나19 환자 및 의심환자의 

성명, 나이, 성별, 주민등록번호, 거주지 주소, 연락처, 

등록장애인 여부 등

<역학조사팀>

역학조사 과정 중 수집할 수 있는 인적 사항에 

예방접종 내용 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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쪽 현행(9-5-1판) 10판 개정 개정사유

36

(신설) 마. 공항 및 항만 입국 검역대응 단계에서의 확진환자 역학

조사ž등록

▶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검역 대응지침｣ 참조

○ (확진자 발생 보고) 최초 인지한 검역소는 질병관리청

(종합상황실, 검역정책과, 권역센터 감염병대응과)으로 확

진자 발생 상황 메모보고

▶ 건강상태질문서, 기초역학조사서 첨부 

○ (환자 발생 통보) 검역소는 ‘감염병자동통보지원프로그램’을 

통해 확진자 거주지 관할 보건소(시ㆍ도 포함)에 환자 발생 

통보(접촉자는 공문 통보)

▶ 외국인 및 주소지가 불분명한 내국인의 경우, 병원 또는 

시설 소재지 관할 보건소(시‧도 포함)가 역학조사 실시

○ (확진자 역학조사) 확진자 실거주지 관할 보건소(시ㆍ도 

포함)는 검역단계에서 확진된 확진환자의 발생을 인지

(통보받은) 후, 이 지침에 따라 역학조사 실시

▶ [서식 6] 코로나19 기초역학조사서(확진환자), [서식 23] 

코로나19 심층역학조사서(확진환자)를 최초 인지 후 

각각 24시간, 48시간 이내 코로나19 정보관리시스템에 

입력 및 첨부

▶ 역학조사관 또는 공중보건의가 없거나 대응이 어려운

(확진자 다수 발생 등) 검역소의 경우, 검역관이 

역학조사서 작성 후 권역센터에 역학조사 지원 요청

<역학조사팀>

검역대응 단계 중 검역소, 보건소 업무 명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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쪽 현행(9-5-1판) 10판 개정 개정사유

41

가. 사전 준비

 ○ 접촉자에 대한 긴급조치 및 준비사항 전달

  - 집단시설의 인력, 이용자, 환경 등 일반 현황 자료 등을 

확보하고, 역학조사 및 현장대응 위한 행정조치 시행 

고지(공문, 사전고지문 등)

가. ---------

 2) -----------------------------

  ○ 사업장 및 ------------------------------

--------------------------------------

----------------

<역학조사팀>

접촉자 관련 조치 대상 시설에 사업장 추가

41

나. 현장 대응

 ○ 역학조사

  - (사전고지) 감염병예방법에 따라 조사가 이루어짐을 환자 

및 관련자(시설장)에게 고지

   * 관련 : 감염병예방법 제18조 역학조사, 제76조의2 

개인정보 제공 요청

나. -------

 3) -------

  ○ (-------) ｢감염병예방법｣▶ -----------------

--------------------------

▶ 관련 조문 : --------------------------------

(정보 제공 요청 및 정보 확인 등) 등

<역학조사팀>

감염병예방에관한 법률 조문 내용과 일치하도록 자구 

수정

41

【확진환자 접촉자 조사 참고 사항】

∙ 증상발생 2일 전부터 접촉자 범위 설정

  ※ 무증상자의 경우 검체 채취일 기준 2일전부터 접촉자 

범위 설정

∙ 접촉자 범위는 시‧도 즉각대응팀이 확진환자의 증상 

및 마스크 착용 여부, 체류기간, 노출상황 및 시기 

등을 고려하여 결정

  ※ 동거생활, 식사, 예배, 강의, 노래방, 상담 등 비말이 

배출되는 상황에서 전파가 주로 발생하고 있어 신속

하게 접촉자 조사를 실시하여 즉시 자가격리 조치를 

시행하고 필요 시 추가 조사

▶ -----------------

 - ----------------------------

   ⇒ -----------------------------------

------

 - -------------------------------------

-------------------------------------

------------

   ⇒ -----------------------------------

----------------------발생하므로 신속하게 

접촉자 조사 및 자가격리 조치---------------

----

<역학조사팀>

자구 수정을 통한 의미 명확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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쪽 현행(9-5-1판) 10판 개정 개정사유

41

 (시설·환경 관리) 환자 거주 및 활동(직장, 학교, 병원 등) 

장소 등 시설 관리

 * 관련 : 감염병예방법(제47조) 보건소장의 판단에 따라 

소독 및 일시적 폐쇄 등

(신설)

○ (---------) -------(사업장, 직장, 학교, 병원 등) 

---------------

▶ ｢감염병예방법｣ 제47조에 따라 보건소장이 ------
------------- 명령 가능

 o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대응 집단시설·다중이용시설 
소독 안내」에 제시된 소독 방법에 따라 소독을 실시하며, 
시설 재개시간의 불필요한 연장 지양

<역학조사팀>

시설 관리 대상에 사업장을 포함하여 전파위험도 

평가 등을 실시할 수 있게 명문화

<역학조사팀/법무지침팀> 소독 후 시설 재개시간 

불필요한 연장 지양 안내 및 정리

42

- (접촉자 조사) 노출 장소, 시기별 접촉자 조사 및 분류   

 · 조사결과를 바탕으로 2차 상황평가를 실시하여 증상 발생일을 

재검토하고 그 결과에 따라 노출장소 및 접촉자 조사 범위 

재설정

(신설)

○ (---------) -----------------------------  

 - ----------------------------------------

---------------------------------------

-----

 - 협력업체 및 인적 교류 현황 등 정보 수집을 통해 접촉자 

조사 범위 설정

<역학조사팀>

최근 사업장을 중심으로 외국인 확진자 발생 관련 

정보 수집 수단 추가

(협럭업체 및 인적 교류 현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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쪽 현행(9-5-1판) 10판 개정 개정사유

42

다. 조치 사항

 ○ 위험도 평가 및 관리방법 결정

  - 시ㆍ도 방역관 또는 역학조사관이 현장조사 결과 정보를 

바탕으로 노출 상황, 시설‧환경, 운영 인력에 대해 

평가한 뒤 관리 계획 수립

   ·(위험도 평가) 노출기간, 범위, 강도

   ·(접촉자 평가) 연령, 기저질환, 독립적인 자립 생활 능력 등  

   ·(시설 평가) 시설 내 확진환자 및 접촉자 분산 배치를 

위한 가용 공간 

   ·(시설 운영능력) 확진환자, 접촉자 관리 인력, 감염관리 수준

다. --------

 1) ---------------------

  - ---------------------------------------

---------------------운영 인력 등에 ------

-------------------

▶ (--------) -------------, 사업장 내 기숙사 등 
집단시설 포함

 : 외국인의 경우, 시·도 다문화센터(통역지원) 등 유관기관 
협조 및 다국어 번역본(기초/심층 역학조사서)을 적극 
활용하여 신속한 위험도평가 및 역학조사 수행 

▶ (--------) --------------------, 협력업체 
및 인적교류 현황 등  

▶ (--------) ---------------------------
-----------

▶ (--------) ---------------------------

<역학조사팀>

자구 수정

최근 사업장을 중심으로 외국인 확진자 발생 관련 

시설에 대한 위험도 평가 부분 현행화

42

- 모니터링 체계 및 시설관리 방안 마련

 * 의료기관 내·외 접촉자 관리, 환자ㆍ보호자ㆍ직원 등 관

리, 방문객 관리, 환경소독, 감염관리 개선, 지역사회 

확산 방지 전략 등

(신설)

○ -------------------------

▶ 집단시설 및 ------------------------------

----------------------------------------

-------------

▶ 협력업체 및 업종별 관할 관리감독 기관 등과의 협조

체계 구축 및 관리방안 마련 등

<역학조사팀>

모니터링 체계 및 시설관리 방안 마련을 위해 

유관기관도 포함하여 논의하도록 명확히 함

협조체계 구축 대상 명문화

42

~

43

- 필요시 권역 질병대응센터/중앙방역대책본부와 관리방법* 

논의하여 결정

 * 응급실ㆍ병동(입원실)ㆍ외래ㆍ검사실 등 노출된 의료기

관 폐쇄여부ㆍ범위(단위)ㆍ조치사항 등 결정

○ -----권역센터/--------- 및 해당 시군구, 시설장과 

-------------------

▶ -------------------------------------

------------------------

<역학조사팀>

자구 수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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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5

- 집단시설 폐쇄 결정

  ·전파 위험이 높고, 격리 범위가 넓을 경우 시설관리 지자체 

방역관은 시설 폐쇄(전체/외래, 입원 등 일부) 여부 결정

(신설)

다) --------------

 ○ ----------------------------------------

------------------------, 범위 및 기간 결정

 ○ 다중이용시설의 경우, 시설 내 감염 및 전파 위험도평가 

결과에 따라 폐쇄 기간 결정(소독명령과 폐쇄명령 구분)

▶ ｢감염병예방법｣ 제47조에 따라 보건소장이 소독 및 
일시적 폐쇄 등 명령 가능

 o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대응 집단시설·다중이용시설 
소독 안내」에 제시된 소독 방법에 따라 소독을 실시하며, 
시설 재개시간의 불필요한 연장 지양

<역학조사팀>

다중이용시설에 대한 명확한 폐쇄 조치 근거 및 

구분을 통해 혼선 방지 및 불필요한 폐쇄 조치 

제한 안내

47

라. 상황 보고

 ○ 집단시설 또는 의료기관 발생 사례에 대한 시·도 즉각대응팀 

조사·관리 주요 결과는 서식에 따라 작성하여 매일 질병

관리청에 보고(이메일(kcdceid@korea.kr) 전송)

  * 전산시스템 개편 이후에는 전산시스템에 등록

라. 상황 보고

 ○ -----------------------------------------

-----------------------------------------

-------------------------------

▶ 이메일(kcdceid@korea.kr) 전송

▶ 전산시스템 개편 이후에는 전산시스템에 등록(추후 통보 예정)

<역학조사팀>

자구 수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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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 협력 업무

 ○ 시‧도 지역재난안전대책본부 지원반 주요조치 사항

구분 역할

시설·환경 

관리

∙ 이동제한, 특정장소 폐쇄, 환경 소독 등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환자이용 집단

시설·다중이용시설 소독 안내」

접촉자 

관리

∙ 격리 대상자 생활지원 및 능동모니터링

∙ 유증상자 발생시 선별 진료소 이송 

폐기물 

관리

∙ 환자사용 린넨, 의료도구, 감염성 폐기물 등

 * 폐기물 처리시 신체적인 직접 접촉이 없도록 주의 

기타
∙ 유관기관(소방, 경찰, 의료기관 등) 협조

체계 유지 

마. ----------

 2) ----------------------------------

구분 역할

시설·환경 

관리

▸ --------------------------

 * -----------------------------

------------------------

접촉자 

관리

▸ --------------------------

▸ -----------------------

폐기물 

관리

▸ ----------------감염성 폐기물(거즈, 

일회용 개인보호구 등) --

 * -----------------------------

하고 환자가 사용한 린넨은 세탁 후 사용 

가능 

기타

▸ ------------------- 의료기관, 고용

노동부 지방청, 교육부 교육지원청 등) ----

--

<역학조사팀>

환자가 사용한 일회용 의료도구 및 감염성 폐기물을 

구체적으로 명시하여 사용이 가능한 린넨 등은 

폐기대상에서 제외하여 손실보상심의시 과다한 비용이 

발생하지 않도록 내용 추가

협조 요청 유관기관 명문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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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자가격리자 대응방안

 나. 자가격리 절차 및 방법

  2) 자가격리 방법

   ○ 자가격리 기간 동안 샤워실과 화장실이 구비된 독립된 

공간에 혼자 생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장애인*·

영유아의 경우 등 불가피한 경우에는 함께 거주하는 

사람 등과 공동 격리할 수 있음

  ☞ 장애인의 경우 [장애인 대상 감염병 대응 매뉴얼 제1판

(’20.6.24), 보건복지부]을 적용

3-3. --------------

 나. 자가격리 절차

 다. 자가격리 방법

  ○ --------------------------------------

--------------------------------------

--------------------------------------

---------------------

<격리관리팀>

감염병예방법 시행령 별표2에 따라서 공동격리 

대상인 장애인, 영유아인 경우 등 기타 불가피한 

경우, 공동 격리사항 명시

공동격리자 지원에 대한 명확화

51

▶ 자가격리 중 시험응시(일자리), 임종, 장례 등 시급성이 

요구되는 상황에 대한 대응 방향

 - -------------------------------------

-------------------------------------

-----------------

 - -------------------------------------

--------------------

▶ 자가격리 대상자 중 병원진료, 치료 등이 필요하거나 

예정된 경우

 ⇒ ｢자가격리자 일반진료 연계 지침｣ 적용

<격리관리팀>

임종, 장례 등 시급성이 요구되는 경우에 대한 현행 

내용 유지 및 간결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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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1

다. 자가격리 해제

 - (격리해제 전 추가검사) 코로나19 임상증상이 없더라도 

아래의 대상자는 확진환자와의 최종 접촉일로부터 13일째 

검사를 받아 음성임을 확인하고 만 14일이 경과한 날 

정오(12:00)에 격리 해제

라. -----------

 ○ (---------------) -------------------------

-------------------------------12~13------

------------------------------------------

------------------

<격리관리팀>

관할 지자체 검사 인력 등 종합적인 여건에 따른 검사 

지연을 고려하여 검사일 수정

51

<격리관리팀>

자구 수정

자가격리자 격리해제 후 확진 사례 다수 발생하여 

격리해제 전 추가검사 대상 확대 필요

52

라. 기타 사항

 2) 자가격리자 중도 출국

  ○ (자가격리자) 격리기간 중 중도 출국 제한적 허용

   - (사유) 해당 지자체장이 공익적·인도주의적 사유 (임종·

장례식) 등으로 승인한 경우

   - (요건) 진단검사 결과 음성인 자만 출국 가능, 공항 이동

시 사설구급차 등 이용 

   - (중도출국자 보고 및 통보 경로) 시·군·구 → 시·도 → 

중대본 → 방대본       

     * 국제보건규칙에 따라 출국 상대국에 중도출국자 명단 통보

마. ---------

 2) --------------

  ○ 자가격리자가 다음에 해당할 경우 격리기간 중이라도 

중도 출국을 제한적으로 허용

<격리관리팀>

적용 대상 명확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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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지역사회 유행 시 감시강화

 ○ 지역사회 내 ‘감염경로 조사 중’ 사례로 인한 추가환자 발생이 

지속되는 경우 방역관은 시·군·구 단위로 유행상황을 평가하고 

그 결과를 바탕으로 다음을 참고하여 강화된 감시 시행

  - 감시 우선순위(집단) 설정

  - 감시 방법 (일제검사, 전수검사, 표본검사, 유증상자 

감시 등) 결정

   ※ (예) 감시 우선순위 설정 및 감시방법 결정

3-4. ------------------

 가. 기본원칙

  ○ ---------------------------------------

---------------------------------------

-----------------------------------

<역학조사팀/진단검사운영팀>

일제검사와 전수검사를 전수검사로 통합 및 자구 

수정

지역사회 유행 시 감시방법으로 선제검사 정의 및 

조건 추가

53

○ 집단발생 사례 일제검사

 - (시행방법) 집단발생 사례를 관리하는 방역관의 판단에 따라 

특정 기간 내 특정 장소를 방문한 집단에 대한 일제검사 시행 

시, 해당 관리대상이 속해있는 타 시‧도에서도 동일한 기준

으로 지역 내 관리 대상에 대한 일제검사 시행

  * 최초 일제검사 시행 판단 지자체에서는 공문, 코로나19

정보관리시스템 등을 통해 관련 지자체에 정보 공유

(신설)

나. --------- 전수---

 ○ (-------)--------------------------------

-------------------------- 전수------------

--------------------------------------------

-------------------- 전수-------

▶ ------------------------------------

-------------------------

▶ 이미 정책적으로 실시가 결정된 검사의 경우 질병관리청 

별도 승인 절차 없이 실시 가능

   (예: 어린이집 등 전국단위 실시 검사 등)

<역학조사팀>

일제검사와 전수검사 통합에 따른 용어 정리

<법무지침팀>

정책적 실시 결정된 검사의 경우 가능 사항 명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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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설) 다. 지역사회 선제검사

 ○ (시행방법) 지자체는 선제검사 계획을 수립하여 권역센터와 

사전 협의하고 계획서를 포함하여 권역센터에 공문으로 신청함. 

권역센터는 해당 지역·시설 내 확진자 발생에 따른 위험도

평가를 기반으로 검사 실시 필요성, 계획의 타당성 평가 후 결과를 

회신함(접수 후 24시간 이내▶). 지자체는 당초 수립한 계획에 따라 

선제검사 시행

▶ 권역센터는 신속한 대응을 위하여 유선으로 선(先) 

안내 후, 공문 실시 가능

 ○ (비용주체) 전액 국비지원

▶ 이미 정책적으로 실시가 결정된 검사의 경우 질병관리청 

별도 승인 절차 없이 실시 가능

   (예: 어린이집 등 전국단위 실시 검사, 고위험집단시설

(종사자, 이용자) 주기적 검사 등)

 ○ (실적보고) 지자체(시·군·구)는 검사 대상자 전체에 대한 검사 

실적을 검사 관리대장에 관리하고 검사 종료 후(3-7일 이내), 

선제검사 결과서를 관할 권역센터로 제출. 검사비 청구시 당월 

검사 건에 대하여 익월 첫째 주까지 검사 관리대장, 검사 실적

보고를 질병청으로 제출

 관련서식

[서식 24] 선제검사 계획서
[서식 25] 선제검사 결과서
(제출기한 : 검사 종료 후 3~7일 내)
[서식 26] 검사 관리대장 
(제출기한 : 익월 첫째 주 이내)
[서식 27] 검사 실적보고 
(제출기한 : 익월 첫째 주 이내)

<진단검사운영팀>

집단사례를 예방하기 위해 추가 감시방법으로 선제

검사 시행방법 및 구체적인 절차 기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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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역학조사 정보관리

 ○ 역학조사 관련 정보 종류 및 관리주체

3-5. -------------

 나. ------------------------

<역학조사팀>

집단사례조사서 작성 주체 명확화를 위한 집단사례

조사서 작성 및 등록 관련 시·군·구 보건소 추가

55

- 집단사례조사서는 집단사례를 인지한 보건소에서 집단사례 

조사 후 48시간 이내 코로나19 정보관리시스템에 첨부(해당 

집단사례의 지표환자 부분에 첨부)

 * ‘코로나19정보관리시스템-역학조사-기초역학조사서(확진환자)-대상자 

클릭’ 후 파일첨부

 * 시스템 개선 전까지는 기초역학조사서 입력 시 심층 및 

집단사례조사서 파일로 첨부

 * 사망, 중증합병증, 비전형적인 사례 등은 시･도 역학조사반이 

임상경과, 주치의 의견, 사망원인판단, 역학조사반 의견 등을 

종합하여 심층역학조사를 실시한 후 그 결과를 보고

 * 역학조사 정보 담당자는 관할 지자체의 기초역학조사서 및 

심층역학조사서가 기한 내 입력 및 첨부가 완료되도록 관리

(신설)

○ (집단사례조사서) -----------보건소 및 시·도--------

------------------------------------------

------------------------------

▶ ------------------------------------

----------

▶ ------------------------------------

------------------

▶ ------------------------------------

------------------------------------

------------------------------

▶ 시도, 시군구 역학조사 정보 담당자는---------

------------------------------------

▶ 보건소 및 시·도는 주기적으로 미등록 역학조사서 확인 

및 등록을 해야 함

<역학조사팀>

자구 수정 및 지자체 업무 명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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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확진환자 격리해제

 3) 격리해제 후 PCR 재검출 사례 발생 시 조치

  ○ (발생 보고) 격리해제 후 PCR 재검출 사례는 최초 인지 

기관 또는 의료기관 관할 보건소가 코로나19 정보관리

시스템에 발생 즉시 신고

   - 감염병 환자 보고 등록에서 재검출을 선택 후 환자의 
인적사항 조회 입력

   - PCR 재검출 사례는 신규 확진환자 번호 부여는 하지 
않음

   ▶ 수정근거: 중앙방역대책본부-7259(2021.4.12.)호

4. 격리해제 후 재검출 사례

 가. 재검출 사례 발생 시 보고

  ○ (-------) -----------------------------

--------------------------------------

-------------- 보고

▶ ------------------------------------

----------------

▶ ------------------------------------

---

<환자관리팀>

자구 수정

56

○ 격리해제 후 PCR 재검출 사례 조사 및 접촉자 조사

 - (조사) 실거주지 관할 보건소가 격리해제 후 PCR 재검출 

사례 발생 시 사례조사 및 접촉자 조사 실시 후 사례조사서 

작성 

 - (보고) 코로나19 정보관리시스템 ‘재검출자 사례조사서’를 

통해 시·도 및 질병관리청에 보고

나. --------------------

 ○ (사례조사) ------------------------------------

---------------------------------- 사례 조사서 

---

 ○ (결과보고) ----------------------- 사례 조사서--- 

------------------

<환자관리팀>

자구 수정

격리해제 후 재검출 사례에 대한 통계 산출 및 

관리를 위한 코로나19 정보관리시스템 개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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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7

○ 격리해제 후 PCR 재검출 사례 및 접촉자 관리 

 - (재검출자) 격리 등 별도조치 없음

 - (접촉자) 격리 조치 없으며, 동거가족 등 밀접접촉자에 대해 

보건교육 실시

 - 격리해제 후 PCR 재검출 사례와 마지막 접촉일로부터 14일간 

코로나19 임상증상 발생 시 보건소로 신고 및 검사 안내

다. ---------------

 ○ (관리조치) 재검출자 및 접촉자 격리 조치 없음

▶ 밀접접촉자 : 재검출자와 마지막 접촉일로부터 14일간 코로나19 

임상증상 발생 시 보건소로 신고 및 검사 안내

<환자관리팀>

자구 수정

57

(신설) 라. 재검출 특이사례 관리

○ (사례조사) 격리해제 후 사례분류 조건에 부합하는 사례에 

대해 심층조사 시행(지자체)

▶ 사례분류 조건 : 새로운 임상증상 발생 또는 다른 확진자 노출력 

또는 최초 확진 이후 90일 경과

○ (사례검토) 임상증상, 역학적 연관성, 검사결과를 종합

하여 사례 검토 후 질병관리청 보고 및 필요시 선 격리

조치(지자체, 권역센터)

○ (사례판단) 질병관리청 내 관련 부서 간 심층 검토를 

통한 최종적으로 사례 판단

▶ 최초 확진과 연관되지 않은 재검출 : 재감염 확진사례(실험실적, 

역학적, 임상적 근거 확인 시), 재감염 추정사례(실험실적, 역학적, 

임상적 근거 불충분 시)

▶ 최초 확진과 연관된 재검출 : 격리해제 부적정으로 인한 재검출 

사례, 면역저하자에서의 재검출 사례 등

<환자관리팀>

격리해제 후 재검출 사례 발생이 지속 보고되며, 

특히 별도의 관리조치 요구되는 특이사례 보고가 

증가되어 재검출 특이사례 관리방안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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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설) <환자관리팀>

재검출 특이사례 대응 흐름도 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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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9

(신설) 5. 변이바이러스 환자관리

 ○ (적용대상) 해외유입 확진자 및 변이바이러스 감염이 확인된 

코로나19 환자

 ○ (해외유입 확진자 관리 강화) 해외유입 확진자는 1인실 격리가 

원칙. 다만 다음의 경우 동실 사용이 가능

▶ 아래의 경우에는 동실(同室) 사용이 가능함

 ① 공동 노출자(함께 입국한 가족 등)의 경우

 ② 동일 변이주(영국, 남아공, 브라질) 감염이 확인된 경우

  - 특히 변이바이러스 감염이 배제되지 않은 상태의 경우, 의료

기관 또는 시설(생활치료센터 등) 격리 치료를 원칙으로 함

▶ 환자 상황에 따라 불가피할 경우 관할 지자체의 판단

으로 예외적으로 강화된 환자관리 방안 지속 하에 자가

치료 가능(단, 자가치료대상자 기준에 적합한 경우)

 ○ (검사기반 격리해제) 아래의 적용대상의 경우 검사기반 격리

해제 기준만 적용

▶ 적용대상

 ① 변이바이러스(남아공, 브라질) 감염이 확인된 코로나19 확진환자

 ② 변이바이러스(남아공, 브라질) 유행국가▶ 유입 코로나19 확진환자 

 ③ 변이바이러스(남아공, 브라질) 감염이 확인된 사람의 접촉자 

중 코로나19 확진환자

▶ 해외유입 상황평가를 통하여 월별 유행국가를 선정 후 

홈페이지 게재 예정

 ○ 영국 변이 또는 변이바이러스가 아닌 것으로 확인된 경우 

코로나19 대응 지침에 따라 비변이 감염자와 동일한 격리

해제 기준 적용 

<환자관리팀>

변이바이러스의 전세계 확산으로 국내 유입 증가와 

지역사회 전파 사례 발생되고 있어 변이바이러스 

환자 관리강화 조치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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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 입원치료와 관련된 비용의 상환 (삭제) <환자관리팀>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격리입원치료비 지원 계획 

안내｣ 참조

Ⅵ. 대응방안 → 의사환자 및 조사대상 유증상자 대응방안

61
1. 개요

 가. 대상자 모니터링

1. ---

 가. 자가격리 및 능동감시 ------------

<법무지침팀>

대상자의 명확화

66

~

67

3. 조사대상 유증상자 대응방안

 가. 선별진료소

  1) 선별진료소 접수

3. -----------------

 가. ------- 이용절차

  1) ---

<진단총괄팀>

자가검사키트에 대한 식약처 조건부 허가 관련하여 

자가검사 관련 대응 추가

68

4) 대응 절차

 ○ 소독 및 환기

(신설)

4) 상황별 -------

 ○ (소독 및 환기)

  - 자가검사 양성자가 가지고 온 자가검사에 사용된 물품 

수거 후 안전하게 폐기

▶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COVID)-19 자가검사 안내｣ 참조

<진단총괄팀>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COVID)-19 자가검사 안내｣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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Ⅶ. 사망자 관리

71

3. 범위 및 역할

 ○ (역할) 중앙사고수습본부, 장사지원센터, 지자체, 의료기관, 

장사시설(화장시설, 장례식장 등)간 연계체계 구축하여 역할 

수행

  - (중앙사고수습본부) 장사지원 총괄 및 상황 유지

(044-202-3471∼3474, 3481)

  - (장사지원센터/1577-4129) 화장시설 예약지원, 장례절차 

및 장사시설 이용 안내, 중앙사고수습본부 요청 시 현장지원

(신설)

3. 범위 및 역할

 ○ (---)---------, 중앙방역대책본부, 장사지원센터 --

-----------------------------------------

---

  - (---------) 장사지원 관련 방역대책본부 협업체계 유지

  - (---------)-------------------------------

------------------------------- (1577-4129)

  - (중앙방역대책본부) 장례지침 개정 및 관리, 장례비용 지원

<환자관리팀/중수본 장례지원팀>

중앙방역대책본부 역할 추가

71
  - (의료기관) 유관기관(중앙사고수습본부, 지자체, 장례식장 

등) 상황 통보, 감염병예방법에 따른 시신처리

  - (-----) -----(-----, 중앙방역대책본부, 지자체. ---

--)-------------------------------

<환자관리팀>

중앙방역대책본부 추가

72

4. 단계별 조치사항

(신설)

4. -----------

 가. 평상시 업무

  ○ (중앙사고수습본부) 장사지원센터, 지자체, 화장시설, 

장례식장 등 협조체계 유지

  ○ (중앙방역대책본부) 보건소를 통해 환자 가족에게 감염병

예방법 제20조의2에 따른 장사방법(화장)을 권고토록 안내

<환자관리팀>

평상시 업무 신설

72

가. 임종 임박

 ○ (의료기관) 환자상태가 불안정해지면 즉시 가족에게 

알리고 임종 참관여부를 확인

 ○ (중앙사고수습본부)� 상황전파�및�장사지원�준비

  - 장사지원센터,�지자체,�화장시설,�장례식장�등�협조체계�유지

  - 지자체가� 환자� 가족에게� 「감염병예방법」제20조의2에�

따른�장사방법(화장)을�권고토록�안내

나. --- 준비

 ○ ---------------------------------------

------------------

<환자관리팀>

신설 항목에 따른 순서 및 명칭 변경

<중수본 장례지원팀>

방대본의 코로나19 사망자 장례관리 지침 제2판

(2021.2.23.) 내용 반영에 따라 해당 내용 삭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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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사망

(신설)

 ○ (의료기관) 의료기관 관할 보건소 등에 상황 통보, 

감염병환자 사망신고, 유가족에게 사망원인 설명하고 

시신처리 시점 협의

다. ---

 ○ (필수사항) 의료기관 등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유족과 

고인의 마지막 작별을 고할 수 있도록 충분한 애도시간▶ 

보장

▶ 애도시간은 유족의 의견을 최대한 반영

 ○ (보건소) 유족에게 先 화장 後 장례 권고 안내

 ○ (-------) -------------------------------

---------------------------------------

---------------

<환자관리팀>

코로나19사망자 애도시간 부족 민원에 따라, 

충분한 애도시간 보장 안내

Ⅷ. 실험실 검사 관리

75

1. 검체 채취

 나. 검체종류 및 포장

  - (상기도 검체) 상기도 검체는 비인두도말물 또는 구인두

도말물을 채취하여 바이러스용 수송배지에 담아 검체시험

의뢰서(서식 18)와 함께 수송

(신설)

1. --------

 나. -------------

  1) 검체종류

   ○ (--------) ---------------------------

-------------------------------------

-----------------------

▶ 비인두도말물을 우선적으로 채취하되, 영아 등 비인두

도말물 채취가 어려운 경우 구인두도말물 채취

<진단총괄팀>

검체채취 현장상황을 고려하여, 검체의 우선순위 

적용

81

5. 검사 기관별 결과 보고

 다. (질병대응센터) 검사를 의뢰한 검역소로 결과 통보

(신설)

5. ----------------

 다. 권역별 질병대응센터 

  ○ 검사를 의뢰한 검역소로 결과 통보

▶ 양성인 경우 질병관리청 종합상황실(043-719-7789, 

7790)로 당일 보고

<진단총괄팀>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검역대응 지침(제9-4판, 

`21.2.24.개정) 내용과 통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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Ⅸ. 환경관리(소독·환기)

83

전체 (삭제) <법무지침팀>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대응 집단시설·다중

이용시설 소독 안내｣ 지침 등 참조

Ⅺ. 질병개요

89

2. 발생 현황

 가. 국외

  ○ ‘19.12.31~’20.1.3 중국에서 원인 미상 폐렴 환자 44명 보고

  ○ ‘20.1.7 중국 보건부에서 새로운 타입의 코로나바이러스 분리

  ○ ‘20.1.11~12 중국 보건부에서 우한시 화난 수산물 시장 노출력 보고

  ○ ‘20.1.13~ 타 국가*에서 해외유입에 의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환자 발생 확인

    * 태국(1.13), 일본(1.15), 한국(1.20)

  ○ ‘20.1.30 WHO에서 국제적 공중보건 비상상태 선포

  ○ ’20.3.11 WHO 세계적 대유행 “판데믹” 선언

  ○ ‘21.1.19. 223개 국가·지역 등에서 환자 94,124,612명 발생, 

2,034,527명 사망

2. --------

 가. -----

  ○ --------------------------------------------

  ○ --------------------------------------------

  ○ --------------------------------------------

  ○ ------- 각 국가▶-------------------------------

-----------

▶ ------------------

  ○ -----------------------------------

  ○ -------------------------------

  ○ '21.5.9. 각 국가·지역 등에서 코로나19 예방접종 1,206,243,409건 실시

  ○ '21.5.10. 각 국가·지역 등에서 환자 157,973,438명 발생, 3,288,455명 사망

<법무지침팀>

현황 업데이트

89

<법무지침팀>

WHO Dashboard 업데이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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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지침팀>

WHO GIS 현황 업데이트

확진환자 및 예방접종 현황

90
나. 국내

 ○ ‘21.1.20. 총 73,518명 발생, 1,300명 사망

나. ---

 ○ '21.5.11. 총 128,283명 발생, 1,879명 사망

<법무지침팀>

국내 현황 업데이트

91

3. 병원체 및 병원소

 가. 병원체

  ○ 현재 396,837개 바이러스 게놈분석 결과 보유(1.20. 

기준, GISAID)

    * 1개(’19.12.24.) → 339개(’20.1.31.) → 1,567개

(’20.4.30.) → 396,837개(‘21.1.20.)

3. ----------

 가. ------

  ○ --- 1,011,071개 ------------------(5.4. -

-----------)

▶ -------------------------------------

----- 396,837개('21.1.20.) → 1,011,071개('21.5.4.)

<법무지침팀>

바이러스 게놈분석 결과 업데이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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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참고 : 국내 코로나19 집단발생 사례 중 공기감염으로 

추정되는 사례

   (본 자료는 추후 역학조사 결과에 따라 변경 가능)  

▶ ------------------------ 밀폐된 공간에서의 

주요 집단사례

 * -------------------------- 변동 가능하며, 

확진자 수는 가족, 지인 등 추가전파사례를 포함하고 

있음

<역학조사팀>

공기감염으로 추정되는 사례는 명확하지 않아 

밀폐된 공간에서의 감염으로 표현 변경

98

마. 치명률

 ○ 세계 치명률은 2.16% (WHO, 1. 20. 기준)

 ○ 우리나라는 1.77% (1. 20. 0시 기준)

  * (참고문헌) covid19.who.int, WHO, ncov.mohw.go.kr 

보건복지부

(신설)

마. -----

○ 전 세계 치명률은 지역, 인구집단연령 구조, 감염 상태 

및 기타 요인에 의해 0.1~25%로 다양함

▶ ----------------------

▶ (참고문헌) JPA Ioannidis. Infection fatality rate of C

OVID-19 inferred from seroprevalence data. Bulletin 

of the World Health Organization, 2021.

<법무지침팀>

WHO 치명률에 대한 문헌 및 정보 업데이트

99

8. 예방 백신

 ○ mRNA나 DNA를 이용한 백신, 아데노바이러스 벡터 

백신 및 불활성화 바이러스 백신 등의 여러 백신들이 

사용 및 개발(임상시험) 중

(삭제) <법무지침팀>

｢코로나19 예방접종완료자 관리 지침｣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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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 식

103

<서식 1> 감염병 발생 신고서 <법무지침팀>

감염병정책총괄과 소관, 서식 현행화 (’20.9.11.)

105

<서식 2> 감염병환자(등) 사망(검안) 신고서 감염병환자등 사망(검안) 신고서 <법무지침팀>

감염병정책총괄과 소관, 서식 현행화 (’20.9.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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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식 4> 격리통지서 수령증(공동격리자용) <격리관리팀>

영유아 공동격리 내용을 공동격리로 수정함에 

따라 격리통지서 수령증(공동격리자용) 서식 

일부내용 변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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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2

<서식 6> 코로나19 기초역학조사서(확진환자) <역학조사팀>

코로나19 기초역학조사서(확진환자)에 예방접종력 

조사 항목 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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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식 9> 코로나19 접촉자 조사 양식 <역학조사팀>

코로나19 접촉자 조사 양식에 변수 명확화 및 예방

접종력 조사 항목 등 수정

119

<서식 10> 코로나19 집단사례조사서 <역학조사팀>

예방접종 효과평가 조사 결과 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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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식 11> 격리해제 후 PCR 재검출 사례조사서 <서식 11> 격리해제 후 재검출 사례 조사서 <환자관리팀>

자구 수정

격리해제 후 재검출 사례 조사서에 1차 격리해제

기준 및 예방접종력 조사 항목 추가

127

<서식 18> 검체 시험의뢰서 서식 <법무지침팀>

진단총괄팀 소관, 서식 현행화 (’20.9.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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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식 20> 격리해제 확인서 <환자관리팀>

격리해제 대상자에 대한 사회 부정적 인식 개선을 

위한 문구 추가

130

(신설) <서식 20의2> 코로나19 격리해제자 안내문 <환자관리팀>

격리해제자에 대한 사회 부정적 인식 개선을 

위한 격리해제자 안내문 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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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4

(신설) <서식 24> 선제검사 계획서 <역학조사팀/진단검사운영팀>

집단사례 예방 및 지역사회 감시 강화 방법으로 

선제검사 계획서 양식 추가

135

(신설) <서식 25> 선제검사 결과서 <역학조사팀/진단검사운영팀>

집단사례 예방 및 지역사회 감시 강화 방법으로 

선제검사 결과서 양식 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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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6

(신설) <서식 26> 검사 관리대장 <역학조사팀/진단검사운영팀>

선제검사 후 검사 관리대장 양식 추가

137

(신설) <서식 27> 검사 실적보고 <역학조사팀/진단검사운영팀>

선제검사 후 검사 실적보고 양식 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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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 록

147

<부록 3> 자가격리대상자를 위한 생활수칙 안내문

○ 진료 등 외출이 불가피할 경우 반드시 관할 보건소(담당

공무원)로 먼저 연락을 하여야 합니다.

(신설)

○ 자가격리자 방에서 배출된 쓰레기는 분리수거 하지 말고 

폐기물 처리방안을 참조합니다(부록13).

○ ----------------------------------------

------------------------------

○ 시급성이 요구되는 경우 및 자가격리 해제 전 검사 등 

외출이 불가피할 경우 자차 등 별도 이동수단을 이용

하여야 하며 대중교통 이용은 불가합니다.

○ ---------------------------------------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관련 폐기물 안전관리 특별

대책｣(부록 13)----------

<격리관리팀>

자가격리 중 불가피한 외출 시 이동 수단 명확화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관련 폐기물 안전관리 

특별대책｣ 참조

149

<부록 4> 자가격리대상자의 가족 및 동거인을 위한 생활수칙 안내문

○ 자가격리자 방에서 배출된 쓰레기는 분리수거 하지 말고 

폐기물 처리방안을 참조합니다(부록13).

○ ---------------------------------------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관련 폐기물 안전관리 특별

대책｣(부록 13)----------

<격리관리팀>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관련 폐기물 안전관리 

특별대책｣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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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0

(신설) <부록 4의2> 자가격리자의 일반진료 안내문 <격리관리팀>

자가격리자 일반진료 연계 지침 신설에 따라 안

내문 추가(공문으로 기 시행)

179

<부록 11> 코로나19 검사 가능 기관 <진단총괄팀>

코로나19 검사 가능 기관 현행화(`21.3.30.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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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3

<부록 19> 확진환자의 이동경로 등 정보공개 지침

○ (개인정보) 성명, 성별, 연령, 국적, 거주지* 및 직장명*

* 등 개인을 특정하는 정보를 공개하지 않음(감염병예방

법 시행령 제22조의2, ‘20.12.30 시행)

    * 읍·면·동 단위 이하 정보는 공개하지 않음

    ** 단, 직장명은 직장에서 불특정 다수에게 전파시켰을 

우려가 있는 경우 공개할 수 있음

○ (개인정보) 성명, 성별, 연령, 국적, 거주지 주소(읍·면·동 

단위 이하) 및 직장명 정보 등은 공개하지 않음. 단, 

직장명은 직장에서 불특정 다수에게 전파시켰을 우려가 

있는 경우 공개할 수 있음

▶ 감염병예방법 제34조의2 및 동법 시행령 제22조의2에 

근거하여 성명, 성별, 나이, 거주지 주소(읍·면·동 단위 

이하) 정보 등은 제외하여야 함 

<환자관리팀>

자구 수정

214

<부록 19> 확진환자의 이동경로 등 정보공개 지침

○ (장소·이동수단) 확진자의 접촉자*가 발생한 장소 및 이동

수단을 공개함

  ☞ 장소 및 이동수단을 특정하지 않으면 다수에게 피해가 

발생할 수 있으므로 가능한 범위 내에서 공간적, 시간적 

정보를 특정해서 공개함

- (장소·이동수단) 확진자의 접촉자▶가 발생한 장소 및 이동
수단을 공개함

▶ 장소 및 이동수단을 특정하지 않으면 다수에게 피해가 
발생할 수 있으므로 공간적, 시간적 정보를 최대한 
특정하여 공개함

<환자관리팀>

자구 수정

225

(신설) <부록 21> 자가검사 대응 및 조치 방안 <진단총괄팀>

자가검사키트에 대한 식약처 조건부 허가로 관련 부록 

및 붙임 1(안내사항), 2(Q&A) 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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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0

<부록 21> 중증환자 전담치료병상 입퇴실 기준 및 전원절차 <부록 22> <진단총괄팀>

부록 21 삽입에 따른 번호 수정

233

(신설) <부록 23> 코로나19 관련 반려동물 관리방안 <환자관리팀>

｢코로나19 반려동물 관리방안｣ 보고 건(’21.2.10.) 

관련 내용 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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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A

243

3. 검사

Q1. 누가 검사를 받을 수 있나요?

※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 역학적 연관성, 증상 유무, 지역과 

관계없이 무료로 코로나19 진단검사 가능(별도공지시 까지)

3. 검사

Q1. 누가 검사를 받을 수 있나요?

▶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 역학적 연관성, 증상 유무, 
지역과 관계없이 보건소 선별진료소 및 임시선별검
사소에서 무료로 코로나19 진단검사 가능(별도공지 
시 까지)

▶ 다음에 해당하는 경우 적극적 검사 권고(조사대상 유
증상자 1로 신고)

 ① 가족(동거인) 또는 동일시설 생활자가 코로나19 
임상증상이 있는 경우 

 ② 해외에서 입국한지 14일 이내의 가족(동거인), 친구, 
지인과 접촉한 경우

 ③ 지역사회 유행 양상 고려하여 확진자가 발생한 기관 
또는 장소 방문력이 있는 경우

 ④ 응급선별검사, 신속항원검사 또는 자가검사 결과 
양성인 경우

<중수본 선별진료지원팀>

무료 검사 기관 구분 및 검사 안내 추가

244

Q6. 검사비용은 어떻게 되나요?

※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 역학적 연관성, 증상 유무, 지역과 

관계없이 무료로 코로나19 진단검사 가능(별도공지시 까지)

Q6. 검사비용은 어떻게 되나요?

▶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 역학적 연관성, 증상 유무, 
지역과 관계없이 보건소 선별진료소 및 임시선별
검사소에서 무료로 코로나19 진단검사 가능(별도
공지 시 까지)

<중수본 선별진료지원팀>

무료 검사 기관 구분

257
7. 격리입원치료비 (삭제) <환자관리팀>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격리입원

치료비 지원 계획 안내｣ 참조

261
9. 청소 및 소독 (삭제) <법무지침팀>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대응 집단

시설·다중이용시설 소독 안내｣ 참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