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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년 4월 북미 지역에서 시작된 신종인플루엔자 유행
은 이후 전 세계로 급격히 전파되었으며 2009년 6월 11일
세계보건기구(World Health Organization, WHO)가인플루
엔자 대유행을 선언하면서 금세기 최초의 인플루엔자 대유
행으로 기록되었다 [1]. 국내에서는 2009년 5월 1일 멕시코
에 다녀온 50대 여성이 신종인플루엔자 감염 환자로 처음
확진된 이후 환자 발생이 계속 증가하여 2009년 10월 말에
는 절정에 달하 다 [2]. 이에 따라 정부는 신종인플루엔자
전파의 차단과 중증 환자 발생 감소를 위해 다양한 정책을
실시해 왔으나 각 단계별로 적절한 정책적 대응이 이루어
졌는지에 대해서는 다소 논란이 있는 상태이다. 따라서 아
직 신종인플루엔자 유행이 종료된 상태는 아니나 적어도
신종인플루엔자 유행이 상당히 경과한 시점에서 현재까지
실시된 정부의 정책적 대응이 적절했는지 시기별로 살펴보
고자한다.

신종인플루엔자 대응 정책

1. 전파차단 조치(2009년 4월 말 ~ 7월 말)

북미 지역에서 신종인플루엔자 유행이 공식적으로 확인
된 2009년 4월말부터국내지역사회유행이광범위하게시
작되기 전인 7월 말까지 신종인플루엔자 대한 정부의 대응
정책 단계는‘전파차단’이었다. 이 시기에 정부는 공항만
의 입국 검역을 강화하여 신종인플루엔자 환자 발생 국가
에서 입국하는 여행객들에 대한 감시를 강화하 고 신종인
플루엔자 감염이 추정 또는 확진된 모든 환자에 대해 국가
지정 격리 병상에 입원하도록 하 으며 모든 환자에게 항
바이러스제를 투여하 다. 또한 추정 또는 확진 환자의 감
염경로에 대한 역학조사, 접촉자에 대한 추적관찰이 실시
되었으며 초기에는 증상이 없는 접촉자에 대해서도 항바이
러스제 투여 및 격리가 이루어졌다. 이외에도 기존에 운
되고 있던 인플루엔자 표본감시체계와 학교 발열감시체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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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bjectives: To evaluate the policies on 2009 influenza pandemic in Korea at the end of first wave.
Methods: The main policies and the estimation of these were described according to the progress of 2009 influenza pandemic.
Results: The public health measures for containment were estimated to be successful in the early stage. The preparedness of
antiviral agents and vaccines before the pandemic, risk-communication on pandemic influenza and policies of government
including vaccines, and the education of health care worker and support of health care institutions was not enough to respond to
the pandemic. 
Conclusions: The additional evaluation should be performed at the end of the pandemic in various aspects including health
and socioeconomic effect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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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강화되었고 항바이러스제 비축 및 백신 구매를 위한 예
산확충, 국가격리병상운 등이이루어졌다. 
이 시기의 공중보건 및 방역체계는 비교적 성공적이었

다. 첫 확진환자 발생 후 5월 말까지 국내에서 확인된 확진
환자는 모두 외국에서 유입된 사례 으며 국내에서 2차 감
염을 통해 발생한 사례는 확인되지 않았다. 여기에는 우리
나라의 계절 및 지리적인 요인도 향을 끼친 것으로 생각
된다. 당시 우리나라의 경우 계절적으로 봄에서 여름으로
이행되는 시기에 있었다. 인플루엔자는 춥고 건조한 환경
에서 활발히 전파된다는 것이 이미 잘 알려진 사실이다 [3].
그러나비슷한기간일본의경우이미확진환자수가 300명
이상에 달했고 지역 내 전파가 진행되고 있었다는 점은 당
시 우리나라의 방역체계가 어느 정도 성공적이었음을 보여
준다 [4]. 
그러나 신종인플루엔자 백신의 준비, 의료인 및 의료기

관에 대한 교육과 준비에 있어서는 효과적인 대응이 이루
어지지 못했다. 2009년 6월 WHO가 전 세계의 인플루엔자
백신 제조사를 대상으로 실시한 조사 결과를 보면 상당수
의 백신 제조사가 이미 선진국들과 사전 구매 계약을 체결
한 것을 알 수 있다 [5]. 이에 비해 우리 정부는 2009년 5월
까지 의료기관 종사자와 대응 요원 등을 위해 백신 130만
명분의 구매 예산은 확보하 으나 그 외에 추가적인 예산
확보, 접종대상자의선정등은진행하지못한상태 다. 추
가적인 백신 구매 예산은 7월에 이르러서야 확보되었으며
이후에도 국외의 백신 제조사와 협상이 이루어지지 못하여
백신 확보에 난항을 겪었다. 또한 신종인플루엔자 환자가
급격하게 증가될 경우 관련 전문의 이외 과목의 의료인이
나 1차 의료기관의 의료인들도 환자 진료에 투입되어야 하
기 때문에 이들에 대한 적절한 교육과 준비가 필요하 으
나 이에 대한 대응도 충분히 이루어지지 못했다. 환자가 집
중될 수 있는 거점 의료기관에 대해 개념적인 기준 이외에
현실적인 지원과 정비가 이루어지지 못한 점도 적절하지
못한대응이라할수있다.

2. 피해 최소화 조치(2009년 7월 말 이후)

지역사회 전파가 이루어 지면서 환자가 급격하게 발생하
기 시작한 7월 말 이후 정부의 대응 정책 단계는‘전파차
단’에서‘피해 최소화’로 전환된다. 7월 말 이후의 시기는
첫사망환자가발생한 8월중순까지의도입기, 8월중순이
후 10월 말까지 환자 및 사망자 발생이 점차 늘어나기 시작
하는 가속기, 10월 말부터 11월 중순까지 유행의 정점에 이
른정점기, 11월중순이후환자발생이감소하기시작한감
소기로크게나눌수있다.

도입기에 정부는 기존의 검역과 격리 중심의 봉쇄, 차단
정책에서 중증 환자와 사망자 발생의 최소화를 목표로 하
는 피해 최소화로 정책 방향을 크게 변화시켰다. 국가 전염
병 위기단계는‘주의’에서‘경계’로 상향 조정되었고 정부
는 각 지자체 별로 인플루엔자대책본부를 구성하여 신종인
플루엔자에 대응하게 하 다. 또한 전국 약 500여 개의 치
료거점병원을 지정하여 국가 비축분의 항바이러스제와 개
인보호구를 지원하 다. 진료 지침에 있어서는 신종인플루
엔자가의심, 추정및확진된환자와더불어집단으로유행,
발생한 환자에 대해서 항바이러스제를 투여하도록 하 다.
이외 신종인플루엔자 진행 상황에 대한 감시를 강화하기
위해 인플루엔자 표본감시 의료기관을 678개소에서 826개
소로 확대하는 정책도 시행하 다. 유행상황의 변화에 따
른 이 시기의 대응 정책 변화는 비교적 적절하 던 것으로
평가된다. 그러나 의료분야에 대한 대응정책에 있어서는
환자 발생이 급격히 증가될 상황을 대비하여 그 중심을 공
공의료기관에서 민간의료기관으로 이동시켜야 했었다. 그
러나, 시기적으로 적절한 조치가 취해지지 못해 이후 급격
한 환자 발생 시기에 보건소와 같은 공공의료기관의 업무
부담 과중, 민간의료기관의 초기 대응 미숙의 결과를 낳게
되었다.
2009년 8월 15일 신종인플루엔자 감염으로 인한 사망자

가 처음으로 발생하고 환자 및 사망자가 늘어나기 시작하
면서 국민들 사이에 신종인플루엔자에 대한 두려움이 점차
확산되었다. 또한 항바이러스제의 조기 투여를 요구하는
여론이 비등해지게 되었다. 이에 따라 정부는 보건소와 거
점의료기관 및 거점병원에 항바이러스제 24만 명 분을 배
포하고 항바이러스제 투약 지침을 변경하여 접촉자에 대한
예방적 항바이러스제 투여는 시행하지 않도록 하 고 입원
환자, 고위험군, 합병증이나 중증이 의심되는 급성열성호
흡기질환 환자에게 항바이러스제를 선제 투여하도록 하
다. 또한 신종인플루엔자의 확진을 위해 시행되는 RT-PCR
검사의 보험 적용 기준을 확대하 다. 그러나 이 시기에 시
행된정부의대응정책은몇가지문제점을보인다. 우선이
전 단계에서 시행되어야 할 준비와 조치들의 미흡함으로
인해 환자 발생이 증가되면서부터 대응에 한계를 보이기
시작하 다. 항바이러스제 처방 기준의 변경이나 확진검사
지침의 변경, 항바이러스제와 신종인플루엔자 백신 확보량
증가 등의 정책 등은 신종인플루엔자 유행이 진행되는 상
황에 앞서 수행되거나 준비되기보다는 여론의 변화에 따라
추가적으로 변경되는 양상을 보 다. 또한 국민, 언론 등과
의 위해-정보소통(risk-communication)에 있어서도 문제점
을 보 다. 환자 발생, 특히 사망자 발생에 대한 언론의 경
주식 보도도 문제 으나 신종인플루엔자의 위험과 실제 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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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에 대한 적절한 정보 전달을 위한 정부의 노력도 충분하
지는 않았다. 결과적으로 국민들은 신종인플루엔자에 대한
적절한 수준의 경계심을 갖기보다는 실제보다 과도한 공포
심을 갖게 되었다. 신종인플루엔자 백신의 불확실한 확보
량 등 정부 정책에 대한 불안감도 이러한 공포를 가중시키
는 역할을 하 다. 그리고 이러한 두려움과 공포는 의료기
관 및 대응기관의 업무를 필요 이상으로 가중시키는 결과
를가져왔다.
학교 등에서 집단발병이 증가하면서 환자 발생이 절정에

이른대유행정점기에이르러정부는국가전염병위기단계
를‘경계’에서‘심각’까지격상시켰다. 이에따라중앙대책
본부가 설치되었으며 중증 환자 비상대응체계가 구축되었
다. 또한 환자 발생에 대응하여 항바이러스제에 신속한 투
여가 가능할 수 있도록 투약 기준을 완화하 고 그 결과 급
성열성호흡기질환이 있는 환자 중 의사가 항바이러스제 투
여가 필요하다고 판단한 경우에는 모두 투약할 수 있도록
지침이 변경되었다. 항바이러스제에 대한 접근성을 향상시
키기 위해 일반 약국에도 항바이러스제를 배포하는 정책도
시행되었다. 10월 27일에는 국내 신종인플루엔자 백신 접
종이처음으로시작되었다. 접종대상으로의료기관종사자
가 우선 선정되었다. 절정기에 이르러 각 의료기관 및 신종
인플루엔자 대응기관들은 환자 집중과 과중한 업무로 과부
하 상태에 놓이게 된다. 이는 환자 발생이 폭발적으로 증가
한것이일차적인원인이겠으나이전단계에서적절하게이
루어지지 못한 준비도 한 몫을 한 것으로 사료된다. 거점병
원을 포함하여 신종인플루엔자 환자 진료에 나선 의료기관
에대한정부의지원은부족한면이없지않았다. 각 기관에
서의료진보호장구를포함하여물품조달에어려움을겪었
으며 환자들에게 노출된 의료진이 신종인플루엔자 감염되
는 사례가 잇따랐다. 또한 적절한 격리 공간을 확보하지 못
한의료기관들은컨테이너와같은간이진료실을세워진료
에 나서야 했고 격리 병실이 충분하지 못한 가운데 의료기
관에입원한환자들로인한이차감염사례도계속보고되었
다. 학교 등을 통한 집단 발생이 이어지면서 개별적으로 휴
교를 하는 학교들도 있었으나 휴교나 휴업에 대한 지침이
조기에제시되지않아학생과학부모등의불안감이증폭되
는 상황도 발생했다. 다만 다른 나라에 비해 늦게 준비되기
시작된신종인플루엔자백신의경우, 임상시험결과가비교
적 양호한 것으로 보고되고 국내 제조사의 백신 생산이 순
조롭게 이루어짐에 따라 다른 나라와 비교할 때 비교적 조
기에백신접종이시작될수있었다.
11월 중순에 들어 신종인플루엔자 환자 발생은 급격히

감소하기 시작하 다. 그러나 이 시기에도 신종인플루엔자
감염으로 인한 중증 및 사망사례 보고는 계속 이어졌다. 이

시기의 정부는 폐렴 등 중증 환자의 치료와 사망자 감소 위
주의 의료대응체계를 운 하 으며 신종인플루엔자 백신
접종을 가장 핵심적인 정책으로 시행하 다. 신종인플루엔
자 백신은 10월 말부터 일선의료종사자와 대응요원에 대해
접종이시작된후초, 중, 고교생, 유아, 만성질환자및노
인 등에 대한 접종이 차례로 진행되었다. 정부가 발표한 신
종인플루엔자 백신 접종률은 2월 8일 현재 의료인 95.27%,
초중고교생 1차 접종 82.13%, 2차 접종 75.98%, 유아 1차
접종 73.36%, 2차 접종 55.58%, 임신부 29.99%, 만성질환자
21.62%, 65세 이상노인 34.01% 다 [6]. 의료인을포함하여
학생들의 높은 백신 접종률은 비교적 성공적인 정책 수행
의 결과로 평가할 수 있다. 그러나 유아, 임신부, 만성질
환자, 노인 등 단체접종이 아닌 개별접종 대상자의 경우 다
소 낮은 접종률을 보 는데 이는 신종인플루엔자 환자 감
소에 따라 신종인플루엔자에 대한 관심이 저하된 원인도
있으나 백신에 대한 부적절한 정보로 인해 과도한 불안감
과 불신이 미친 결과로 이 역시 정부의 위해-정보소통 정책
의한계를드러낸것이라할수있다.

3. 전체적인 평가

우리나라가 2009년 발생한 신종인플루엔자 대유행에 대
해 과연 성공적으로 대처하 는가 하는것에 대한 결론은
대유행이 종결되는 시점에서나 명확하게 내릴수 있을 것이
다. 다만, 2010년 2월, 1차 유행파가 수그러지고 있는 현 시
점에서 중간평가를 해보면 우리정부의 정책은 초기 봉쇄,
백신접종을 통한 전파차단, 중증 환자 발생 감소 등에 있어
비교적 우수한 성적을 보인것으로 판단된다. 특히 유행 발
생 초기에 국내 환자 발생 후 지역사회 감염 확산 전까지의
공중보건학적 정책 등은 신종인플루엔자 유행시기를 늦추
고각분야에서대응을할시간적여유를주는데에있어 상
당한 역할을 한 것으로 보인다. 인플루엔자 대유행 이전 시
기에 대유행을 대비한 여러 대책을 이미 수립해 놓기는 하
으나 공중보건학적 정책이외에 막대한 예산이 소요되는

백신비축이나 항바이러스제 비축부분에 있어서는 낙제점
을 면하기 어려우며 병의원, 교육기관 등 대유행을 대비한
국민교육부분에 있어서도 거의 준비가 되어있지 못하 다.
그러다보니 막상 대유행이 시작된 이후에도 백신 및 항바
이러스제 확보에 정부가 우왕좌왕하는 모습을 보이게 되었
고백신등에대한위해-정보소통, 유행확대를대비한의료
인과 의료기관의 교육 및 지원 등에 있어 충분한 정책적 대
응이 이루어지지 못한 것으로 사료된다. 그럼에도 불구하
고 백신개발 및 임상시험, 접종이 계획대로 진행된 것이 큰
성과라 할 수 있으며 항바이러스제제의 공급도 걱정과 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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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 별 문제없이 조달되었던 점은 우리정부의 순발력있는
대응능력을 보여준 대표적 예라 할 수 있겠으며 정부를 믿
고잘따라준국민들의공도적지않다말할수있겠다.
본 평가는 신종인플루엔자가 진행 중인 상황에서 이루어

진 일차적인 평가로 향후 신종인플루엔자 유행 종료 후 정
부의정책적대응이보건, 사회, 경제적으로미친 향과그
결과에대한면 한평가가다시시행되어야할것이다.

향후 정책 제언

현재 우리나라를 포함하여 전 세계적으로 신종인플루엔
자 발생은 감소하는 양상을 보이고 있다. 그러나 현재도 중
증 환자 및 사망자 발생 보고는 지속되고 있기 때문에 신종
인플루엔자에 대해 안심할 수 없는 상황이다. 특히 이전 인
플루엔자 대유행의 역사를 돌아볼 때 신종인플루엔자 재유
행의가능성을배제할수없다. 또한변종이나내성획득바
이러스의 유행 가능성도 있다. 따라서 보건수칙의 준수, 신
종인플루엔자 백신 접종 등의 대국민 홍보 및 교육, 신종인
플루엔자 진행상황에 대한 감시 등의 정책은 지속되어야
한다. 더불어국민, 언론과의위해-정보소통에있어계속문
제를 드러내고 있는 바, 이를 해결하기 위한 정책적 노력이
있어야할것이다. 또한신종인플루엔자발생이보건, 사회,
경제적으로 미친 향에 대한 적절한 평가와 정부의 정책,
특히 신종인플루엔자 백신의 효과, 비용-효과 분석 등의 평
가가 필요하다. 이는 향후 인플루엔자를 포함하여 다양한

감염 질환의 유행 시 이를 대비할 수 있는 기초자료의 역할
을할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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