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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Objective: The COVID-19 pandemic has caused a periodic shortage of quarantine beds, medical personnel, and medical
equipment in South Korea. As the pandemic is expected to continue, a need exists to readjust the capacities of residential treatment centers for asymptomatic or mild cases. This study aimed to identify how other countries treat asymptomatic or have mild COVID-19 patients, and suggest a effective operation plan of residential treatment centers.
Methods: A literature review was conducted to examine how policies on asymptomatic or mild COVID-19 cases have
changed at different phases of the pandemic in different countries. A review was also conducted on the epidemiological
characteristics of Korean patients, including clinical status and treatment period, and public opinion on residential treatment centers. A plan to improve how residential treatment centers operate during the pandemic was derived based on
expert advice, and discussion within the research team.
Results: Home care is being recommended for asymptomatic or mild cases of COVID-19 in many countries. In Korea,
despite the increase in the number of newly confirmed cases, fatality rate of COVID-19 shows a decreasing and vaccination rate an increasing trend. Three-fourths of the public recognized that home care may be more appropriate for
asymptomatic or mild cases. As such, we recommend a reduction in length of stay in residential treatment centers, from
10 to 3 or 5 days, and ensuring patient’s participation in decision‒making of hospitalization.
Conclusions: A need exists to prepare a systematic response system, including patient education, virtual treatment and
transfer system in order to shorten patients’ admission period in residential treatment centers and expand home care. A
functioning emergency response system should also be prepared concurrently.
Keywords: COVID–19, Pandemic, Treatment of COVID-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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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론
우리나라 보건의료체계는 과거 사스와 메르스 등의 감염병 위기를 경험하기도 했지만, 방역과 보건의료시스템의 상호
강력한 관계는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이하 코로나19)로 더욱 중요성이 부각되었다. 2020년 1월 20일 코로나19 첫
확진자가 발생한 후, 2021년 9월 8일 기준으로 누적 확진자는 26.5만 명이고, 사망자는 2,334명으로 치명률이 0.88%
이다. 연령대에 따라 치명률의 차이가 크며 60세 이상은 4.24%, 60세 미만은 0.08%이다[1]. 9월 초 1주일간 일평균 확
진자는 1,681명이며, 두달 넘게 매일 네 자리수의 확진자가 발생하면서 4차 유행의 장기화를 겪고 있다.
유행 초기 대규모 검사·확진(Test), 역학·추적(Trace), 격리·치료(Treat)라는 3T전략과 전국적인 강력한 사회적 거리
두기 시행으로 감염병 종식을 위해 전력을 다하였다. 3T 전략의 핵심은 대량검사와 추적시스템을 통해 증상발현부터 입
원까지의 시간을 최대한 단축하는 것이었다[2]. 1차 유행 시기에 도입된 생활치료센터는 방역과 보건의료시스템을 연결
하는 가교로서, 입원의 적시성을 높이는 역할을 하고 있다. 초기에는 질병의 진행과 특성이 많이 알려지지 않아 생활치료
센터에 한 달 이상 격리되기도 하였다. 이후 코로나19 대응 경험을 통해 2020년 6월에 현재의 격리해제 기준으로 전환되
어, 특별히 임상증상이 발생하지 않는 경우 10일 후에 귀가하는 것으로 조정되었다. 3T전략 시기에는 모든 확진자를 가능
한 빠른 시간 안에 병원 또는 생활치료센터에 격리시킴으로써 효과적으로 환자와 가족의 건강을 지키는 것이 목적이었다.
2020년 초 1차 유행 시기에 확진자 수 증가로 병상 부족 상황이 악화되면서 확진자가 입원 대기 중에 사망하는 일이
발생하였고, 1천명이 넘는 확진자가 집에서 입원을 대기하는 상황이 되었다. 당시 전문가들은 증상이 심하지 않은 경증
환자는 병원이 아니더라도 의료진이 있는 시설로 옮겨 가족 간 전파를 막고 상태를 관찰하여 악화될 때 신속히 대응해야
한다고 주장하였다[3]. 이에 정부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이하 중대본)는 대구시 소재 교육연수원을 대구 1 생활치료센
터로 운영하기 시작하였다[4]. 2020년 3월 2일 160명 입소 규모로 시작한 생활치료센터는 2021년 9월 전국에 88개소
19,905병상으로 확대되어 1만 여명의 확진자가 생활치료센터에 입소하였다.
코로나19 발생 후 20개월이 지난 시점에 26만 명이 확진되었고, 국민의 70% 이상이 1차 백신접종을 마쳤다. 또한 코
로나19와 관련된 많은 정보가 규명되었으며 치명률도 지속적으로 감소하고 있다. 고령층의 백신접종률이 증가하면서 주
감염 연령이 20대~40대로 변하였고, 위중증도가 같이 감소하였다. 또한 최근 조사 결과 무증상이나 경증일 경우 시설입
소보다는 자가치료를 선호한다는 인식이 보고되어[4], 코로나19 유행 장기화에 대응하고 단계적 일상회복(with Corona)
을 준비하기 위해 방역과 보건의료시설의 중간지점인 생활치료센터의 역량을 재조정할 필요가 있다.
이 연구는 코로나19가 장기화 되는 상황에서 보건의료체계의 지속 가능성을 담보하기 위해, 국내·외 코로나19 무증상
또는 경증 확진자의 치료 현황을 파악하고, 우리나라 코로나19 확진자의 역학적 특성에 기초한 생활치료센터 운영의 재
조정 방안을 제시하기 위해 수행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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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방법
국내 첫 코로나19 확진자가 발견된 2020년 1월부터 4차 유행 기간인 2021년 8월까지 한국과 미국, 영국, 일본, 대만
의 보건부, 질병관리청 등 정부기관 홈페이지, 정부 발표자료, 가이드라인, 언론 보도자료 등을 수집하여 국내·외 코로나
19 발생 현황과 유행 시기별 무증상 및 경증 확진자의 치료 대응 체계 변화를 고찰하였다. 우리나라 정부 발표자료, 지침,
지자체 발간물, 토론회 자료, 언론 보도자료 등을 수집하여 코로나19 확진자의 임상적 상태와 역학적 특성, 생활치료센터
운영 현황과 성과를 파악하였다. 감염병전문병원 의료진, 생활치료센터 의료진과 입소 경험자를 대상으로 자문회의를 하
여 생활치료센터 입소 대상과 기간 등을 중심으로 개선방향을 논의하였고, 최종 연구진 토론을 거쳐 생활치료센터 운영
체계 개선방안을 제시하였다. 그리고 생활치료센터 운영체계 개선 시 예상되는 효과와 현 생활치료센터 가동률, 입소기
간 등을 고려하여 대응 가능한 신규 확진자 수를 예측하였다.

<Figure 1> The research implementation system

연구결과
1. 주요국의 코로나19 재택치료 현황
1) 미국의 코로나19 재택치료 현황
미국은 전 세계에서 코로나19 확진자가 가장 많이 발생한 국가이다. 2021년 8월 현재 누적 확진자 수는 약 39만 명으
로 한국에 비해 약 14배 많으며, 미국인 4명 중 1명이 코로나19에 확진된 것과 같은 수치이다[5]. 미국의 첫 코로나19 확
진 사례는 2020년 1월 19일 우한 여행을 마치고 돌아온 워싱턴 거주자였다. 코로나19가 빠르게 확산되어 3월 말 캘리
포니아와 뉴욕주, 뉴저지, 일리노이, 코네티컷 등의 여러 주(states)에서 자택 대피(stay-at-home) 행정명령을 통해 물
리적 접촉을 최소화하는 도시 봉쇄 조치가 시작되고 점차 여러 지방정부로 확대되었다[6][7]. 미국의 일평균 확진자 수는
증가와 감소를 반복하고 있으나 미국 최고치 일평균 신규 확진자 수는 2021년 1월 기준 약 25만 명이며, 최근 7일 평균
약 16만 명의 신규 확진자가 발생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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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 확진자 대부분이 가벼운 증상을 보이기 때문에 경증 확진자는 자택에서 치료할 수 있도록 하며, 중증인 경우
병원에 입원하여 치료한다. 미국 CDC는 코로나19 확진자가 재택치료 기간에 동거인 등 가족 간 생활공간 분리와 접촉을
제한하며, 개인위생을 철저히 관리할 것을 요구한다[8]. 또한 코로나19 감염에 따른 발열, 오한 등이 있을 시 해열제를 복
용하고, 확진자의 상태를 모니터링 할 것을 권고한다[8]. 만약 확진자의 증상이 악화될 경우 주치의에게 연락하거나, 응
급상황에는 911로 연락해야한다[8]. 확진자, 가족, 간병인에 따라 재택치료 해제 시점이 다르다[9]. 확진자는 별도 검사
없이, 무증상 상태가 지속되고, 코로나19 검사 양성판정일로부터 10일이 지난 후 해제된다. 코로나19 감염 증상이 있는
경우, 증상 첫 발현 후 최소 10일이 경과하고 해열제를 사용하지 않고도 24시간 동안 발열 없이 상태가 호전되는 경우 해
제된다. 가족 및 간병인은 백신 접종여부에 따라 다르다. 백신 접종자인 가족 및 간병인은 코로나19 증상이 없는 경우 격
리기간 없이 해제되지만, 백신 미접종자인 경우 확진자와 마지막 접촉 후 10일 동안 상태를 모니터링 하고, 증상이 없는
경우에 해제된다. 또는 확진자와 마지막 접촉 7일 후 코로나19 검사를 실시하여 음성인 경우에 해제된다. 백신 접종 여
부와 관계없이 3개월 이내 코로나19 확진을 받은 가족 및 간병인이라면 코로나19 증상이 없는 경우 별도의 격리 기간이
나 상태 모니터링 없이 즉시 해제된다.
2) 영국의 코로나19 재택치료 현황
영국의 코로나19 누적 확진자 수는 2021년 8월 31일 기준 약 679만 명이고, 이중 2.0%인 13만 명이 사망했다[5].
2020년 1월 31일 첫 코로나19 확진자 발생 후 영국 정부는 확산 방지를 위한 봉쇄정책을 펼쳤으나, 확산이 불가피하고
장기화될 것으로 판단하여 3월 12일 이를 완화하였다[10]. 그러나 이에 대한 비판이 거세지고, 확진자가 지속 증가하자
3월 23일 전국적으로 강력한 봉쇄령을 시행하였다[11]. 2020년 12월 8일 세계에서 가장 먼저 백신 접종을 시작하였으
며, 접종률이 증가하며 2021년 1월 6만 명에 육박했던 신규 확진자수가 점차 감소하자 봉쇄를 단계적으로 완화하였다
[12]. 6월 이후 델타 변이 바이러스의 영향으로 신규 확진자수가 다시 급증하였으나, 7월 19일 코로나19 관련 모든 규
제 조치 해제를 강행하였다[13]. 이후 최근까지 신규 확진자수는 3만 명을 유지하고 있으며, 현재 인구의 65%가 백신 접
종을 완료하였다[12].
영국은 인구 1,000명당 2.4병상으로 OECD 평균 4.5병상에 비해 적다[14]. 국가보건서비스(National Health Service, NHS)는 코로나19 확진자 대부분이 증상이 없거나 가벼운 증상이므로 입원치료가 불필요하다고 판단하였다. 따라
서 무증상 또는 경증 확진자는 재택치료를 하고, 고령이거나 중증 확진자에 한해 국립보건임상연구원(National Institute
for Health and Care Excellence, NICE)에서 개발한 알고리즘을 활용하여 중환자 치료 병상을 배정하고 있다[15]. 무
증상 또는 경증 확진자는 코로나19 접촉자와 유사한 자가격리 가이드라인을 따른다. 다만, 접촉자가 한 번 이상 백신을
접종한 경우 자가격리 의무가 면제되는 반면, 감염자는 백신접종 여부에 상관없이 최소 10일 이상의 격리의무가 있다. 격
리기간 동안 외출은 불가능하며, 공간분리, 손 위생, 기침 예절, 주변 소독, 환기 등 바이러스 전파 예방을 위한 감염관리
지침을 준수해야 한다<Table1>. 재택치료 중 의약품 구입 등이 필요한 경우 주변인에게 요청하거나 NHS 자원봉사자의
도움을 받을 수 있다. 고열, 기침, 호흡곤란 등 증상이 심화되거나 4주 이상 지속되는 경우 NHS 111 또는 일반의를 통해
비대면으로 진료 및 처방 받을 것을 권고한다. 응급 상황 발생 시 911을 통해 응급 치료를 받을 수 있다[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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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1> United Kingdom guidance for households with possible or
confirmed coronavirus infection
●

●

●

●

●

●

●

●

●

Avoid using shared spaces, and observe strict social distancing.
Wash your hands with soap and water for 20 seconds or use hand sanitiser.
Cover your mouth and nose with disposable tissues when you cough or sneeze. If you do not have a
tissue, cough or sneeze into the crook of your elbow, not into your hand.
Regularly clean frequently touched surfaces, such as door handles and remote controls, and shared
areas such as kitchens and bathrooms.
Trash bags should be placed into another bag, tied securely and put aside for at least 72 hours before
being put your usual external household waste bin.
Use a dishwasher to clean and dry your crockery and cutlery. If this is not possible, wash them by
hand using washing up liquid and warm water and dry thoroughly using a separate tea towel.
Do not share towels. Do not shake dirty laundry. Wait further 72 hours after your self-isolation has
ended when you can then take the laundry to a public launderette.
Keep indoor areas well-ventilated with fresh air.
Pet owners with symptoms should restrict contact with pets and wash their hands thoroughly before
and after interacting with their pet.

자료: NHS. Stay at home: guidance for households with possible or confirmed coronavirus (COVID-19) infection.

(updated on 2021.9.29.) available from https://www.gov.uk/government/publications/covid-19-stay-athome-guidance/ stay-at-home-guidance-for-households-with-possible-coronavirus-covid-19-infection.

격리해제 시 PCR 검사를 하지 않는다. 무증상일 경우 확진일 포함 10일이 경과되면 격리해제가 가능하고, 유증상일
경우 증상 발생일 포함 10일이 경과하고, 임상증상이 사라지거나 콧물 또는 후각상실 증상만 있는 경우 격리를 중단할 수
있다. 그러나 10일 경과 후에도 고열이나 다른 증상이 있는 경우 격리를 유지해야한다[16].
3) 일본의 코로나19 생활치료센터 운영현황
2021년 8월말 기준 일본의 누적 확진자 수는 150만 명이고, 치명률이 1.1%이다[12]. 2020년 하계올림픽이 종료된
후부터 확진자가 급격히 늘어나기 시작해 8월 중순에는 일평균 신규 확진자가 최대 규모인 2.5만 명이 발생하였고, 폭발
적인 증가세로 전국 19개 도도부현에 코로나19 긴급사태를 발효하였다[17]. 코로나19 확산 초기 일본에서는 병원이 코
로나19 집단 감염의 발원지가 되는 것을 예방하고 병상 부족 사태에 대비하여 무증상 또는 경증 확진자가 지낼 수 있도
록 일부 호텔을 격리시설로 지정하였다[18]. 자택에서 격리할 수도 있지만 가족에게 코로나19를 전파하거나 건강이 악
화되는 상황을 예방하고자 호텔 숙박을 하고[19], 격리시설의 소요비용은 정부에서 전액 부담하고 있다[20]. 2021년 4
월 오사카에서는 병상 수 부족으로 경증에서 중증으로 상태가 악화된 확진자가 병원 입원을 대기하던 중 많은 사망자가
발생하였다[21]. 일본 정부는 코로나19 확진자 수 증가로 병상 가동률과 격리시설 비용 부담도 가중되었다. 2021년 8월
코로나19 확진자 수가 급증한 일부 지역의 지침을 수정하였다[22]. 6개 지역(도쿄, 오키나와, 사이타마, 가나가와, 지바,
오사카)에서는 중증도가 높은 코로나19 확진자만 병원에 입원하고, 무증상 또는 경증일 경우 자택에서 격리하고 있다.
4) 대만의 코로나19 재택치료 현황
대만 정부는 코로나19 유입을 막기 위해 유행 초기부터 적극적으로 대응하였다. 2020년 1월 21일 대만 내 첫 확진자
가 발생한 후 10번째 확진자가 발생한 2월 6일부터 중국을 방문한 외국인의 입국을 전면 금지하고, 대만 국민은 귀국 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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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일간 자가격리를 의무화하였다. 이러한 선제적 대응으로 코로나19의 전세계적 유행에도 불구하고 한자리수의 신규 확
진자 수를 유지할 수 있었다. 2021년 5월 타이페이를 중심으로 지역사회감염이 이루어지며 일일 확진자수가 500명을 돌
파하는 등 급격한 확산이 있었으나, 적극적 방역 조치를 통해 7월 말 이후에는 유행 전 수준으로 회복하였다. 2021년 8
월말 기준 누적 확진자 수는 약 1.5만 명이고, 치명률이 5.2%로 타 국가에 비해 높은 편이다.
대만은 2,400개의 음압병상을 확보하고, 경보 단계별 의료동원체계를 마련하였다. 1단계에서는 중증도에 관계없이 모
든 확진자를 음압병상에서 치료하고, 2단계에서는 비음압격리병상에서 치료한다. 3단계에서는 감염병전담병원을 지정·
운영하며, 4단계에서는 경증 및 무증상 확진자를 생활치료센터에 격리한다[23]. 지난 5월 신규 확진자가 급증하여 가용
병상이 한계에 달해 대만 중앙전염병지휘센터(The Central Epidemic Command Center, CECC)는 5월 16일 3단계
경보 상황에서 무증상 또는 경증 확진자를 집중격리소(호텔)에 배치하기 시작하였다[24]. 집중격리소에서는 1인 1실을
사용하고, 전화와 비디오로 24시간 의료인의 관리를 받을 수 있었다. 발병일로부터 10일 이상 경과하고, 하루 이상 체온
이 37.5도 이하이고, 코로나19 증상이 완화된 경우 시설격리가 해제되며, 7일간 추가 자택격리를 하였다[25]. 이후 확진
자 수가 지속 증가하자 55세 미만의 기저질환이 없는 무증상 확진자는 자택에 격리하기로 하였다[26]. 당초 경증 확진자
역시 자택격리 대상에 포함되었으나, 자택 대기 중 돌연사하자 시설에 격리하는 것으로 방침을 변경하였다[26]. 55세 미
만이면서 증상과 기저질환이 없는 확진자는 자택에서 17일간 격리 치료하며, 보건소에서 매일 모니터링을 한다. 확진자
는 가족구성원과 접촉을 피하고 독립된 방에 혼자 있어야 하며, 욕실, 음식, 식기 등을 공유하는 것 또한 제한된다[27]. 병
원이 아닌 시설 또는 자택에 격리된 확진자들은 산소포화도를 정기적으로 측정해야 한다. 산소포화도가 95% 이하로 떨
어지거나, 분당 30회 이상의 호흡이 있거나, 흉통 등의 증상이 발생할 경우 당국에 즉시 알려야한다. 산소포화도 측정에
필요한 장비는 격리센터에 구비되어 있으며, 자가격리 시 제공 된다[26]. 또한 증상 악화로 병원에 입원해야 할 경우에는
구급차나 방역 택시를 이용해 이동한다[28].

2. 한국의 코로나19 대유행 상황과 치료 대응 체계
2020년 1월 20일 국내 첫 코로나19 확진자가 발생한 후, 2월 대구‧경북의 대규모 지역사회 감염을 시작으로 확진자
가 급증하였고, 최근까지 4차례의 주요 유행을 겪었다. 대구‧경북 중심의 1차 유행 종료시점인 5월 5일까지 누적 1만
명의 확진자가 발생하였으며, 8월 12일부터 11월 12일까지 지속된 서울 소재 교회 등을 중심으로 한 2차 유행 기간 동
안 누적 1.3만 명의 확진자가 발생하였다. 이 후 대규모 유행이 전국적으로 확산되어 2020년 11월 13일부터 2021년 1
월 20일 까지 3차 유행기간 중 확진자 수는 약 4.6만 명에 달했다. 최근 기존 코로나19에 비해 전염력이 더 강한 델타변
이 확산으로 2021년 6월 23일부터 시작된 4차 유행은 8월 10일 2,219명으로 처음 2천명을 넘었고, 현재까지 확산세
가 지속되고 있다[1].

코로나19 확진자 초기 대응 시스템 고찰 및 생활치료센터 운영 조정 방안 | Special artic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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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Johns Hopkins University CSSE COVID-19 Data

<Figure 2> Daily new confirmed COVID-19 cases by countries

우리나라는 유행 초기 모든 확진자를 의료기관에 입원하여 치료하였으나, 신규 확진자 수가 급증하여 병상, 의료인력,
중증환자 치료 장비 등이 부족해지자 치료체계 전환의 필요성이 대두되었다. 중대본은 치명률 감소를 주요 목표로 중증
확진자에게 병상을 우선 배정하는‘중증도에 따른 병상배분’원칙을 수립하여[4], 중증 및 위중증 확진자에게는 국가지정
격리병원, 감염병 전담병원 등에서 입원치료를 제공하고, 무증상 및 경증 환자에게는‘생활치료센터’라는 별도의 격리시
설을 마련해 증상 모니터링 및 관리에 집중하는 환자치료시스템을 구축하였다[4]. 이로써 감염 확산 방지, 중증 확진자 치
료병상 확보, 중증도에 따른 적절한 치료제공이 가능해졌다. 2020년 12월 3차 유행이 확산되어 중증 확진자가 급증하자
상급종합병원 병상동원명령 등을 통해 중환자 병상을 확보하였다. 그러나 일일 확진자 수가 연일 네 자릿수를 기록하며
병상 부족으로 수도권은 2021년 8월 13일, 비수도권은 9월 10일 기준 전담치료병상 확보명령을 시행하여 위중증 146
병상, 중등증 1,017병상을 추가로 확보 중에 있다[4].
한편, 소아 및 돌봄이 필요한 확진자는 생활치료센터에 격리하는 것이 부적절하다는 의견이 지속 제기되었다. 2021
년 3월부터 중대본은 시범적으로 생활치료센터에 입소가 어려운 무증상 또는 경증이면서 고위험군이 아닌 소아 확진자
와 돌봄이 필요한 자녀가 있는 성인 확진자 등에 한하여 가정에 머무르면서 증상을 모니터링 하고, 의료진과 비대면 진료,
입원과 이송이 가능한 재택치료를 실시하였다. 현재 서울, 인천, 강원, 제주 등 병상 수급이 어려운 지역을 중심으로 재택
치료 대상 확대를 검토 중에 있다[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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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우리나라의 코로나19 유행 장기화에 따른 생활치료센터 조정방안
가. 생활치료센터 운영 현황
2020년 2월 18일 이후 확진자 수가 크게 증가하여, 3월 1일 기준 대구지역 확진자만 2,569명에 달하고 병상 부족으
로 자택 대기 중인 확진자가 1,660명을 넘어 심각한 문제로 대두되었다[30]. 이에 2020년 2월 21일 대한감염학회는 경
증 확진자 격리를 위한 생활치료센터 운영을 제안하였고, 대구의 예방의학과와 감염내과 교수 등 또한 생활치료센터 운영
을 촉구하여 2020년 3월 2일 대구중앙교육원에 세계 최초 생활치료센터가 문을 열었다[31, 32]. 생활치료센터는 의료
기관이 아닌 민간기업, 공공기관에서 관리하는 교육원, 숙박시설 등에 입원치료가 불필요한 경증 및 무증상 확진자를 격
리하여 추가 확산을 방지하고, 필요시 의료기관으로 신속히 이송하여 시기적절한 치료를 제공하기 위한 시설이다. 고위
험군은 의료기관 입원을 우선으로 하나 생활치료센터 입소도 가능하다. 생활치료센터 입소 시 모니터링을 철저히 하여 폐
렴, 호흡곤란 등 증세가 악화되면 의료기관에 즉시 전원할 수 있도록 관리하고 있다. 이를 위해 행정안전부, 보건복지부,
국방부, 환경부, 경찰청, 소방청 및 지자체 공무원이 ‘생활치료센터 정부합동지원단’을 구성하여 생활치료센터 운영에 필
요한 의료진 인력배치, 외부보안, 환자이송 등의 업무를 지원하였다[33].
생활치료센터는 각 지자체에서 운영하며 환자가 거주하는 지역에 따라 배정된다[34]. 외국인환자센터는 중대본에서
운영하며 국내 거주지가 없는 외국인과 해외입국자를 수용한다. 확진자가 발생하면 시·도 환자관리반 혹은 중수본 환자
관리반에서 환자의 중증도와 가용병상을 확인한 후 전담병원 또는 생활치료센터로 배정한다[35]. 무증상 또는 경증 확
진자가 생활치료센터에 입소하면 기본문진 등을 통해 건강상태를 확인하고, 고위험군 여부를 확인한다. 체온계, 혈압계,
산소포화도 측정기 등 의료장비를 제공하고 올바른 활력측정 방법을 교육한다. 의료진은 확진자가 하루 2회 이상 작성
한 모니터링 결과를 확인한다. 발열, 기침, 호흡곤란, 산소포화도 94% 이하 등 의료진의 연락이 필요한 상황에 대해 안
내하여 유사시 신속한 대처가 가능하도록 조치하고 있다[35]. 이상 증상이 나타나면 비대면 진료를 우선 실시하고, 추가
진료 필요 시 대면진료와 즉시 병원으로 이송할 수 있는 대응체계를 구축하였다. 확진자용 앱에 생체측정장비로 자가 측
정한 건강수치와 환자상태를 입력하면 실시간으로 의료진용 시스템에 전송되며, 의료진이 대시보드를 통해 환자 정보를
한 눈에 모니터링하고, 이상 징후 알람, 화상진료, 병원 전자의무기록(Electronic Medical Record, EMR) 시스템 연계
등이 가능한 시스템을 구축하였다.
이를 통해 확진자와 의료진 간 대면접촉을 최소화하고, 건강상태에 대한 효율적인 모니터링과 진료가 가능하였다. 특
히 서울대병원은 대구·경북의 코로나19 경증 확진자 관리를 위해 문경생활치료센터에 입소한 확진자에게 웨어러블 장비
를 착용케 해 심전도, 혈압, 산소포화도, 심박수, 호흡수 등을 측정하고, 병원정보시스템에 실시간으로 공유하였다. 이를
통해 서울에서도 문경에 있는 확진자의 건강상태가 확인 가능한 비대면 진료시스템을 구현하였다. 또한 클라우드 기반
의료영상 공유 플랫폼을 도입하여 지역병원으로 전원 시 영상자료 공유가 가능한 효율적인 치료체계를 구축하였다[36].

나. 생활치료센터 운영 성과
서울시 확진자 5,851명 중 37.1%가 생활치료센터를 이용하였다. 태릉생활치료센터 입소자 213명은 의료진과 하루
평균 3.2회 상담하고, 발열, 기침, 콧물 등 코로나19 주요 증상에 대한 약물치료를 받았다[37]. 생활치료센터는 격리를
통해 감염 확산을 막고 병원에 이송하기 전 단계의 역할을 수행하였고, 생활치료센터 운영을 통한 병상 확보가 없었다면
3T전략에서 치료가 위협받고 병상부족으로 사망률 또한 높아졌을 것으로 예측되고 있다[38]. 특히 입원 대기 확진자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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급격히 감소하였고, 의료진이 실시간으로 모니터링을 제공하면서 갑작스런 증상 악화와 사망에 효과적으로 대응할 수 있
었다. 실제 태릉생활치료센터 입소자의 10%만이 추가적인 진료를 위해 병원으로 이송되었다[37]. 또한 중증도에 따라
적절한 치료를 제공함으로써 모든 확진자를 의료기관에서 입원 치료하는 것에 비해 비용을 절감하고 효율적인 병상 활
용이 가능하였다. 이로써 병상, 의료인력 등 의료자원이 한정적인 상황임에도 의료체계가 붕괴되지 않고 코로나19의 유
행에 대응할 수 있었다.
2021년 1월 생활치료센터 운영경험과 연구결과를 바탕으로 코로나19 대응 생활치료센터 운영지침을 전면 개정하고
격리해제 조건을 명시하였다. 무증상 확진자는 확진일로부터 10일이 경과하고, PCR 검사 결과 24시간 이상의 간격으로
연속 2회 음성 확인 시, 유증상 확진자는 최소 24시간 동안 해열치료 없이 발열이 없고 임상증상이 호전되는 추세인 경우
격리해제 및 퇴소가 가능하게 되었다[35, 38].

다. 생활치료센터 운영 개선(안)
코로나19 치명률이 유행 초기에 비해 낮아졌으며, 2차 감염은 증상이 발현되기 전 평균 2.3일 전부터 증상 발현 후 5
일 이내에 발생하고 이후 전파는 드문 것으로 확인되었다[39]. 2021년 8월에 실시한 코로나19 국민인식조사 결과 무증
상 또는 경증 확진자의 76.5%가 재택치료에 찬성한다고 응답하였다[4]. 코로나19 대응에 대한 국민인식 변화, 방역지침
준수, 돌파감염, 유행의 장기화 등을 고려하여, 무증상 혹은 경증 확진자의 생활치료센터 의무 입소에 대한 조정이 필요하
다. 입소기간을 단계적으로 줄이고, 입소 의사결정에 확진자의 참여를 권장하는 방안을 제시하였다(Figure 3).

<Figure 3> Plans to readjust the operation of residential treatment center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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첫 번째 개선방안은 생활치료센터 의무 입소기간을 단축하는 방안이다. 무증상 또는 경증 확진 시 생활치료센터에서 3
일~5일간 모니터링 후 의료진 판단 및 본인 의사에 따라 재택치료 여부를 선택 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다. 생활치료센터
입소기간을 단축할 경우 몇 가지 장점이 있다. 첫째, 코로나19 확진 후 대부분 증상이 발현되는 약 72시간 동안 의료진
이 정밀 모니터링 하므로 상태 악화 시 병원 이송 등 신속한 대처가 가능하다. 둘째, 증상 발현 기간에는 집중관리가 필요
한 시기와 이후 48시간 동안 충분한 의료서비스 제공을 통해 확진자 만족도는 증가할 것이다. 셋째, 전문 의료서비스의
제공으로 위중증 확진자 비율이 감소하고, 의료비 절감과 응급환자의 치료기회가 확대될 것이다. 넷째, 생활치료센터 증
설 없이 병상 확보가 가능하여, 의료인력과 장비, 의료비 등 의료자원이 효율적으로 사용될 수 있을 것이다. 한편 생활치
료센터 입소기간 단축 시 환자 조기 퇴소 후 응급상황 발생, 증상 악화 시 적절한 대응이 지연 될 수 있어 환자 교육, 진료
및 이송 가능 인프라 구축 등 체계적 대응방안 마련이 선행되어야 한다. 2021년 8월 말 기준 일평균 확진자 수가 1,500
명이고, 생활치료센터 가동률은 약 55.9%이다. 현 생활치료센터 가동률을 유지하고, 무증상 및 경증 확진자의 재택치료
참여율이 높아지고, 생활치료센터 입소기간 단축 시 일평균 확진자 3천명~5천명 발생에도 생활치료센터의 대응이 가능
할 것이다(Table 2).

<Table 2> The expected effects of improving the operation of the residential treatment center
Admission to residential
treatment center
1d
Existing system
(as of September 2021)

2d

3d

120
hours

The length of stay
4d 5d 6d 7d

8d

9d 10d

   Care at home →

Shorten the
length of stay
72
hours

   Care at home →

Expected effects

• Able to respond to an average of 3,000
occurrences per day
• Secure psychological stability after initial
intensive observation
※ Mostly loss of tastes or smells,
and worsening the symptoms occur
within the initial 72 hours
• Able to respond to an average of 5,000
occurrences per day
• Initial intensive observation and
monitoring for hospitalization needs

두 번째 대안은 경증 또는 무증상 확진자에게 충분한 설명을 하고, 생활치료센터 입소 또는 재택치료 의사결정에 확진
자의 참여를 확대하는 것이다. 이때 대상자에 대한 정의가 중요하다. 고위험군은 제외하고, 무증상 또는 경증 확진자가
재택치료를 희망하고, 생체징후 자가측정 및 보고가 가능해야 하며, 동거인 동의 및 방역수칙, 재택치료 지침 준수가 가
능해야 한다. 무증상 또는 경증 확진자의 선호에 따라 생활치료센터와 재택치료 선택 시 확진자는 친숙한 환경에서 심리
적 안정 상태로 치료가 가능하다는 장점이 있다. 반면 재택치료 중 증상악화에 대한 국민 불안 및 확진자 관리에 대한 의
료시스템 대응방안이 마련되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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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찰
우리나라는 코로나19 1차 유행부터 3차 유행까지 무증상 및 경증 확진자에게 의료서비스를 제공하고, 가족 간 전파를
차단하기 위해 의무적으로 생활치료센터에 최소 10일 간 입소하였다. 주요국은 무증상 및 경증 확진자의 치료를 위해 호
텔 등의 별도 격리시설을 운영하거나, 재택치료를 하고 있다. 미국과 영국은 코로나19 발생 초기부터 재택치료를 하였고,
일본과 대만은 초기 입원 치료를 제공하다, 격리시설 입소 또는 재택치료로 전환하였다. 이는 코로나19 확진자 수 증가,
치명률 등의 역학적 상태, 음압병상 등 가용 가능한 의료자원의 대응력, 주거시설 등 생활환경적 차이 등을 고려하여 치
료체계를 유연하게 개선한 결과일 것이다.
이 연구는 우리나라의 코로나19 상황 변화와 국민인식이 생활치료센터 입소 보다 재택치료 선호하는 것을 고려하여,
무증상 및 경증 확진자를 대상으로 생활치료센터 입소의사결정에 확진자 참여를 높이고, 생활치료센터 입소기간을 10일
에서 5일 또는 3일로 단축할 것을 제안하였다. 무증상 및 경증 재택치료 참여율이 높아지고, 생활치료센터 입소기간 단
축 시 코로나19 4차 유행의 장기화 또는 5차 유행이 예견되는 상황에서 안정적인 대응이 가능할 것으로 예상된다. 서울
시와 경기도의 조사결과를 고려하면 이 연구에서 제시한 생활치료센터 조정방안은 현실적으로 실현가능하다고 판단된
다. 서울시 생활치료센터 이용자의 82.3%가 생활치료센터가 아닌 병원에서의 치료를 가정해봤을 때 건강결과에 별다
른 차이가 없었을 것이라고 응답하였다[38]. 경기도는 2020년 8월 2차 유행 시부터 가정 대기자를 관리하기 위해‘홈케
어시스템운영단’을 구성하고, 3차 유행 후 2021년 3월부터는 자가치료시스템을 운영하고 있으며, 2021년 8월 2일까지
자가치료 중 병원에 입원한 사람은 13.6%로 생활치료센터에서 병원으로 이송되는 비율 12%~15%와 유사하였다[40].
이 연구는 축적된 근거가 거의 없는 전염병 유행 상황에서 방역지침이 지속적으로 개정될 때, 보건의료체계의 효과적
대응을 위해 주요국의 무증상 및 경증 확진자 대상 초기 의료 대응 체계를 고찰하고, 우리나라의 지속가능한 코로나19 생
활치료센터 운영 개선방안을 제시하였다는 데에 의의가 있다. 그러나 코로나19 확진자 중 위중증화율, 무증상 또는 경증
에서 위중증으로의 변화율 등 임상적 상태 변화를 고려하지 못한 한계가 있다. 향후 생활치료센터와 재택치료 확진자의
임상적 상태에 대한 모니터링 결과를 종합하여 입소 기준과 기간 등에 대한 구체적인 연구와 이에 따른 생활치료센터 운
영 지침 개정이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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