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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ational designated hospital for infectious disease 



1. 권역별, 지역별 감염병 진료역량 통합 거버넌스 구축 
2. 시뮬레이션에 의한 환자 배치 및 자원 동원계획 수립 
3. 중환자 관리 역량 강화 – 병상, 장비, 인력 
4. 비상재난 감염병 수가 개발 및 보상방안 마련 
5. 각급 의료기관 내 선별진료소 및 안심외래 재정비를 통

해 지속가능한 감염병 비상체제 수립 
 

단기적으로 준비해야 할 감염병 의료시스템 



향후 감염병 진료체계  

1st Tier 
중앙&권역단위 
Level  

3rd Tier 
1차진료 Level 

2nd Tier 
지역단위 Level 

100 
Beds  

국가중앙감염병센터 권역별 감염병센터 

호남 
50Beds  

영남 
50Beds  

중부 
50Beds  

국가지정격리병상 감염병 거점병원 
- 29개 + α 병원   

지역기반 감염병 전담병원 
- 300병상 이상 200여 종합병원   

열성 호흡기 외래센터 
- 500여 병원급 이상  

열성 호흡기 전용 클리닉 
- 1000여 개원 클리닉  

 



1. 병원의 모든 구조와 프로세스를 감염병 Zone과 비감염
병 Zone으로 구분한 Dual Track을 구축해야 

2. 응급실 – 선별진료소의 상설화 및 음압격리병실을 응급
실 부속시설로 갖추어야 

3. 외래 – 열성 호흡기 외래센터를 출입구 및 동선, 시설을 
완전 분리 독립해서 운영 

4. 중환자실 – 감염병 Zone을 따로 운영, 음압격리병상 운
영 및 인력, 장비 고도화 

5. 수술실 및 혈관조영실 등도 듀얼 트랙 운영 
6. 보호자, 간병인 관리시스템 재편해야 
7. 상설적인 감병 대응시스템 – CDRT(Communicative 

Disease Response Team) 운영 및 훈련 

감염병 시대의 병원의 구조 



환자의 경험이 곧 혁신입니다 7 



환자의 경험이 곧 혁신입니다 8 



환자의 경험이 곧 혁신입니다 9 

2009년, 신종플루 대응 



환자의 경험이 곧 혁신입니다 

[공공보건의료에 관한 법률]의 개정과 시행에 따른 시대적 변화와 요구에 적극적으로 부응

하고자 2013년 1월에 민간병원 최초로 [공공보건의료사업단]을 발족하고 조직을 구성함 

명지병원 공공보건의료사업단 출범기념 심포지엄 개최(2013. 2. 26) 

2013년, 민간병원 최초로 공공보건의료사업단 발족 

New Public Private Partnershi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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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자의 경험이 곧 혁신입니다 

2012. 06 

2011. 05 

2014. 05 

2012. 01 

2014. 12 

경기도정신건강증진센터 

서울강서구정신건강증진센터 

경기 안산 트라우마센터 

경기 북서부 해바라기센터 

경기도자살예방센터 

경기도재난심리지원센터 

소아전용응급의료센터 

2011. 06 경기권역응급의료센터 및 중증외상센터 

2013. 03 백세총명치매관리지원센터 

2013. 05 국가지정 격리병상   

2015. 03 중앙심리부검센터  

2016. 07 경기도광역치매센터 

민간병원이지만 꾸준하게 공공의료사업 전개 

2018. 06 응급실기반 자살시도자 사후관리사업 

2017. 06 스마트비만코칭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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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자의 경험이 곧 혁신입니다 



환자의 경험이 곧 혁신입니다 

공공의료, 지역사회 공헌으로 수상 
• IHF(International Hospital Federation) 2016, Grand award 수상:  

     ‘메르스에 대한 성공적 대응’ 

• HMA(Hospital Management Asia) 2016, Excellence award 수상: 

     ‘백세총명학교’ 

• IHF 2015, 사회공헌상 수상: ‘백세총명학교’ 

• 경기도지사 상(2015) 수상: ‘메르스에 대한 성공적 대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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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자의 경험이 곧 혁신입니다 

체계적 대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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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원환자 전수 RT-PCR 사전검사 시행 
• 진료대응 5단계로 격상 
• 입원선별병동(ASU) 운영 시작 



환자의 경험이 곧 혁신입니다 

체계적 대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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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심외래 및 폐렴 안심병실 운영 

자가격리 환자 ‘음압수술실＇에서 안전하게 수술 
- 미국서 온 포상기태 환자 ‘보호복＇입고 성공리에 수술 집도 
- 인(in) 코로나 시대의 의심환자 안전한 수술 첫 사례 돋보여 



환자의 경험이 곧 혁신입니다 

노하우 전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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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과 명지병원의 대응 
핵심전략 유튜브에 공개 
- Korea’s 4 Strategies 

against COVID-19 
- 세계 각국의 요청으로 웨
비나도 진행 

메이요 클리닉과 실시간 그랜드라운드 
웨비나 개최, 코로나 19 경험 전수 

UN요청, 161개국 재난담당 공무원 
및 전문가 대상 웨비나 2회 개최 

세계 정형외과 의사 대상으로  
코로나 19 대응 소개 



환자의 경험이 곧 혁신입니다 

심리적 지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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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 19와 싸우는 의료진과 환자 응원
을 위해 고양시가 응원탑 기증 

의료진과 환우 위로 및 문화예술 생태
계 유지 프로젝트 

경기필하모닉 초청 ‘코로나 19 감성 백신콘
선트‘, 유튜브 라이브 동시 진행 

환자 및 의료진 대상 심리치유 프로그램 개발과 진행을 
위한 ‘코로나 블루 심리치유지원단’ 발족 

코로나 19 확진 의료진에게 동료의 응원 합창 영상 전달 



환자의 경험이 곧 혁신입니다 

` 명지병원에게 드리는 감사편지 
 
  첫 인상을 바꾸기 위해서는 반대의 
인생을 세 번 이상 받아야 한다는 심
리학자의 연구결과가 있습니다.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확장 판정을 
받고 불안한 마음으로 갓 도착한 명
지병원에서 받은 첫 인상과 마지막 
인상은 모두 ‘매우 따뜻하다’ 였습니
다. 
 
  병원에 도착한 앰뷸런스에서 내리
자 마자 방호복을 입은 김문정 교수
님이 직접 마중 오셔서 “많이 놀라셨
죠? 치료 받으시면 금방 괜찮아질 거
에요” 라는 따뜻한 말을 건네시며 긴
장하거나 어색하지 않게 직접 5층 병
실까지 숨차게 동행해 주신 것이 가
장 기억에 남습니다. 
 

17번 환자가 의료진에게 보낸 편지 中에서 



환자의 경험이 곧 혁신입니다 

Dual-track  
Healthcare System 
 



명지병원 사례 1  



명지병원 사례 2 



Research 1 (Journal of Hospital Infection) 



Dual track healthcare system (DTHS) 



환자의 경험이 곧 혁신입니다 

25 

Chasing Two Hares with Two Hounds  



Space compartmentalization and manpower 
: COVID-19 zone/None COVID-19 zone 

Use of a buffer zone for inpatients: ASU, PSU 

Secure protected areas in the ED and OPD 

Competent in-house COVID-19 testing laboratory 

Real-time communication technology 

Dual track healthcare system 5 key components 

1 

2 
3 
4 
5 



Research 2 (International Journal of Surgery Case Reports) 



명지병원 사례 3 

확진환자, 자가격리 환자, 의심환자 등 ‘음압수술실
＇에서 안전하게 수술 
- 미국서 온 포기상태 환자 ‘보호복＇입고 성공리에 
수술 집도 

- 인(in) 코로나시대의 의심환자 120례 안전한 수술  



중환자 관리의 획기적 전환이 필요 

1. 중환자 수가 체계의 획기적 전환
이 필요하다 –> MERS 사태 후 응
급의료시스템과 수가체계 급변했
듯이 이번 코로나 사태는 중환자 
시스템과 수가체계의 대변환을 이
루는 계기로 삼아야 한다 

2. 중환자실 등급제, 중등도에 따른 
가산제 

3. 중환자 관리는 응급의료체계와 같
이 그 내용이 필수의료에 해당하
는 공공의료적 성격 

4. 감염관리에 최적화된 중환자실 모
형 개발(1인 격리실 및 음압시설) 

5. 중환자 전담의 및 간호인력 양성
을 위한 강력한 인센티브 도입 



THANK YOU 


	포스트 코로나 시대�미래 병원의 �시설과 기능
	열성‧호흡기 전문 센터(클리닉)  
	슬라이드 번호 3
	슬라이드 번호 4
	향후 감염병 진료체계 
	슬라이드 번호 6
	슬라이드 번호 7
	슬라이드 번호 8
	슬라이드 번호 9
	슬라이드 번호 10
	슬라이드 번호 11
	슬라이드 번호 12
	슬라이드 번호 13
	슬라이드 번호 14
	슬라이드 번호 15
	슬라이드 번호 16
	슬라이드 번호 17
	슬라이드 번호 18
	슬라이드 번호 19
	슬라이드 번호 20
	명지병원 사례 1 
	명지병원 사례 2
	Research 1 (Journal of Hospital Infection)
	Dual track healthcare system (DTHS)
	슬라이드 번호 25
	Dual track healthcare system 5 key components
	Research 2 (International Journal of Surgery Case Reports)
	명지병원 사례 3
	중환자 관리의 획기적 전환이 필요
	THANK YOU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