들어가는 말
질병관리본부(KCDC) 위기소통담당관실이 신설된 지 1 년이 조금 넘었다. 지난 15 년 5 월 국내에서
발생한 메르스(중동호흡기증후군･MERS) 사태에 대한 반성과 재발 방지 차원에서 발족한 부서다.
새로 생긴 부서가 그러하듯, 사실상 모든 걸 새로 시작해야 했다. 2016 년 1 월 4 일(월), 사무실
없이 업무에 들어갔다. 소통의 첫 단추인 언론과의 소통망(메일 및 문자서비스) 구축을 시작으로,
국민과의 직접 소통을 위한 모바일 홈페이지, 페이스북 등 온라인 소통체계 구축. 처음인 게
대부분이었다.
위기가 먼저 찾아왔다. 위기소통 체계가 채 완성되기 전인 지난해 3 월 22 일(화) 발생한 지카
바이러스 첫 번째 감염자가 그것. 신종감염병(EID·Emerging Infectious Disease)에 대한 공포는
메르스 이후 국민 가슴에 트라우마로 자리 잡았다. 지금에야 뉴스 가치가 거의 없는 지카 감염자
얘기지만, 초기에는 방송과 신문 모두 ‘소두증’을 앞세워 국민들의 불안감을 대변했다.
불완전한 소통체계임에도, 언론과 국민이 메르스 때 가장 원했던 신속·투명·정확한 정보공개를
위해 브리핑과 보도자료, 온라인 소통 등에 나름 전력을 다했다. 3 명의 직원으로 출발한
위기소통담당관실은 이제 10 명 가까이로 불어났다.
평시는 물론, 위기상황 발생에 대비해 언론 소통 채널을 다각적으로 확보함은 물론, 온라인
소통을 위한 페이스북, 카카오톡, 네이버 포스트 등의 국민 직접 채널도 제법 모습을 갖춰가고
있다. 의료기관 등에도 최신 감염병 정보를 신속하기 알리기 위해, 위기소통담당관실을 중심으로
한국병원홍보협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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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시도의사회 등과 쌍방향 소통이 가능한 평시 채널을 확보해 가고 있다. 보건당국의 내부,
관련 부처 간, 국제기구 등과의 소통망도 나름 윤곽을 잡아가고 있다.
하지만, 그간 1 년간의 위기소통 관리는 제대로 된 지침이나 표준운영절차 등이 없이 이뤄져왔다.
보건복지부 대변인실에서 쌓아온 노하우와 경험이 위기소통의 큰 주춧돌이었던 셈이다. 경험과
노하우는 기록되지 않으면, 사상누각이다. 누가 위기소통담당관실에 일하더라도 기록물을 보고, 좀
더 쉽게 해야 할 일을 알도록 하는 게 중요하다. 이번에 작성한 ｢공중보건 위기소통 지침｣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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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기소통담당관실의 이러한 고민에서 출발했다.
항상 그렇지만, 미흡한 게 한두 가지가 아니다. 그럼에도 용감하게 먼저 출판하기로 한 것은
시작이 반이라는 속담에 대한 강한 믿음에서 비롯됐다. 시간이 되는대로 틀린 건 바로잡고, 좋은
내용은 잘 집어넣어, 모습을 갖춰나갈 예정이다. 바쁜 업무 와중에서 위기소통 표준운영절차를
만드느라 고생한 직원들에게 감사드린다.

2017 년 2 월 1 일
질병관리본부 위기소통담당관

개정판을 내면서
위기소통담당관실이 질병관리본부(KCDC)에 신설된 지 2 년 11 개월이 조금 넘었다. 지난 2015 년
5 월 국내에서 유행한 메르스(중동호흡기증후군･MERS) 확산에 대한 반성과 재발 방지 차원에서
발족한 부서다. 정부부처에 ‘위기소통’이라는, 이른바 ‘위기’스러운 이름을 가진 부서는 거의 없다.
그런 명칭이 부서 이름에 들어갈 정도로 메르스로 인해 국민, 의료기관, 그리고 정부가 겪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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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워가면서, 위기상황에서 흔들리지 않고 소통해야 하는 이유이기도 하다.
위기소통담당관실의 존립 이유 중 가장 큰 것은 감염병 위험상황에서의 신속·정확·투명한 정보
제공이다. 이 정보에 기초해, 국민들이 각자 처한 상황에서 질병예방과 건강증진을 위한 긍정적
행동을 함으로써 사회·경제적 피해를 최소화하는 길이다. 결국,

위기·위험소통은 국민의

일자리와 행복을 지키는 것이다.
소통 문제로 지난 2015 년과 같은 상황이 발생돼서는 안 되기에 위기소통표준운영절차(Standard
Operating Procedure･SOP)를 지난 2017 월 2 월에 첫 발간했다. 부족한 점이 많았음에도 당시
실무서 발간을 서두른 것은, 업무실무서가 없이 일한다는 것은 목적지 없이 항해하는 선박과
다름없다는 판단에서다.
이번 개정판의 출발은 첫 발간본이 나름 의미는 있었지만, 부족한 점 또한 많다는 판단에서다.
그간에 겪은 착오와, 동시에 얻은 교훈을 이번 개정판에 넣어서, 소통 업무를 하는 누구든지 쉽게
해당 업무를 파악하고, 실무에 사용토록 하자는 게 이번 개정의 이유다. 아울러 개정판 제작과정
중인 지난 9 월 8 일 메르스 환자가 추가로 국내에 유입되면서 이번 개정판의 중요성을 다시 한번
실감하는 계기가 되었음은 자명하다.
이번 개정판은 ‘종이책’이 아닌, ‘전자책’(디지털북) 개념으로 발간했다. 긴급상황이 발생하면 각종
백서나 매뉴얼 등을 찾아보기 어려울뿐더러, 종이책이라서 어디에 어떤 내용이 있는지 찾기도
힘들다는 점에서 보완을 서둘렀다. 특히, 최근 대부분의 각종 소통 자료가 시각물과 동영상으로
제작･보관되고, 온라인상에 많은 정보들이 쌓여있어, 이를 언제 어디서든 제대로 활용하기 위해서
디지털북이 절실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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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기대응능력을 평가하는 매뉴얼인 ‘합동외부평가’(JEE･Joint External Evaluation) 책자에 기초했다.
국제기준에 맞춰 제작함으로써 향후에도 지속적으로 흐름에 맞춰 수정･보완해 나가는 게 맞다는
판단에서다.
만든다고 만들었지만, 이번에도 의욕이 앞선 탓에 첫 발간 때처럼 아쉬운 게 눈에 띈다. 뻔한
변명인 인력, 예산, 시간의 문제가 있지만, 이런 이유를 빼고라도 추가로 손질하고 보완해야 할 게
적지 않다.
다행인 것은 디지털북이기에 온라인상에서 지속적으로 개정을 지속할 수 있다는 점이다. 국내외
최신 정보는 앞으로도 언제든지 추가로 보완할 예정이다.

이번 디지털 SOP 가 나오기까지 도와주신 분들이 너무 많다. 정은경 질병관리본부장을 비롯해
항상 든든한 지원을 해주시는 박금렬 기조부장께 먼저 감사인사를 드린다. 아울러, 첫 발간판에
기초해 온갖 자료 작성과 틀 개정을 해주신 질병관리본부의 소통협력사인 피알원 조재형 대표,
임내형 이사, 노영우 팀장, 장수진 대리 등 관계자께 감사의 인사를 전하지 않을 수 없다.
아울러 항상 창조적으로 업무에 임하면서 이번

2 차 개정판의 전체

내용을 만들어주신

위기소통담당관실의 서문교, 고재영 사무관을 비롯해 김동호, 최유석, 이혜은, 이윤재, 임고운,
이철호, 황세희, 차승호, 허우철, 유은태님에게 감사드린다. 이번 소통서는 일부 요약과정을 거쳐
영문으로도 제작해, 세계보건기구(WHO)는 물론, 책의 기본

틀을

질병통제센터(CDC) 등 여러 나라의 보건당국과도 공유할 예정이다.

2018 년 12 월 14 일
질병관리본부(KCDC) 위기소통담당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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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표준운영절차 디지털 활용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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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절. 표준운영절차 발행 목적
1. 일반 목적
- 이 표준운영절차(SOP·Standard Operating Procedure)는 공중보건 위험상황 극복을 위한
일련의 소통 활동을 구체적으로 기록해 놓은 것으로, 위험상황뿐만 아니라, 평시에도 국민
및 언론과의 신뢰 구축 및 유지를 위한 효율적이고 일관성 있는 소통이 이뤄지도록 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2. 세부 목적
- 보건 부문 내·외부 네트워크를 확립해 공중보건 위험상황의 발생 시작부터 종료까지 소통을
효율적으로 실행한다.
- 공중보건 위험상황 발생 시 대외 소통 업무에 몸담고 있는 각 구성원이 담당해야 할 △
주요 감염병 정보에 관한 미디어 상의 정보 관찰 및 수집 △ 올바른 정보 공급을 위한
메시지 개발 및 확산 △ 신속 대응을 위한 언론 브리핑 및 보도자료 유포 등에 대한
구체적인 방법 △ 온라인에서의 국민 직접 소통과 관련한 제반 내용 △ 국내･외 유관기관
연결망을 통한 제반 정보 공급 및 신뢰 구축 및 유지 활동 등을 구체적으로 명시한다.
- 공중보건 위험상황 발생 이후, 위험상황에서의 모든 소통 행위의 적절성을 평가함으로써,
향후에 보다 나은 소통을 위한 규정 및 체계 정비를 비롯한 대응방법 등을 규정한다.

[표 1] 표준운영절차 활용

위험 전

위험 중

위험 후

•미디어 상의 정보 관찰 및 수집
•국민∙언론과의 신뢰구축

▶

•메시지 개발 및 확산
•언론 브리핑 및 보도자료 유포
•온라인 국민소통
•국내∙외 유관기관 연결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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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절. 표준운영절차 적용 범위 및 관련 근거
1. 적용 범위
- 표준운영절차는 감염성 질환을 포함한 모든 공중보건 위험상황 시에 보건의료 부분전반에
관한 소통 계획 및 실행에 적용할 수 있다.
- 한편, 표준운영절차는 질병관리본부의 위기소통담당관실은 물론, 감염병 발생에 따른
위험소통이 필요한 유관 부처, 지방자치단체, 보건소 등에서 개별 기관의 현실에 맞게
적용할 수 있다. 이를 위해 우리나라에서 실제 발생하는 여러 감염병 위험상황에서
위기소통담당관실은 물론, 유관 부처 및 기관에서도 사용할 수 있도록 관련 내용을
세세하게 담으려고 했다.
- 아울러, 표준운영절차는 이 자료를 필요로 하는 누구나

질병관리본부 홈페이지 에서

내려 받아서 해당기관의 특성에 따라 수정･보완･발전시켜서 활용할 수 있다.

2. 관련 근거
가. 보건의료 관련 법률
- 질병관리본부의 표준운영절차는 감염병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의거하여 교육 및 홍보,
국민의 알권리, 정보공개의 원칙에 준하여 작성하였다.
[표 2] 「감염병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법조항

주요내용

제4조

②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국가 및 지방
자치단체의 책무)
제6조
(국민의 권리와
의무)

수행하여야 한다. <개정 2014.3.18., 2015.7.6.>
4. 감염병에 관한 교육 및 홍보
② 국민은 감염병 발생 상황, 감염병 예방 및 관리 등에 관한 정보와 대응방법을
알 권리가 있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신속하게 정보를 공개하여야 한다.
<개정 2015.7.6.>
① 보건복지부장관은 국민의 건강에 위해가 되는 감염병 확산 시 감염병 환자의
이동경로, 이동수단, 진료의료기관 및 접촉자 현황 등 국민들이 감염병 예방을

제 34 조의 2

위하여 알아야 하는 정보를 신속히 공개하여야 한다. 다만, 공개된 사항 중

(감염병위험 시

사실과 다르거나 의견이 있는 당사자는 보건복지부장관에게 이의신청을 할 수

정보공개)

있다.
② 제 1 항에 따른 정보공개의 범위, 절차 및 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 [본조신설 2015.7.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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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특히, 위기소통담당관은 보건복지부와 그 소속기관의 직제의 시행 규칙에 따라 감염병 발생
상황 시 대외 소통력을 높이기 위해 표준운영절차를 준비한다.
[표 3] 「보건복지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보건복지부령 제 566 호)
법조항

주요내용
⑤ 위기소통담당관은 다음 사항에 관하여 기획조정부장을 보좌한다.

제 23 조의 2

1. 질병관리본부 주요 업무에 대한 홍보계획의 수립

(기획조정부)

2. 감염병 위기상황 관련 대외소통 총괄
3. 질병관리본부 업무의 대외 정책발표 사항 관리 및 브리핑 지원에 관한 사항

나. 국가방역체계 개편 과제
4-4. 위험관리 소통 역량강화 및 정보투명성 확보
- 정부는 2015 년 메르스 사태 이후 국가방역체계 개편방안 발표(’15.9.1)를 통해 신종감염병
대응체계 대대적으로 정비하였다. 특히, 거버넌스 개편을 통해 위기소통 전담 부서를
신설하였고 신종 감염병 발생 시 절차에 따른 위험정보 공개의 원칙을 명문화 하는 등
표준운영절차 작성의 관련 근거가 되었다.
[표 4] 신종 감염병 거버넌스 개편
소통 역량 강화 및 정보 투명성 확보

위기소통

정보투명성

위기소통담당관실 신설 및 사회학, 심리학, 언론 등 다양한 전문가들과 함께
｢위기관리 소통계획｣ 수립
정보 공개의 세부범위, 방법 등을 사전 수립하고, 신종감염병 발생시 절차에
따라 관련 정보 즉시 공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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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절. 감염병 위해에 대한 이해
1. 감염병의 발생과 확산
감염병은 세균이나 바이러스와 같은 병원체에 의해 발병하는 질환으로 음식물의 섭취,
호흡기를 통합 흡입, 다른 사람과의 접촉 등을 통해 감염이 이뤄진다. 특히 감염된 동물이나
사람을

통해

광범위한

지역으로

대규모

확산이

발생할

수

있다는

점에서

공중보건

위협요인으로 꼽힌다.
실제로 두창(일명 천연두)이라는 감염병의 확산은 제 1 차, 2 차 세계대전의 사망자 수보다 많은
약 5 억 명의 목숨을 앗아갔으며, 20 세기 초반 유행한 스페인 독감은 당시 전 세계 인구
1/5 을 감염시켰고 최소 2000 만 명 이상 사망한 것으로 알려져 있다. 또한 최근에는 동물에서
시작한 질병이 인간에게 전파돼 종간의 벽을 넘어 유행하는 ‘인수공통 감염병’과 ‘해외 토착
풍토병’ 확산도 인류를 위협하고 있다. 중국, 동남아 등지에서 최근에도 발생하고 있는
조류인플루엔자 인체감염증, 2003 년 전 세계를 공포로 몰아넣은 중증급성호흡기중후군(SARS,
사스), 감염된 소고기를 먹으면 인간에게도 증상이 나타나는 변종크로아츠펠트 야콥병(vCJD),
박쥐와 낙타에서 유래된 것으로 알려진 메르스 (중동호흡기중후군, MERS) 등이 그것이다.
오늘날 유럽과 아프리카, 중동에서 유행하는 감염병은 더 이상 강 건너 불이 아니다. 조사에
따르면 하루에 전 세계 각국에서 뜨고 내리는 항공편의 숫자는 약 10 만 편에 이른다. 이제
하루면 전 세계 어디든 갈 수 있고, 단 하루면 전 세계 어떤 감염병도 우리나라로 입국할 수
있다. 국제화 시대를 맞아 바이러스의 국경도 없어져 버렸다. 실제로 2015 년에 온 국민을
불안에 떨게 만든 메르스도 중동을 방문했던 단 한 명의 감염인에게서 시작되었다.

[그림 1] 감염병 전세계 확산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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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감염병 손실과 예방
감염병의 확산은 공중보건 영역만의 문제가 아니라 사회경제적으로도 막대한 손실을 줄 수
있는 국가적 위험상황이다. 감염병은 일단 유행이 시작되면 종식까지 많은 시간과 노력이
소요되며, 인명 및 사회경제적 피해가 발생한다. 또한 여러 복합적 요인에 의해 확산하므로
한번 발생하면 통제가 쉽지 않다.

[그림 2] 2015 년 메르스 사태 관련 국내 사회경제적 손실
메르스는 2015 년 5 월 첫 확진자 발생 이후 (12 월) 상황종료 선언이 있기까지 확진 186 명, 사망 38 명,
격리 16,752 명이 발생하였다. 아울러 신종감염병의 유행으로 인한 사회경제적 손실도 상상을 초월하는
수준으로 메르스 유행 기간 경제적 손실은 약 10 조(’15 년 5~7 월 두 달)에 달했고, 의료기관 영업 손실
20%, 대형마트나 대중교통 승객도 12~18% 감소했다. 감염병 유행의 직격탄은 관광산업에도 영향을 줘
한국으로 오는 해외관광객이 38%나 감소(2015 년 6 월)하였고, 감염 의심 환자 입출국 문제로 인해 중국
내에서는 ’반한감정‘이 고조되는 등 한국의 국제신인도 크게 하락하는 결과를 초래했다.

(기획재정부, 15.6.10)

(한국경제연구원, 15.7.30)

메르스 관련 경제동향과 대응방안

메르스 사태의 경제적 손실 추정

결국 최선의 대응은 예방이며, 이를 위해서는 사회 각 부문의 공조와 적극적인 소통이 매우
중요하다 할 수 있겠다. 우리나라는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과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서 감염병 유행을 사회재난으로 규정

1

하여 신속하고, 전문적인 국가 방역역량과

위험 대응을 위한 자원 관리 그리고 민관의 협업을 통해 감염병 재난의 극복을 위해 노력하고
있다.

1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 재난이란 국민의 생명, 신체, 재산과 국가에 피해를 주거나 줄 수 있는 것으로서 감염병은 사회재난에
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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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감염병 발생 환경 및 대응 준비
우리나라의 경우 의‧과학의 발달, 보건의료 및 공중위생 환경의 개선, 정부의 공중보건학적
개입 등으로 감염병의 발생 총량은 획기적으로 감소하여 왔다. 하지만, 그간 알려지지 않던
해외유입‧신종감염병 출현에 따라 2010 년 이후 매년 400 명 내외로 꾸준히 신고되는 등
해외유입 감염병에 대한 관심이 지속해서 높아지고 있다.

신종감염병의 원인은 사회, 보건의료, 생활습관, 환경변화, 미생물학적 요인 등으로 다양하다.
세계 어느 곳이든 빈곤과 전쟁 등으로 열악한 위생 환경이 조성되거나 다른 이유로
공중보건이 약화하는 지역이 있다면 이는 그간 사라졌던 감염병이 재창궐하는 기회가 되기도
한다. 특히 전 세계가 일일생활권이 된 현재, 그간 알려지지 않던 감염병이 사람과 접촉할
기회를 제공하거나, 병원체가 새로운 세계로 유입될 가능성을 더욱 높여주게 되었다. 감염병
문제는 여러 원인이 복합적 메커니즘으로 얽혀 있다. 따라서, 각 원인을 충분히 통제하지
못하면 언제든 다시 큰 문제로 확산할 수 있다.

질병관리본부는 이러한 복합적인 문제에 대응하기 위한 국가 컨트롤타워로서 감염병 발생 시
환자 및 접촉자의 신속한 진단과 격리, 전문치료를 위한 인프라를 지속 확보하는 등 24 시간
긴급상황실 체제를 운영한다. 또한 평시에는 미래 감염병 대응계획을 수립하고 결핵과 같은
상시적 감염병 문제도 적극적인 역학조사와 감염자 관리로 유행 가능성을 차단하고 있다.

[그림 3] 연도별 주요 법정 감염병 신고현황

* 출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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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감염병과 소통
위험대응 과정에서 원활한 ‘소통’은 재난의 조기 극복과 피해 최소화에 핵심적 역할을
담당한다. 세계보건기구 합동평가단에 따르면, 2015 년 한국은 메르스 정보공개 지연과 같은
소통의 문제가 원인이 되어 초기 대응에 실패했다. 마찬가지로

네이처도 한국의 메르스

사건을 위험에 대한 소통이 잘 이뤄지지 않아 질병의 역학적인 실제 위험성보다 훨씬 심각한
사회경제적 피해가 발생한 안타까운 사례로 언급하고 있다.
한국은 메르스 이후 2016 년 국가방역체계를 적극적으로 개편하면서 역학적인 방역뿐만
아니라 심리적 차원의 방역인 소통전담부서(위기소통담당관)를 질병관리본부 내 조직으로
신설해 투명한 정보공개, 신속‧정확한 언론 및 국민 소통체계 구축 등에 힘쓰고 있다.
위기소통담당관은 감염병 발생 시 해당 정보를 국민들에게 효과적으로 전달함으로써, 국민이
막연한 불안감보다는 스스로 위험 상황을 판단하여 올바른 예방 행동을 수행할 수 있도록
돕는 역할을 한다.
[표 5] 주요 감염병 발생사례
연도
2012

주요 감염병 이슈
웨스트나일열

관련 보도(참고)자료

[보도자료] 미국 웨스트나일 열 감염자 지속 발생,
여행자 주의 당부(12.9.11.)

치쿤구니야열

[보도자료] 해외유입 치쿤구니야열 환자 국내 첫 확인(13.8.6.)

유비저

[보도자료] 국내 첫 해외유입 유비저 사망사례 확인(13.8.5.)

2015

중동호흡기증후군

[보도자료] 중동호흡기증후군(메르스) 환자 국내 유입 확인(15.5.20.)

2016

지카바이러스 감염증

[보도자료] 질병관리본부 지카바이러스 대비태세 강화(16.1.26.)

2013

[보도자료] 모네여성병원 결핵역학조사 1 차 검사결과

결핵 확진

및 관련 대책(17.7.19.)

레지오넬라

[보도자료] 레지오넬라증 집단발생 의심에 따른
역학조사 실시(17.11.4.)

2017
주사 후 이상반응 의심

중환자실 신생아 사망

노로바이러스
2018
중동호흡기증후군

[보도자료] 서울 서초구 소재 의료기관, 주사 후 이상반응
의심사례 발생에 따른 역학조사 시행(17.12.8.)

[보도자료] 이대목동병원 중환자실 신생아 사망 관련,
역학조사 진행 중(17.12.18.)

[보도자료] 범부처 합동대책본부, 평창동계올림픽
감염병대응 조치 및 결과 발표(18.2.26.)

[보도자료] 중동호흡기증후군 확진자 국내유입 사례 발생(18.9.8.)

* 위 표에 제시된 자료는 질병관리본부 홈페이지 알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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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절. 위험, 그리고 위기소통
질병관리본부를 비롯한 보건당국은 소통을 통해 공중보건 위험상황에 적절하게 대응하여
부정적인 결과를 예방하거나 최소화함으로써 국민, 이해관계자, 조직을 보호하는데 목표를
가지고 있다.
미국 CDC 를 비롯한 WHO, UN 등 주요 세계보건기구는 공중보건 측면에서의

위험과

위기의 정의를 내리고 있다. 위험과 위기 각각의 용어는 종종 혼용되는 경향이 있지만, 무엇에
초점을 두느냐에 따라 그 의미가 다르다. 하지만, 기본적으로 감염병 관련 위험・위기소통은
예상치 못한 감염 상황이 닥쳤을 때 국민과 이해당사자들에게 해당 사건으로 인해 발생할 수
있는 위해(危害)를 알려주는 과정이다.
우리나라에서는 위험과 위기를 혼용하여 쓰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이에 본 장에서는 위험,
위기에 대한 정의를 내리고 구분을 하여 명명하고자 한다.

위험소통(Risk communication)
- 위험소통은 환경 보건 영역에서 자주 활용한다. 예컨대, 우리는 건강을 잃을 수 있는
행동습관이나, 바이러스와 세균 등과 같은 외부 요인에 의해 병에 걸리게 되는데, 이때
발생하는 질병 위험의 종류나 크기를 알려주는 과정이 위험소통이라 할 수 있다.

위기소통(Crisis communication)
- 위기소통은 주로 특정 위기 상황에 직면한 조직(organization)의 관점에서, 해당 위기에서
벗어나기 위해서 공중이나 이해당사자와 어떤 방식으로, 어떤 것에 대하여 소통해야
하는가에 중점을 둔 것이다. 조직 입장에서의 소통 전략과 전술에 방점을 둔 것이다.

[그림 4] 위험소통에 대한 이해

WHO : risk keeping little Ksir safe
– Kris 가 위험소통이 감염병으로부터 어떻게 우리를 보호하는지 배우는 내용 -

(영상 주요장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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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5] 위험소통 인포그래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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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절. 질병관리본부 정보공개 및 소통 원칙
1. 정보공개의 목표
- 재해예방, 효율적인 구조활동 지원, 피해자 배려, 위험 대응 관련 정부신뢰 확보 등 성공적인
공중보건 위험소통을 위해 보건당국은 언론 및 국민들을 대상으로 일관된 메시지를
전달하고 국민이 원하는 정보를 신속하고 투명하게 제공해야 한다. 2

2. 정보 공개 시점의 중요성
- 대중 스스로 정보를 생산하고 공유하는 상황에서 늦은 공개는 정보의 불투명성 혹은
비밀주의로 비쳐 정부 대응의 신뢰를 떨어뜨릴 수 있다. 따라서, 감염병 확산 시 환자
이동경로, 이동수단, 진료 의료기관 및 접촉자 현황 등 국민이 원하는 정보를 신속하게
공개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그림 6] 위험소통과 정보공개

2

보건복지부(2015) 2015 메르스 백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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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정보공개의 효과
구분

예방적
조치
통제적
조치

정보공개의 효과
비감염자에게

선제적으로

사례
감염병에

대처할 기회 제공

예) 병원 내 감염 예방을 위한 의료기관의 노력,
의료기관 방문 시 마스크 착용 등 예방 조치

확산을

예) 정보공개를 통해 감염자와 접촉이 의심되는

자체적으로 통제할 수 있도록 정보

사람이 자발적으로 보건소 및 1339 콜센터

제공

신고 가능하여 추가적 감염 상황 예방

잠재적

감염자가

감염병

4. 정보공개를 통한 위험소통 원칙
공중보건 위험상황 발생 시, 질병관리본부는 정보공개를 통한 위험소통은 질병의 확산 방지
및 사회적 혼란 최소화를 위해 5 대 기본원칙을 세우고 시행해야 한다.

[그림 7] 위험소통 5 대 기본원칙

01 신속(Be first) : 신속한 정보 제공
02 정확(Be right) : 상황에 대한 정확한 정보 제공
03 투명(Transparency) : 모든 상황을 투명하게 공개
04 신뢰(Build trust) : 국민과의 신뢰관계 구축
05 공감(Express empathy) : 국민과 환자에 대한 공감대 형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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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절. 루머 관리
1. 루머 관리 필요성
국제화 시대의 도래와 IT 기술의 발달로 소셜 네트워크를 통하여 사실여부를 판단하기 어려운
정보가 쉽고 빠르게 확산할 수 있다. 특히 부정확한 정보나 자극적인 내용은 확산도가 높을
수밖에 없다. 이러한 정보들이 발생하지 않도록 사전에 충분한 정보를 제공함은 물론 온라인
및 소셜 미디어에 특화된 선제적 관리가 필요하다. 3

2.

루머 정의

어떠한 상황에 대해 관련 정보를 찾기 어렵거나 의사소통의 통로가 없을 때 불확실하고
의심할만한 정보

4

가 발생한다. 이러한 공식적인 증거 없이 유포되는 주장은 여러 분야에서

두루 사용되는 용어이지만 학자마다 정의하는 바가 다르다. 5
기존의 루머는 어떤 이슈에 대해 사실이 아닌 것으로 인식하는 공중들의 커뮤니케이션으로
정의하고 있다. 이는 루머를 사실이 아닌 것으로 제한하여 해석함으로써 공중들이 루머를
수용하고 반응할 뿐 아니라 전파하는 행태를 반영하고 있지 않다고 볼 수 있다. 이에 루머에
관해 확인되지는 않았지만 유용할 가능성이 있는 떠돌아다니는 정보로 정의함으로써 보완할
필요성이 있다. 6
특히, 감염병의 경우, 의료분야가 공중들에게 생소한 분야일 뿐만 아니라 직접적이고 신체적인
위협이 될 수 있는 위험상황이기 때문에 관련 정보에 대한 민감성이 높을 수밖에 없다. 또한
‘사실일 수도 있는 점’을 회피하지 않아 발생할 것으로 예상되는 피해가 있기 때문에 공중은
과도하게 반응할 가능성이 높다. 이에 감염병 루머는 공중보건 위험상황에서 공중들이
비제도적이고 비공식적인 채널을 통해 부정확한 정보를 획득하고 전파하면서 초래되는
커뮤니케이션 현상이라고 볼 수 있다.

“루머 관리 = 확인되지 않은 정보에 대한 관리”

3 WHO IHR JEE of Republic of Korea Self-Assessment Report
4 구글 사전 ‘Rumor’ : a currently circulating story or report of uncertain or doubtful truth.
5 Sunstein, C. R (2009). On Rumor: how falsehoods spread, why we believe them, what we can be done). 이기동 번역 (2009). <루머>.
서울: 프리뷰.
6 DiFonzo, N. & Bordia, P. (2006). Rumor Psychology: social and organizational approaches. 신영환 역 (2008). <루머 심리학>. 서울:
한국산업훈련연구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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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은 2000년 이후로 국내에서 발생한 주요 루머 사례다. 이 중 2015년 발생한 메르스
공기감염 이슈는 전 국민들의 공포를 초래하는 등 그 파급력을 실감하게 만든 대표적인 루머
위험∙위기 사례였다.
[표 6] 루머 사례
감염병

신종
인플루엔자

사람 유두종
바이러스

관련 사례
• 발병 원인 관련 루머(’09)
- 미국의 생화학무기가 유출로 인해 신종인플루엔자가 확산하였고,
백신 이익을 위해 특정 제약회사에서 퍼트렸다는 루머
• 백신 관련 루머(’13~)
- 백신에 자폐, 불임의 부작용이 있다는 온라인 루머
• 감염병 관리 관련 루머 - 낙타유(’15)
- 중동지역 출국자 대상 메르스 예방 홍보 이미지 중 낙타 접촉 금지에 대한 사항만
따로 편집되어 공유
- 낙타유 발병 가능성에 대한 루머 확산

메르스

- 정부 및 질병관리본부에 대한 부정적 이미지 형성
• 전파 관련 루머 - 공기감염(’15)
- 메르스는 비말감염임에도 불구하고 다수의 사람이 비말감염과 공기감염을
혼동하여 포 확산
• 발병 관련 루머 - 소두증(’16)

지카바이러스

- ‘지카바이러스 감염 = 소두증’으로 국민들에게 인식
- 국내 발병 사례 無로 루머효과가 크지 않았으나 루머 자체의 위험성은 높았음
• 검사 부작용 관련 루머(’17)

결핵

- 잠복결핵 전수 검사가 시작되면서 학생들 사이에 “검사 부작용으로 죽기도 한다”,
“대규모 생체실험이다” 등 루머 확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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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절. 위험단계 경보수준
국내에서는 감염병 환자가 발생한 뒤의 확산 수준에 따라 위험에 대한 경보를 관심(Blue) 주의 (Yellow) - 경계(Orange) - 심각(Red)으로 구분하여 대응하는 관리 체계를 따른다. 감염병
위험소통 담당자는 단계별 물리적 재난대응 시스템에 부합하는 국민소통 목표와 실행전략을
통해 긴박한 상황에서도 국민의 신뢰를 확보, 바른 위험대처 환경을 구축하는 일에 기여할 수
있어야 한다. 7

[표 7] 위험단계별 소통전략
소통 방향

경보
수준

위험상황
목표

전략

- 해외에서 신종감염병 유행
관심
(Blue)

올바른

(아직 국내 유입되지 않음)

상황인식

- 국내에서 원인불명의

• 감염병 상황 관련
신속∙정확∙투명한 정보 전달

감염환자가 발생
- 해외 신종감염병이 국내에
유입됨. 국내 환자 발생
주의
(Yellow)

- 국내 신종·재출현 감염병
발생

예방수칙

• 다양한 채널을 활용한

준수

적극적인 국민 소통

(원인불명의 환자가
감염병으로 확인)
- 해외 신종감염병 또는 국내
경계
(Orange)

신종·재출현 감염병이
타지역 전파되는 현상이
위험극복

나타남

공감 및
- 해외 신종감염병 및 국내
심각
(Red)

참여 유도

• 위험 극복을 위한
국민들의 자발적 참여 유도

신종·재출현 감염병이
여러 지역에서 발생함.
- 전국 확산 조짐

7 세계보건기구는 위험단계별 공중보건 사건에 대해 의사결정을 돕고 바람직한 행동변화와 신뢰를 유지하기 위한 커뮤니케이션
활동의 중요성을 이야기하고 있지만, 우리의 경우 단계별 소통목표 및 전략이 미흡한바, 메르스와 같은 감염유행 시 큰 피해를
보았다. 메르스 백서(2015)에서 ‘바이러스 감염이 아니라 소셜 미디어 감염이었다.’는 모 전문가의 회고 메시지가 대표적인
대한민국의 소통전략 미흡을 대변했던 예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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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절. 질병관리본부 소통조직
1. 소통조직 구성
질병관리본부의 소통조직은 위기소통담당관을 중심으로 국민 및 언론소통 담당 체계를
구축해야 한다. 이때, 위기소통담당관은 통합적으로 조직 대응방안을 운용하여 팀 간의 소통
부재를 극복하고 내부의 정보 비대칭 현상이 발생하지 않도록 해야 한다.
위기소통담당관의 주요 역할
• 위험관리 커뮤니케이션 활동을 통합적으로 지휘∙감독
• 대내적으로는 내부 관련 부서가 일원화된 목소리로 소통업무를 할 수 있도록 조율
• 감염병 위험 관련 회의에 참석해 정보를 공유하고 외부 정보공개 수준을 판단·확정
• 브리핑 등을 통해 신속하고 시의적절한 위험대응 활동 시행
• 표준운영절차에 따라 위험∙위기소통이 진행되는지 총괄
[표 8] 질병관리본부 위기소통담당관 조직도 및 역할
기관장
협력

위기소통담당관

*유관기관

언론소통팀

보도기획
• 언론보도 기획
• 보도자료 배포, 관리,
지원
• 미디어 모니터링(언론,
커뮤니티, 소셜 미디어
등)을 통한 여론 분석
• 본부장/전문가 기고
지원
• 영문 보도자료 게시
지원

국민소통팀

취재 지원

소통기획

• 긴급 브리핑,

• 소통전략 수립 및 기획

주요 설명회 등 제반 업무

• 위험대응 메시지 개발 및

(E 브리핑, 전화설명회 등)

콘텐츠 기획
• 부내 및 유관부처

• 언론․방송 오보대응

협력소통

• 인터뷰(메시지) 관리 및

• 대내·외 소통협력

영상촬영/배포
• 출입기자 관리, 관계자
연락망 구축
• 언론 취재지원 및 언론

• 현장에 취재제한선 설치

• 온라인 콘텐츠 제작 및
확산
• 대국민 공식 홈페이지에
대한 정보관리, 운영
• 소셜 미디어 운영
(페이스북, 카카오톡,

(국제기구, 민간단체,

네이버 포스트, 트위터,

기업)

유튜브)

• 전문가 소통자문단 운영

• 온라인 광고매체 관리

• 유․무료 매체광고 집행

• 포털사이트, 커뮤니티

• 1339 콜센터운영

제공 자료 발굴

온라인소통

등 대외채널 연계

• 소통 조사연구, 교육

• 국민소통단 운영

• 국회, 예산, 서무업무 등

• 루머 모니터링 및 대응

요청
• 영상․사진 촬영 지원

* 해당 기관의 조직 크기 및 상황에 따라 통합 혹은 확대 운영해도 무방
• 국민소통수석실-국무조정실-문체부-복지부(대변인실) -질병관리본부(위기소통담당관실)간 연락체계 유지
• 협력사항 : △초기 메시지 관리 △여론 관찰 및 대응 △콘텐츠 제작 및 확산 △취재지원 인력 파견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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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위험상황 시 관리전담 조직 구성 8
가. 질병관리본부 대책반 운영
감염병 관련 위험 징후가 인지되면 자체위기평가회의를 개최해 관심단계의 경보가 발령되면
질병관리본부는 곧바로 대책반을 구성하여 즉각적인 대응 체계를 구축한다. 위기소통담당관은
대책반장인

센터장

이하

위기대응총괄과를

지원하는

역할로,

위기대응총괄과에

필요한

위험소통 환경을 구축하고 언론 및 국민소통을 지원한다.

[표 9] 질병관리본부 대책반 조직도
대책반장
(담당 센터장)

8

상황분석〮국제협력

대응총괄〮역학조사

언론〮국민소통

위기분석국제협력과

위기대응총괄과

위기소통담당관

자원관리

검역관리

환자감시

자원관리과

검역지원과

위기대응총괄과

질병관리본부(2018). 2018 메르스(MERS) 대응 지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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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10] 질병관리본부 대책반 부서별 역할
부서명

역할
• 대책반 운영 총괄 및 긴급상황실(EOC) 운영
• 일일보고 및 상황 전파
• 보도자료 등 대국민 홍보자료 작성, 배포 등

위기대응총괄과

• 중앙역학조사반 운영 및 시‧도, 시‧군‧구 역학조사 지도, 교육
• 감염원, 감염경로 규명을 통한 국내 유행의 역학적 특성 분석
• 대량환자 발생 시 환자/접촉자 관리 시스템 운영 및 관리
• 국내 환자 발생 감시 및 발생 현황 보고
• 진단‧신고기준 정립 및 신고 독려

위기분석국제협력과
자원관리과

• 국내외 환자 발생 모니터링, 자료분석 및 정보 환류
• 국가 비상 의료자원 관리(국가지정 입원치료병상, 국가비축물자)
• 언론보도 기획, 언론 모니터링, 보도자료 배포

위기소통담당관

• 취재지원, 오보대응
• 콘텐츠 관리∙배포, 소통자문단 상황 공유, 1339 대응가이드
• 소셜미디어 소통, 홈페이지 콘텐츠 관리, 온라인 모니터링
• 국립검역소 검역대응 계획 수립

검역지원과

• 출‧입국자 검역조치 총괄
• 검역 인프라(시설, 장비) 구축‧점검
• 해외여행객 대상 홍보 지원
• 검사법 표준화 관리

감염병진단관리과

• 실험실 정도 평가 관리
• 타 기관 검사 확대 및 관리
• 확인 검사

바이러스분석과

• 검사법 개선 및 개발
• 검사법 보급 및 정도 평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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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중앙방역대책본부 운영
감염병 재난으로 인한 위기경보가 관심단계에서 주의단계로 격상하게 되면 기존 대책반
체제에서 중앙방역대책본부 단계로 대응 조직체 또한 격상한다. 질병관리본부장 담당 하에
긴급상황센터가 가동되고 각 부서는 팀으로서 일사불란한 역할을 부여 받는다.
위기소통담당관은 소통팀으로서 더욱 주도적인 역할을 수행해야 한다. 이때, 총괄팀을 비롯한
역학조사/환자관리팀,

의료자원관리팀

등은

소통지원부서로서

위기소통담당관의

대·내외

커뮤니케이션 활동에 필요한 정보제공자로서 역할을 수행해야 한다.

[표 11] 중앙방역대책본부 조직도
중앙방역대책본부장
질병관리본부장

실무추진실장

감염병 위기관리대책

긴급상황센터장

전문위원회

위기소통팀
위기소통담당관

행정지원팀

∘브리핑 및 보도자료 배포
∘위험소통계획 수립 및 콘텐츠 개발
∘콜센터 운영, 여론 분석 등

기획조정과 / 운영지원팀

총괄팀
위기대응총괄과장
위기분석국제협력과장

역학조사/환자관리팀
중앙역학조사반장
즉각대응팀장

감염병별 담당과장

∘조직, 인사, 예산, 물품 등
행정 지원

의료자원 관리팀
자원관리과장
예방접종관리과장
(추가 지정 과장)

① 상황총괄관리

① 역학조사

∘방역 기획‧총괄

∘역학조사 총괄

(격리병원) 지정운영 및

∘긴급상황실 운영

∘역학조사서 개발

지원

∘상황보고 평가 및

∘역학조사 결과 분석

일일상황보고

및 공유

∘부처연계/대외협력

② 환자/접촉자관리

∘지시사항 관리

∘환자/접촉자관리

② 정보수집/위기분석

∘격리실태 관리

∘환자 발생 현황 관리 및

③ 현장관리

감시망 운영
∘국내‧외 감염병 정보

∘감염병관리기관

검역관리팀

진단검사팀

검역지원과장

감염병진단관리과장

(13 개검역소)

감염병별 담당과장

∘입국자 검역조치 강화
계획 수립 및 대응총괄

∘검사체계 총괄
∘표준검사 수행

∘환자/접촉자 관리

∘검사결과 분석·취합

∘국가비축물자 관리

∘검역인력 교육

∘병원체 분리 배양 및

∘방역물자 지원

∘검역인프라

∘방역의료인력 관리

(시설‧장비) 운영
∘긴급검역대응반 관리 및
검역상황실 운영

특성 분석
∘검사시약 등 지원
∘보건환경연구원,
검역소의 표준 검사법
확립 및 보급
∘실험실 정도 평가

∘즉각대응팀 현장 대응 및
관리

수집·분석 및 환류
∘국제협력
③ 대응지침
∘대응지침 총괄
∘자문기구 운영
∘정책결정을 위한
근거 마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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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절. 내∙외부 소통 및 협력
1. 조직 내부소통
조직 내부에서는 집단대응체계 구축과 위험상황 공유를 통해 수평적인 정보 공유 시스템을
유지해야 한다. 초기 대응 시 정보 공유를 위한 온라인방을 구축하고, 상시로 위험상황과 정보,
행동지침 등을 정확하게 공유하여 내부 직원이 위험관리의 핵심 주체로서 일원화된 목소리를
낼 수 있어야 한다.

가. 소통준비
(1) 조직 내부소통 채널 구축
- 위기소통담당관은 온라인방을 개설해 위험이 발생했을 때 초기 대응을 위한 정보 공유
시스템을 운영한다
<소통채널 운영 원칙>
• 유관부서의 위험연락망을 정비하여 즉각적인 연락이 가능하도록 사전 조치
• 사적 대화는 금하고 공식 보고임을 규정하여 육하원칙에 따라 정보 객관성을 확보
• 정보를 공유할 때는 출처와 시간을 명시
• 상시로 위험상황과 정보, 본부의 입장을 사내 게시판 및 소셜 미디어 등을 통해 내부직원들에게 공유
(긴급 상황, 피해 범위, 이미 논의된 조치, 계획 중인 대책 등)
• 내부 홍보협의체를 구성해 월 1 회 정기 및 수시 회의, 온라인방 운영을 통해 정보 공유는 물론
의견 수렴을 하여 위험소통에 대한 공동협력 방안도 마련해 시행
• 기관은 위험단계에 따른 행동지침과 우선순위를 제공
• 직원들의 헌신과 노고에 대해 지속해서 격려하고 소통

<3∙3∙3 원칙>
• 3 시간 이내 소통부서를 포함한 위험대응팀 구성
• 3 일간 초기 신속 진압을 위한 전사적 대응 활동 전개
• 3 주간 추가 확산 방지를 위한 집중 대응 활동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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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편, 공중보건 위험상황 발생에 대해 신속한 정보 및 일관된 메시지 확산을 위해,
질병관리본부 내부에서는 관련 상황에 대한 소통창구와 작동체계(Hot-line)가 마련되어야
한다.
[그림 8] 위험상황 발생 시 보고체계

(2) 조직 내부소통 역량 강화 훈련
- 위기소통담당관을 비롯한 주요 소통담당자는 평소 위험상황 발생 시 상황을 고려한 다양한
시뮬레이션 교육 등을 실시하고 소통역량을 높이기 위한 훈련에 참여한다

『위기소통담당관』
사전에 감염병 위험과 대응절차에 따른 소통교육 훈련에 참여하여 매뉴얼을 숙지
『부서별 소통 담당자』
정기적으로 워크숍 참여 등 각종 교육 훈련을 통해 일관된 위험소통에 기여
『관리자 대상』
오프라인과 온라인 매체 변화 등에 따른 언론과의 인터뷰 방법, 보도자료 작성,
효과적인 미디어 활용 등에 대한 훈련 시행
『실무자 대상』
보도자료 및 기고 작성, 홍보기획 등 실무자를 위한 홍보업무 실행 교육과정 개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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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실행 가이드
(1) 위험상황 시 보고체계를 구축한다.
- 각 감염병 담당 부서에서 위험 징후가 포착될 경우, 위기소통담당관과 즉시 공유한다.
- 자체위험평가회의를 운영하여 평가 및 판단 결과에 따라 위기경보를 발령한다.
- 위기경보 단계에 따라 대책반 혹은 중앙방역대책본부가 구성‧운영된다.
√ 위험상황 공유 시 유‧무선, 전자메일, SMS, 팩스, 서면 등 상황에 가장 적합한 방법을
사용한다. (일반적으로는 모바일 메신저(바로톡 등)의 단체 대화방을 통해 공유)
√ 긴급상황센터에서 공유하는 일일 국내‧외 감염병 동향을 통해 위험 징후를 예측할 수 있다.

(2) 일원화된 목소리 환경을 구축한다.
- 최초 위험상황 시, 언론브리핑을 통해 메시지가 언론으로 전달된다.
- 이후 대책팀∙본부에서 상황에 따라 지속해서 보도자료를 배포하고 소통실에서는 관련
콘텐츠를 개발하여 확산시킨다.
√ 모든 기자 취재에 대한 선조치 후보고를 금하고 대책팀∙본부를 통한 접촉체계로 전환한다.
√ 대책팀∙본부에서 외부로 나가는 메시지 관리가 이루어지도록 소통 인력은 대책팀∙본부에
상주하며 상황을 수시로 위기소통담당관과 공유해야 한다.

(3) 집단대응체계를 구축한다.
- 위기소통담당관은 모바일 메신저를 통해 수평적 정보 공유시스템을 운영한다.
√ 유관부서 소통 담당자 연락망을 정기적으로 정비해 위험상황 시 연락이 가능토록 한다.
√ 사적 대화는 금하고 공식적인 보고임을 규정하고 육하원칙에 따라 정보 객관성을 확보한다.
√ 정보를 공유할 때는 출처와 시간을 명시한다.

(4) 내부직원들과 위험상황을 공유한다.
- 일원화된 목소리를 내기 위해 내부직원과 위험상황을 더욱 정확하게 공유한다
- 위험상황과 정보, 본부의 입장을 내부채널을 통해 내부직원들과 상시 공유한다.
(긴급상황, 피해의 범위, 이미 논의된 조치, 계획 중인 대책 등)
- 평소 내부 홍보협의체 등을 구성해 정기 및 수시 회의, 온라인방을 운영한다.
(정보 공유 및 의견 수렴을 하고, 위험소통에 대한 공동 협력 방안도 논의함)
- 내부직원들의 헌신과 노고에 대해 지속해서 격려하고 소통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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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조직 외부소통
감염병 위험소통에서는 조직 외부 유관기관과 긴밀한 소통을 통한 대응이 중요하다. 특히
일사불란한 공동 대응을 위해서는 사전에 구축한 위험소통 네트워크를 통한 상황 공유가
필수적이다.

가. 소통준비
- 신속한 정보와 일관된 메시지 확산을 위해 위험소통 네트워크를 사전에 구축한다.

(1) 보건기관, 유관기관 연계
- 언론, 지방자치단체 등 유관기관과 전국 보건소, 의료기관(대한병원협회, 대한의사협회 등),
감염병관리본부 등과 실시간 위험소통채널을 마련한다.
√ 위험상황 발생 시 유관 정부기관(행정안전부, 식품의약품안전처, 지자체보건소 등)과 실시간
소통채널을 구축해 신속하게 정보를 전달한다.
√ 주요 위험 상황의 경우, 언론브리핑 시 전문가 배석을 요청한다.
√ 정부부처 대변인 회의 주요 안건으로 상정해 정보 공유 및 협력 방안을 마련한다.

(2) 민간 부문 협력 강화
- 위험단계별 민간 부문 자원을 확보하여 사전에 공동훈련 및 회의 등을 개최해 평시에도
상호 신뢰적 협력 관계를 유지한다.
√ 의료계 및 민간기관(대한병원협회, 대한의사협회, 대한병원홍보협회 등)과 사전에 공동훈련 및 회의
등을 개최해 평시에 상호 신뢰적 협력 관계를 유지한다.
√ 위험 발생 시 네트워크를 통해 실시간 자료 전송 등 위험 대응력을 높인다.

(3) 전문가 자원 확보 및 참여
- 위험상황에서 소통할 수 있는 전문가 명단을 확보하고 평시에도 소통 체계 구축을 통한
협력을 도모한다.
√ 위험소통 관련 전문가(PR 학회, 헬스커뮤니케이션 전문가 등) 전문가소통자문단을 통해 자문
시스템을 확보하고 상시로 소통한다.
√ 위험상황 시 전문가들의 다양한 시각과 전문성을 통해 문제해결 방안을 모색한다.
√ 전문가들이 연구활동, 세미나, 기고, 방송출연, 인터뷰 등 다양한 경로를 통해 보건당국의 대응
메시지를 국민들에게 전할 수 있는 가교로 활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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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9] 질병관리본부 위험소통 네트워크

국민소통자문단
전문가소통자문단
정부부처
의료계
언론

100 인의 국민소통자문단 구축 및 운영
12 명의 커뮤니케이션 전문가소통자문단 구축 및 운영

보건복지부, 교육부, 외교부, 국방부, 행정안전부, 문화체육관광부 등
대한의사협회, 대한병원협회, 한국병원홍보협회, 대한간호협회 등
복지부 및 질병관리본부 출입기자단 등

전국 보건소

전국 시･군･구 보건소

지방자치단체

전국 17 개 시‧도

민간기업, 단체

국제기구

포털사이트, 온라인 커뮤니티, 유관기업, 민간단체 등

세계보건기구(WHO), 세계보건기구서태평양사무처(WPRO),
미국 질병통제예방센터(US CDC), 유럽연합질병통제센터(ECDC)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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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실행 가이드
(1) 유관 정부 기관과 업무 협조
- 평소 위험대응 연락망을 구축해 놓고 위험상황 시 신속한 정보를 제공한다.
- 관련 정부부처가 있다면 해당 부처의 홍보팀의 홍보 네트워크 활용 협조를 고려해본다.
- 타 부처에서 언제나 정보 열람이 가능하도록 온라인(홈페이지 등)에 상시로 콘텐츠
(대응상황, 조치상황, 홍보콘텐츠)가 게시될 수 있도록 한다.

감염병 예방(손씻기∙소매기침) 광고 ‘마블 히어로 어벤져스 캠페인’

[정부부처(문화체육관광부, 행정안전부 등) 및 지자체 협업 / 정부보유 전광판, 편의점 등 확산 추진]

(2) 전문가 자문 체계 마련
- ‘소통자문단’을 발족하고 상시 자문체계를 통해 지속해서 정보를 공유한다.
- 위험상황 발생 시 최초 브리핑 이전 즉시 자문을 받는다.
- 위험대응 시 전문가들의 다양한 시각과 전문성을 활용해 문제해결 방안을 모색한다.
- 국민이 불안해하는 부분에 대해 전문적, 과학적 근거로 설명할 수 있도록 한다.

< 전문가 자문 체계 마련 사례 연구 – Team B >
위험관리기관에서 다양한 외부 전문가를 모아서 만드는 한시적 조직으로 이들은 위험 대응이나
관리의 경험은 없지만 신선한 시각을 제공한다는 점에 장점이 있다. ‘Team B’의 B 는
Brainstorming 의 약자로 여러 전문가가 함께 대응책을 모색한다는 조직의 성격을 잘 드러내
주고 있다. 이는 미국 CDC(질병통제예방센터)가 도입한 개념으로 2001 년 탄저균 테러와 관련한
CDC 의 미흡한 대처가 도입 계기이며 2002 년 West Nile 사태에서 처음 도입되었고 2003 SARS
조사에서도 도입되었다. Team B 는 의료인, 바이러스 학자 외에도 곤충학자, 사업가, 컨설턴트 등
다양한 인력으로 구성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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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의료계 및 민간기관과의 소통
- 평소 홍보채널로 활용하던 민간기관과의 네트워크를 적극적으로 활용한다.
- 소셜 미디어를 통해 양방향 소통이 가능함을 공지하여 실시간 소통을 유도한다.
- 공중보건 위험상황 관련 민간 전문가에게 정부의 대응 상황을 수시로 제공한다.

(4) 영향력 인사 이슈 대응 준비
- 위기소통담당관은 위험상황 발생 시 국회 보건복지위원회에 신속하게 정보를 공유하고
요청하는 자료에 대해 적극적으로 협조한다.
√ 요구 자료에 신속히 대응할 수 있도록 평소 부서 담당자 현황을 관리한다.
√ 평시 상시로 주요 감염병 발생 현황 자료 및 보도자료 등을 국회 파견자 및
보좌관들에게 정보를 공유(전자우편 및 문자 알림서비스)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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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절. 대국민 소통
국민들이 상황을 올바르게 인식할 수 있도록 신속·정확·투명한 소통을 실시하고 감염병 피해자
및 가족에 대한 위로·공감 커뮤니케이션을 통해 국민과의 신뢰를 확보하는 것이 중요하다.
이를 위해 타깃과 채널환경을 고려하여 국민소통을 진행해야 한다. 특히, 감염병 발생 시 소통
콘텐츠는 보도자료에 기반을 두되 타깃 특성과 채널 환경에 따라 다양한 형태의 홍보물로
확장되어야 한다.

<감염 피해자 및 가족에 대한 위로와 공감 커뮤니케이션>
① 피해자 입장을 고려하여서 해야 할 말과 하지 말아야 할 말을 구분한다.
② 피해자의 목소리를 최대한 경청하고 공감하며 요청사항이 있을 경우, 대책본부에 전달하여
해결될 수 있도록 한다.
③ 피해지역에 신속하게 도착하여 피해자 및 가족을 만나야 한다.
필요한 경우 대책본부 책임자가 직접 만나는 것도 고려한다.
④ 피해자 및 가족에 대한 위로와 함께 이들이 스트레스 상황에 놓이지 않도록
보건 관계자에게 협조를 구한다.
⑤ 피해 확산방지와 현재 상황을 해결하기 위해 피해자의 협조가 중요함을 인지한다.

** 일반 국민의 신뢰 확보를 위한 접근
• 일반 국민들이 감염병에 대한 바른 정보를 바탕으로 감염으로부터 자신을 스스로 보호하고 불안을
극복할 수 있도록 신속 정확 투명한 커뮤니케이션으로 신뢰를 확보해야 한다.
• 정부 인사의 태도나 행동이 여론의 비판 대상이 될 수 있다는 점을 유념하며, 진지하고 신중한
자세를 유지한다.
• 정부 상황이 아닌 국민·언론 등 제삼자 입장에서 메시지를 만들어 전달한다.
• 국민들이 위험상황을 해소하기 위한 긍정적 행동할 수 있도록 소통수단을 마련한다.
• 국민들이 실제 위험상황 이상 수준으로 과도하게 받아들이지 않도록 루머를 관리한다.

** 국민 소통 타깃 및 채널환경 구축
• (감염병 발생 전) 유사 시 긴밀한 협조를 도모할 수 있도록 지속해서 기자, 일반인, 의료기관,
보건소에 질병 정보제공 및 대처방법을 안내하고, (감염병 발생 후) 잘못된 정보 확산방지 및 위험
극복을 위해 해당 타깃들에게 정보를 지속적으로 공급해야 한다.
• 평시 감염병에 대한 정보 및 예방수칙을 기자, 일반인, 의료기관, 보건소 등과 조성하여 필요하면
신속하게 활용하여야 한다. (위험 발생 시 채널을 급하게 만들기는 어려움)

40

4 장. 감염병 위험∙위기소통 준비

가. 소통준비
(1) 소통 계획 수립

평시

위험
발생 시
위험
발생 후

위험소통 전반에 관해 유관기관과 소통 체계를 구축함은 물론, 평시에 직‧간접
만남을 통해 위험상황에서 더욱 빠르게 대응할 수 있도록 준비한다.
맡은 업무에 대한 점검항목, 절차, 기본 양식(대응 메시지, 보고서식 등)을 중심으로
위험소통 행동 매뉴얼을 준비한다.
매뉴얼 재검토 및 보완하고 위험소통 전반에 대해 외부 전문가의 자문을 받아
앞으로 국민 입장에서 소통이 원활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준비한다.

(2) 소통 메시지 개발
(가) 국민 공감을 위한 성공하는 메시지 전략
① 메시지 내용 (정보의 정확성)
- 위험 자체에 대한 정보뿐만 아니라, 어떻게 대처해야 하는지에 대한 지침도 전달한다
- 정확한 사실을 확인하여 공중에게 주기적으로 전달함으로써, 부정확한 정보가 확산하는
것을 초기에 차단한다.
- 언론을 통해서도 똑같은 사실이 취재되는 게 중요하다. 한 목소리를 통해 국민들이
편안함을 느끼게 해야 한다

② 커뮤니케이션의 속도(정보공개 속도)
- 공중의 물음에 빠르게 대답하고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도록 노력한다
(위험상황 시 국민들은 공중의 요구에 대한 당국의 반응속도로 위기대응체계 평가).
- 초동 시 당국이 빨리 나타나서 위험상황을 파악하고 있음을 보여주는 것이 중요하다.

③ 메시지에 대한 믿음
- (공감과 보살핌) 공포, 고통, 불확실함에 대한 공감과 보살핌의 내용은 30 초 안에
공중에게 전달돼야 한다. 국민들은 공감과 보살핌이 느껴질 때, 메시지를 기꺼이
받아들이며, 이를 행동에 옮겨 실천할 수 있다.
-

(전문적인

능력)

전문적인

능력은

당국자가

과거

유사한

위험상황에서

어떻게

대처했으며, 현재에는 어떻게 대응하고 있는가에 의해 판단된다.
- (정직과 개방성) 정직함과 개방성은 정보나 자료를 공중에게 섣불리 공개하라는 뜻이
아니다. 현실을 정확히 파악해, 그것에 맞게 대응하는 것이다.
- (전념과 헌신) 현 공중보건 위험상황을 수습하기 위한 보건당국의 목표가 무엇인지를
보여주고, 이를 달성하기 위해 헌신을 다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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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효과적인 정보 전달을 위한 메시지 개발
메시지 개발 시 가장 우선하여 염두에 두어야 할 사안은 위험에 대한 정확한 정보다. 이를
바탕으로 해당 감염병 위험과 관련된 환자 및 가족, 그리고 지역주민 더 나아가서는 일반
국민들이 가질 수 있는 위험에 대한 우려와 공포를 관리할 수 있는 내용을 담는 게
효과적이다. 한편, 해당 메시지는 의료관계자 및 학계의 전문 감수를 통해 오류 정보를
제거하는 보완작업이 필수다.
[그림 10] 메시지 개발 순서도

9

(다) 메시지 작성 시 유의사항
① 위험상황을 설명할 때는 이해하기 쉬운 사례, 시나리오 등을 제시
- 연관성과 인과관계, 위험요인, 상대위험, 그리고 이론적 위험 등은 학자에게는 의미
차이가 있지만, 국민과 미디어에는 다 같은 내용으로 받아들여진다.
② 기술적 혹은 과학적인 근거에 의한 결정 중 논란 우려가 있는 내용에 대한 충분한 설명
- 구체성이 떨어지는 이론적 위험이 수치로 구체화할 수 있는 위험보다 국민에겐 더 큰
위험으로 다가온다. 난해한 통계 및 수치는 잘 받아들여지지 않는다.
③ 메시지의 신빙성을 위해 전문자료에 기반한 일관된 내용으로 작성
- 메시지의 수용도를 높이기 위해서는 메시지 자료는 보건당국이 아닌 제삼자에 의해서도
검증되는 게 좋다.
④ 책임 소재가 다른 두 가지 위험에 대한 단순 비교 유의
- 예컨대, 해외감염병 유입·확산과 같은 보건당국의 책임이 큰 위험상황을 흡연, 음주로
인한 사망률과 같이 개인에게 책임소재가 주어지는 위험상황 비교하는 것은 국민의
공분을 살 수 있다.

9

CDC (2018). CERC Messages and Audienc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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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 위험 대응 메시지 개발
위험 대응 메시지는 전략적인 판단이 중요하다. 질병관리본부를 비롯한 보건당국의 해당
이슈에 대한 책임수준과 그 수용 판단에 따라 공격자에 대한 반박부터 사과/수정행동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대응메시지 고안이 가능하다.

[표 12] 위험상황 시 책임성 판단에 따른 메시지 전략
전략

수용

메시지 전략

전략 선정 기준

• 문제를 제기한 대상자에게

공격자

직접적인

공격

반박

및

오류

지적(제소 포함)
수용

문제에

거부

맞서기
관계가 없음을 시사

• 문제 중 ~한 부분에
해명하기

잘못된 점이 있어서 바로
약한

문제를

수용

줄이기

정당화

잡음
• ~에 오해의 소지가 있으나,
우리의 의도는 ~ 부분이며
우려사항이 아님
• 문제에 대해 유감을 표함

유감/

중간

조치

수용

• 앞으로 개선 및
재발 방지를 위한 활동을
문제를

• 식별 가능하고 반박할 수 있는
공격자가 있을 때 사용
• 루머에 의한 위험에 적당

• 문제가 사실과 다르거나

부인

10

계획/수행할 것

• 위험이 존재하지 않거나 위험에
책임이 없다는 근거가 있을 때 사용
• 루머에 의한 위험에 적당

• 위험 책임에 대한 오해의 소지가 있는
경우 사용

• 위험으로 인한 피해도 적고, 조직의
책임 소재가 명확하지 않은 경우

• 조직과 직·간접적인 관여가 있는 문제
상황에서 적절한 책임 대응이 필요할
때 적용

해결하기
사과/

높은

수정행동

수용

• 문제에 대한 전적인
책임을 수용하고 관련
처벌 또는 수정행동

10 Coombs, W. T. (2007). Protecting organization reputations during a crisi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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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 기타 이해관계자 타깃 메시지 대응
위험상황을 전·후로 하여 보건당국은 언론 인터뷰 외에도 엄중한 환경에서 답변을 수행할
때가 있다. 미디어를 통해서 국민들에게 메시지가 전달된다는 점에서는 같지만, 언론 인터뷰
때와는 반대로 알리는 자(Spokes Person)에서 대답하는 자(Answer Person)로 입장이 바뀐다는
점에서 차이가 크다. 알리는 자로서는 설득 메시지 접근이 효과적이나 반대로 대답하는
자로서는 수용적 메시지 접근이 중요하다.

① 질의에 대답하는 자로서 DOs & DO-NOTs
Dos
(적절한 표현)

Do-nots
(부적절한 표현)

(강조점) 응답자의 ‘철학’, ‘겸손’, ‘경청과 소통’, ‘균형’, ‘현장’ 등
(유의점) 충고에는 배움의 정신, 사적 지적에는 인정과 불찰로 응대
(강조점) 모든 가능성 열어놓되, 책임 있는 자세의 발언 필요
(유의점) 지나친 확신, 논쟁 및 논박 태도, 감정 표현, 비하,
과도한 정치적 발언, 일방적 의견 등 자제

② 영향력 관계자의 질의 사항에 대한 준비
평시 또는 감염병 위험상황 진화 후 보건당국의 대처상황에 대한 확인과 평가, 후속 대책에
대한 요청 등으로 진행된다. 따라서, 주요 질의 사항에 대한 사전확인 하에 기본적으로
답변에 필요한 메시지를 준비해 가야 한다

예시 1) 000 위원 사전질의 「감염병 재난 지역사회 대비 대응 시스템 조속 확보」
→ 시스템 구축 필요성에 대한 공감 표현
→ 관련 시스템에 해당하는, 과거 및 현재 추진사항에 대한 사실 정보 제공
→ 향후 보건당국으로서 예산확보 및 적극 설치 의지 표명
예시 2) 자체 예상 질의 「원인불명의 질환 발생 시 향후 개선 방안」
→ 초동 대응 강화를 위해 개선 방안 소개
→ 원인불명 질환 집단 발생 시 대응 단계별 대응 지침을 마련 의지 표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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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실행 가이드
(1) 언론 소통
위험상황 시 언론의 취재 요청 목적은 △기사(뉴스)에 대한 증빙 자료를 얻기 위한 것
△기사(뉴스)의 방향을 강화하기 위한 것 △기사(뉴스)의 보충 설명 자료를 확보하기 위한
것이다. 즉, 취재요청 기자를 설득하거나 관련 기사를 막을 수 없다. 그러므로 위험상황 시
언론 대응 원칙을 숙지하고 적절한 대응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
<위기상황 시 언론 소통 원칙>
√ 신속하게 사실, 경위 확인(빨리 조직의 공식 입장 정리 및 표명)
√ 단일화된 공식 프레스 인포메이션 센터 개설(비공식 정보 출처 통제)
√ 최대한 정직하게 대처하며 매체와의 신뢰관계 증진 노력
√ 사태에 대한 책임 있는 모습과 최선의 노력 자세를 보임

(가) 언론자료 작성
① 보도자료 작성
- 수요자인 기자·국민의 관점에서 최대한 쉽게 작성한다.
- 보도자료의 배경이나 관련 통계, 용어설명, Q&A, 적용사례 등을 참고자료로 추가한다.
√ 통계는 가장 최신으로 사용하며, 타 부처 또는 기관의 통계를 사용 시 출처를 명확히 표기
√ 타 부처·기관과 공동으로 보도자료를 배포할 경우, 사전에 배포시기와 엠바고를 서로 조율
* 조·석간의 엠바고는 신문지면 기준, 방송·통신·온라인의 경우 조간은 전날 12 시, 석간은 당일
6 시부터 보도 가능

보도자료 양식,

보도자료 표기 준칙,

보도자료 작성 가이드

② 언론사 기고 작성
- 논란이 되는 이슈* 혹은 특별한 계기**가 아닌 경우,
2-3 주 전에 위기소통담당관으로 기고문 전달 필요(기고자 소속, 사진 포함)
* (예) 신종‧해외유입 감염병 유입 관련, ** (예) 예방접종 주간 등 특정 행사 관련

- 언론사에 기고문 요청 시 같은 주제로 겹치지 않도록, 1 주제 당 1 곳 언론사씩 추진
√ 담당과 요청 → 언론사(출입기자단 간사 협조) 의뢰 → 가능 여부 통보 → 모니터링

③ 오보∙문제기사 대응 (보도설명 / 해명자료 배포 프로세스)
- 오보의 경우, 담당 언론에 연락하여 최대한 정중하게 오보임을 인지시키고 정정을
요구한다.
- 해명자료는 보도가 당일 오전 중 배포가 원칙, 늦어도 오후 3 시까지는 반드시 배포한다.
필요할 경우 설명회도 함께 실시한다.
√ 사업과 해명자료 작성 → 보고 → 배포 (기자단 송부/문자 공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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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리 기사가 예상될 경우 - 오해 소지가 있는 보도 대응 사례>
• 조직이나 피해자 보호 차원에서 게재되면 안 되는 이유를 설명
• 대응 후에도 기사가 나가는 경우가 많으므로 철저한 모니터링 시행, 기사 게재 시 바로 대처
• 불가피한 경우에 엠바고를 요청해 양해를 구하고 엠바고 시점까지 진행 상황 등을 수시로
담당기자에게 전달해 신뢰를 쌓음
(’18.02) 스켈레톤 윤성빈 선수의 노로바이러스 감염이 이번 올림픽에서 있었던 것으로 오해할 소지가 있는
보도들이 있었으나, 올해 초 해외 대회에서 감염됐었다는 사실을 전함으로써 오해를 불식시킨 바 있음.
<’18. 2 월 15 일 보도내용>

<’18 2 월 16 일 보도내용>

“윤성빈은 평창올림픽을 앞두고 위기를 겪었다.

이 감독은 (...) "지난 1 월 6 일 독일 알텐베르크에서

노로바이러스에 걸려 체중이 3kg 이나 빠져 컨디션

국제봅슬레이스켈레톤경기연맹(IBSF) 월드컵 6 차

조절에 애를 먹었다. 하지만 레이스에서 안정된

대회를 마친 뒤 확신을 얻었다"며(...)

경기력으로 주위의 우려를 불식시켰다.”

당시 윤성빈은 노로바이러스에 걸려서 배탈로 밥도
제대로 먹지 못할 만큼 고생했고,
그 탓에 연습에서도 최악의 컨디션을 보였다고 한다.

<오보 기사 대응 - 초판 기사에 대한 신속 대응으로 기사 정정한 사례>
• 신문의 경우 후속판 또는 온라인 뉴스에, 방송의 경우 다음 뉴스에 시정되도록 노력
• 타 매체로의 파급을 최소화하기 위해 해명 자료를 신속히 배포
• 명백한 사실을 잘못 기재한 경우, 구체적 사실을 제시해 수정을 요구하고, 해석의 문제일 때는 다른
측면에서 사안을 바라볼 수 있음을 설명
• 역학조사 결과 등 민감한 내용이나 신속히 배포돼야 하는 상황일 경우 ‘객관적인 사실을
알려드리기 위해 정보를 제공한 것’임을 보도(참고)자료에 표기해 향후 언론대응에 참고
‘올림픽 선수까지 노로바이러스 확진 비상’ 제하의 초판 기사에 사실관계가 다른 내용이 실렸으나,
‘객관적인 사실을 알려드리기 위해 정보를 제공한 것’임을 언론사에 설명해 본 기사에는 해당 문구 삭제됨
<가판기사>

<본 기사>

.

46

4 장. 감염병 위험∙위기소통 준비

<위험상황 시 언론 소통 고려사항>

① 초기에 신속히 대응하되 정확한 정보에 근거해 브리핑하라
- 위험상황 시 초기 발표가 정부의 신뢰를 좌우한다
- 초기 사고원인, 피해 상황에 대한 언급은 신중히 처리한다
- 문서로 작성한 발표 자료만 브리핑한다
② 창구를 단일화하고 한목소리를 유지하라
- 여러 채널을 통해 상호 모순되는 정보가 제공되면 불신이 생긴다
- 다른 조직에 책임을 전가하는 발언을 삼간다
③ 언론은 최대한 준비한 뒤 대하라
- 현장 상황 정보와 여론을 파악해야 적절한 메시지를 전달할 수 있다.
④ 피해자 등 국민 정서를 항상 염두에 두고 발언, 행동하라
- 위험상황 시 국민감정과 동떨어진 발언이나 행동은 국민적 공분을 낳는다
- 사람 중심 시각에서 언론에 브리핑하고 설명한다
⑤ 언론 및 온라인(소셜 미디어)에 적극적으로 새로운 정보를 제공하라
- 기자가 충분한 정보를 얻지 못하면 제삼자의 정보에 의존하게 되어 오보 가능성이 커진다
- 정부 발표 시 위험대응 조치가 진전되고 있음을 보이도록 한다
⑥ 모든 정보를 공식화하라
- ‘오프 더 레코드(Off The Record)’는 지켜지기 어렵고, ‘노코멘트 (No Comment)’는 문제가 있거나
숨기고 있다는 암시를 준다
- 최대한 모든 정보를 공개하고, 불가피하게 비공개가 필요한 경우 그 사유를 공개하여 국민적
동의를 얻어야 한다
⑦ 오보 및 루머에는 즉각 대응하라
- 오보가 한번 보도되면 사실로 받아들여지고 추가적인 오보가 이어지며, 루머는 소셜 미디어,
댓글 등을 통해 급속히 확산하므로 초기에 정확한 정보공개 등을 통해 대응하는 것이 필요하다
⑧ 위험 관련 전문가와 오피니언 리더들에게 상황을 충분히 설명하라
- 위험상황 시 언론이 접촉하는 전문가 의견은 여론에 큰 영향을 미친다
⑨ 외신 기자 취재 지원 계획을 수립하라
- 외신 보도는 대외적 국가 이미지 형성에 큰 영향을 미치고 내외신 보도는 상호 영향을 받게
마련이다
⑩ 국민들의 주의와 행동이 요구되는 경우, 대응 요령에 대한 메시지를 쉽고 간단하게 제작해
활용하라
- 감염병 확산이나 천재지변 등으로 인한 추가적인 사고를 막기 위하여 국민들의 주의나 행동
지침이 필요한 경우, 이와 관련한 메시지나 홍보물은 최대한 간단명료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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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언론 인터뷰
① 보도자료 관련 인터뷰 영상 촬영 및 배포 과정
- 주요 보도(참고)자료와 관련, 방송 주목도를 높이기 위해, 질병의 특성, 발생 양상,
대처 및 예방수칙 등을 담당자가 설명하는 영상을 직접 촬영해 언론에 배포한다.
- 사전 촬영이 가능하면 자료와 함께 송부, 어렵다면 사후촬영 후 즉시 배포한다.
√ 해당과에 촬영공지 → 일정 협의 → 촬영 → 내부검토 → 영상배포

② 인터뷰 수락 및 거절
- 언론‧방송사에서 취재 등을 목적으로 연락할 경우, 위기소통담당관실을 통해 공식적인
인터뷰를 요청해달라고 전달한다.
- 인터뷰 진행 전 위기소통담당관실에 사전에 계획을 보고해야 하며, 인터뷰 질의답변서
등은 직접 전달하기보다는 소통실을 통해 언론‧방송사로 공유한다.
- 인터뷰가 어려운 사안에 대해서는 구체적인 사유를 소통실로 공유, 내부적으로 조율해
수락 또는 정중히 거절하도록 한다.

③ 인터뷰 진행 시 확인사항
- 소관부서 개별접촉을 통한 언론 인터뷰는 일관된 언론소통을 저해할 수 있어 지양한다.
- 인터뷰 관련 질의지를 사전에 입수해, 담당 부서의 답변을 신속·정확히 준비한다.

④ 인터뷰 시 기본자세
- 전화인터뷰의 경우 친절하고 안정된 톤을 유지한다.

⑤ 인터뷰 주의사항 및 상황별 대처법
- 기자 문의에 잘 알지 못하는 사항일 경우 확인해보고 다시 연락하겠다고 친절하게
응대한 뒤, 담당 부서에 내용 확인 후 연결한다.
- 언론 취재받은 경우 즉시 소통실 및 부서장에게 상황을 보고한다.
- 민감한 사안의 경우 간부진 등 미리 합을 맞추어, 일관된 답변을 만들어 두어야 한다.

⑥ 매체별 인터뷰 요령 ☞

질의 시 참고 표현

- (언론사) 사전 작성된 답변서 위주로 답변 후, 향후 게재시점 등을 파악한다.
- (방송사) 방송개요, 프로그램 기획안, 촬영대본 등을 사전에 공유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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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뷰 고려사항>
• 철저히 준비하라.
• 끝까지 듣고 답하라.
• 사실과 다른 이야기를 절대 하지 마라.
• 질문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했다면, 질문의 요지를 다시 묻거나 스스로 질문의 요점을 정리한 뒤,
답하라.
• 모르는 내용이면, 사실 확인 후 ‘양해를 구한 뒤’ 답하라.
• 민간·산하기관·지자체·타 부처 등에 대한 부정적인 의견을 표현하지 마라.
• 오프 더 레코드(Off the Record)는 없다고 생각하고 신중하게 답하라.
• 곤란한 답변은 정중히 거절한다.
• 경청하라.
• 어려운 용어를 사용하지 마라.
• 겸손이 최고의 미덕이다.
• 기사의 인용 문구에 들어갈 내용이라면, 반드시 ‘말’이 아니라 ‘글’로 답하라.

(다) 언론 브리핑 (긴급브리핑, 정례브리핑, 브라운백 미팅, 컨퍼런스콜 등)
- 설명은 보도자료를 기본으로 하며, 필요 시 설명자료, Q&A 자료, 발표 PPT(혹은 사례
동영상), 인포그래픽 등을 추가로 준비한다.
- 긴급하게 브리핑을 하는 경우, 월요일 브리핑으로 주말에 예약을 해야 하는 경우 등은
바로 문체부 담당자에게 유선으로 예약한다.
√ 브리핑 지원 과정
- 장소예약, e-브리핑 등록 → 기자단 문자 공지 → 사전 준비 → 진행
√ 전화설명회(컨퍼런스콜) 지원 과정
- 설명회 요청(사업과) → 협의 진행(위기소통담당관실) → 문자 공지(위기소통담당관실) →
설명회 진행(위기소통담당관, 담당과, 기자단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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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브리핑 고려사항>
- 브리핑 준비 시 • 브리핑 전 사전 리허설을 해라
- 언론의 예상 질의에 대한 답변 비, 언급을 삼가야 할 주제나 용어 등을 미리 파악해 둔다.
• 브리핑 계획을 사전에 통보하라
- 기자들의 위험상황 시 정보 욕구를 충족시켜 주고 정보 제공에 대한 예측 가능성을 높이도록 한다.
• 위험대응 활동의 설명에 도움이 되는 인사와 자료를 준비하라
- 현장 지휘책임자, 기관장 등의 브리핑이나 기자회견 기회를 마련하고 관련 통계 정보도 제공한다.
• 미디어 트레이닝을 평소 정기적으로 실시한다.
- 평소에 위험 상황을 상정하여, 기자 대상 브리핑 및 질의응답 훈련을 정례적으로 실시한다.
• 언론을 공평하게 대하라
- 특정 매체에만 정보를 주어서는 안 된다. 취재기자 리스트에 근거해 공평하게 정보를 제공해야 한다.
• 복장은 정복이나 비상근무복을 착용하라
- 대변인이 아니어도 브리핑, 기자회견 참석자는 이 원칙을 준수한다.
• 현장을 질서 있게 관리할 수 있도록 준비하라
- 보도 경쟁이 과열될 경우 자극적·선정적 뉴스가 양산되고 피해자들의 인권이 침해될 수 있다.
- 사고 현장에 접근제한선(폴리스라인)을 설치하고 필요하면 적절한 안내 조처를 한다.
- 필요하면 공동취재단을 구성해 기자들이 공보담당자의 인솔하에 현장을 방문, 취재하도록 안내한다.
- 브리핑 진행 시 • 쉽고 정확한 용어를 사용하라
- 전문용어나 업계에서 통용되는 약어 사용을 삼가고 정부 발표를 직접 인용해 기사화할 수 있도록
쉬운 용어로 말한다.
- 용어로 설명이 어려운 경우 그림·사진 및 영상 등을 함께 제공한다.
• 질문에 대한 답변은 간결하고 명확하게, 결론부터 말하라
- 편집 가능성을 항상 염두에 두고 내용을 강조할 필요가 있는 경우, 답변을 한 번 더 되풀이한다.
• 질문에 얽매이지 마라
- 질문이 잘못된 사실이나 가정을 전제로 한 경우 전제에 동의하지 않는다는 점을 분명히 한다.
- 확언 요구 등 답변이 곤란한 경우 ‘사태 해결을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다’등으로 언급한다.
• 질문에 대한 답변 인터뷰에서는 핵심 중심으로 간략히 말하라
- 방송 인터뷰의 경우 편집되지 않도록 10 초 이내에 짧게 답변하고 준비되지 않은 돌발 인터뷰는
삼간다.
• 알려질 사실을 은폐하거나 축소하지 마라
- 부정적 사안이라도 알려질 사실이라면 숨기지 말고 선제적으로 발표하고 전후 사정과 맥락을
충분하게 설명한다.
• 정직이 최우선이다
- 정부가 진정성을 갖고 대처하고 있다는 평가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솔직하고 겸손한 태도로 임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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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온라인 소통
온라인을 통해 국민 건강을 위협하는 질병을 알리고 그 예방 및 관리 정보를 공유해 국민
건강 증진에 기여한다. 국민건강을 위협하는 상황에 대비하고, 발생 시 온라인 채널을 통한
즉각적인 대응으로 국민보건 및 원활한 소통 향상에 목적을 둔다.

(가) 온라인 위험소통 목표
① 신뢰성이 있는 정보제공 및 확산
- 믿을 수 있는 질병·건강정보를 기관의 대표 홈페이지로 일원화하며, 제작된 콘텐츠는
소셜 미디어 등을 통해 국민에게 확산한다.

[그림 11] 질병관리본부 콘텐츠 확산 예시

카카오스토리

트위터

페이스북

네이버포스트

질병관리본부 홈페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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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국민과 정부 사이의 쌍방향 소통 역할
- 질병 관련 발생하는 다양한 질문에 대해 답변을 하고 정확한 정보를 Q&A 콘텐츠 등을
통해 신속하고 투명하게 공개한다.


노로바이러스감염증 Q&A



인플루엔자 Q&A



홍역 예방법 카드뉴스



자궁경부암 예방법 카드뉴스

(나) 온라인 위험관리 절차
<온라인 위험소통 기본 수칙 및 절차>
• 위험 관련 쟁점을 파악하여 관련 정보와 메시지를 국민에게 신속하게 공개한다.
• 위험소통의 공식 경로로써 책임감과 역할을 명확히 인식한다.
• 공식적이고 신중한 언어를 사용한다.
• 온라인 콘텐츠에 대한 잘못된 정보는 확인 즉시 바로잡아야 한다.
• 대중의 제보와 반응에 경청하고 신속하게 답변한다.
• 유관기관의 소셜 미디어와 협업해 정보의 접근성과 확장성을 높인다.
• 소셜 미디어의 특성에 맞게 소통하고 루머에 적극적으로 대응한다.
• 변화되는 정보를 확인하고 최신화한다.

단계
1 단계
2 단계

3 단계
4 단계
5 단계

주요 내용

위험 관련 쟁점
발견
확산 가능성 및
위험수준 판단
보고 및 대응
여부 결정
메시지 작성
재난 미디어 채널
운영

• 주요 포털 사이트 초기화면 뉴스창 실시간 관찰
• 쟁점의 특성, 확산 주체 및 채널, 쟁점에 대한 초기반응, 확산
속도와 범위 등을 온라인 담당자가 1 차 분석
• 메시지 내용, 대응 수위 방식, 매체 등을 종합적으로 결정
• 미디어 채널 특성에 맞도록 메시지 형식과 표현 작성
• 원칙적으로 기관의 입장과 정보를 제공하는 공식 채널을 운영
(홈페이지, 소셜 미디어 등)
• 온라인 관찰 결과를 부처 내 주요 의사 결정자에게 실시간 보고

6 단계

상시 관찰

• 게시물 조회 수, 댓글 흐름 변화, 추가 게시물 확산 여부, 다른
이슈로 재확산 여부 등을 관찰

7 단계

추가 대응 점검

8 단계

대응 점검 및 평가

9 단계

상황 종료

• 관찰 시스템을 통해 보고되는 사항들을 재분석해 추가 대응 전개
• 대응 방식에 대한 노하우를 정리해 이후 발생하는 위험에 대해
유효한 대응방안 마련
• 상황이 종료되었어도 온라인 관찰 시스템은 지속해서 가동

52

4 장. 감염병 위험∙위기소통 준비

(다) 온라인 위험소통 채널 운영
- 질병관리본부는 평소 홈페이지를 중심으로 페이스북, 트위터, 유튜브 등 소셜 미디어
채널과 더불어 네이버 블로그 및 네이버 포스트, 네이버 TV 등 포털을 통한 국민 소통
접점을 확보해야 한다.
- 위험상황 시에는 모바일 기반의 소통환경의 신속한 정보전달 효과 등을 고려하여 온라인
메신저를 통한 주요 이해관계자를 비롯한 대국민 메시지 전달을 적극적으로 활용한다.
- 한편, 위험소통 담당자들은 국민소통자문단과 전문가소통자문단의 의견수렴과 협력을 통해
효과적인 위험 커뮤니케이션 환경을 도모해야 한다.
[표 13] 온라인 소통 채널별 진행 절차

매체(프로그램)

진행절차
(협조기관/부서)

한달전

2 주전

1 주전

보도전날

신청/제작

제작완료

당일
(정책시행)

보도이후

소셜 미디어
(페이스북/네이버포

담당과(기초 콘텐츠 및

스트/트위터/카카

원고 제공) → 소통실

오스토리/유튜브/ (아이템선정/개발)→확산
네이버 TV)

사전협의
및
월간계획

기획회의

시안개발 및 테스트 발송

및 개발) → 추진계획
공유 → 카톡발송
담당과(기초 콘텐츠 및

홈페이지

내용 제공) →

(배너, 특집기사)

소통실(개발지원) →

사전협의
및
기획회의

게시

팩트체크

(조정가능)

보고
소통실(아이템선정

카카오 플러스친구

게시

소통실 → 담당과 →
게시

제작 및
수정

루머

(부서)

(소통실)

모니터링

콘텐츠

콘텐츠

결과공유

작성

디자인

카톡발송
(낮 12 시)

모니터링

제작완료

게시

게시

담당과 → 소통실(협의)
포털 콘텐츠검색

→ 문체부 양식제출 →

문체부 의뢰

게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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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2] 질병관리본부 온라인 소통체계

소통 채널 구분

콘텐츠 운영 사례
 메인페이지
 보도자료

질병관리본부 홈페이지

 이달의 건강소식
 해외질병_국가별정보
 감염병포털
 국가건강정보포털
 온열질환 카드뉴스
 수인성감염병 카드뉴스

질병관리본부 페이스북

 예방접종 카드뉴스
 페이스북 라이브
 일본뇌염 특집기사
 자궁경부암 카드뉴스

질병관리본부 네이버 포스트

 결핵예방 카드뉴스
 유행성각결막염 카드뉴스
 진드기 매개감염병 영상

질병관리본부 네이버 TV

 찾 GO 막 GO 캠페인 영상
 미세먼지 영상

질병관리본부 유튜브

 에이즈 예방 영상
 수인성·식품매개 감염병 특집기사
 여름철 감염병 특집기사

질병관리본부 카카오스토리

 건강한 음주문화 카드뉴스
 홍역예방 카드뉴스

질병관리본부
카카오
플러스친구

KCDC질병관리본부

 봄철 감염병 카드뉴스

KCDC 소통센터

 비브리오패혈증 특집기사

KCDC 미디어센터
KCDC 국민소통단

 수족구병 카드뉴스
 진드기 매개감염병 특집기사

질병관리본부 트위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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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민원 소통
- 질병관리본부는 365 일 24 시간 질병 및 감염병 상담을 위해 ☎1339 감염병 전문 콜센터를
운영하고 있다. 콜센터에서는 메르스, 지카바이러스, AI 인체감염증 등과 같은 주요 감염병에
대한 신속한 의심환자 신고/접수, 예방법, 조치사항 안내 등 대국민 소통창구 역할을 하고
있다. 또한 국가예방접종 지원사업, 결핵안심국가 사업 등 주요 정책사업에 대한 민원상담도
제공한다.
- 1339 콜센터 상담원은 모두 간호, 의료, 보건 분야 전문인력으로 구성되어 전문적인
상담서비스를 제공한다. 또한 전화상담뿐만 아니라 국내 대표 모바일 메신저인 ‘카카오톡’을
통한 1:1 문자상담 서비스도 함께 제공하고 있어 국내, 해외 등 누구나 쉽고 편리하게
콜센터 상담이 가능하다.
• 질병관리본부 콜센터(1339) 이용안내
- 대표번호: 국번 없이 1339(무료)
- 운영시간: 365 일 24 시간
•

질병관리본부 카카오톡 서비스
- 감염병, 만성질환, 예방접종 등 실생활에 필요한 질병·건강정보 제공
- 언제 어디서나 카카오톡을 통한 실시간 1:1 상담서비스

• 해외이용 안내
-해외→국내에서 이용 시, +82-1339, +82-2-1339, +82-2-2633-1339, +82-2-2163-5945 번으로 이용 가능(유료)
• 외국인 상담
- 상담을 원하는 국내 체류 외국인은 한국관광공사 관광통역 안내전화(☎1330)과
법무부 외국인 종합안내센터(☎1345)와의 3 자 통화를 통해 상담을 받을 수 있음

[그림 13] 콜센터 주요 상담 흐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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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절. 지역사회 소통
위험상황뿐만 아니라 평시에도 지역사회, 지역단체 등과의 깊은 유대관계 및 신뢰형성은
중요하다. 지역주민에게 적절한 감염병 국민행동 예방수칙 등의 정보를 지속 제공하고, 감염병
발생 시 공중의 걱정이나 우려에 대해 효과적으로 소통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또한 위험
발생 전후로 적극적으로 지역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임으로써 위험을 줄이고 효과적으로
위험에 대처할 수 있다.

1. 소통 준비
가. 지역사회 협력관계 구축
지역의 학교나 지자체, 종교 및 주요 노동자 그룹의 리더나 조직은 감염병 위험발생 시
우리의 정보를 유통하거나 루머에 효과적으로 대처할 수 있도록 도움을 줄 수 있다. 평소,
지역사회와 상호작용을 통해 신뢰를 구축하는 노력을 기울임으로써 향후 위험상황 발생 시
보다 소통 효과를 높일 수 있다.

• 중앙 및 지자체에서는 긴급상황 대응 전략 안에 지역사회의 참여시스템과 프로그램을
포함해야 하며, 커뮤니티의 참여와 협조, 피드백 등이 이뤄질 수 있도록 체계화한다.

• 지역사회 단체의 리더들과 빠르고 직접 소통할 수 있도록 질병관리본부 카카오톡
소통센터를 안내하여, 이들 구성원의 목소리와 질문에 바로 답한다.

• 지역사회, 종교지도자, 관련 조직 등이 공중보건 위험상황 대응에 참여할 수 있도록
분권화된 지자체를 중심으로 교육 및 훈련이 사전에 이뤄질 수 있도록 표준 프로그램을
제공한다.

• 중앙정부의 언론브리핑 시, 지역사회의 참여와 협조가 이뤄질 수 있도록 사전점검 및
사후대처가 필요하다.

구분

지역사회 주요 대상

1. 지자체

시·도 및 시·도·군·구 각 보건소 등

2. 지역학교

교육부(유치원, 초·중·고등학교, 대학교), 보건부(어린이집) 등

3. 공공시설 (영화관 등)

영화관, 체육시설, 지하철, 버스터미널, 공중화장실 등

4. 종교 단체

지역 교회, 성당, 절 등

5. 지역 단체

외국인(다문화) 관련 단체, 청소년 관련 단체, 아동복지시설
음식업중앙회, 산후조리업협회, 대한노인회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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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실천 가이드
가. 신뢰 관계 구축
신뢰관계를 구축한 단체는 이슈 논쟁 발생 시 제삼자적 입장에서 상황을 평가하고 대응과정에
협조할 수 있다. 또한 중앙 정부의 대응 정책에 대한 공감과 커뮤니티 내 정보 확산을 돕는다.

나. 정보확산
- 커뮤니티가 보유하고 있는 네트워크(정기세미나 및 회의, 관련 시설, 보유매체, 게시판,
면대면 등)를 통해 중앙정부의 일관된 메시지를 신속하게 확산할 수 있다.
• 공문을 통해 감염병 발생 소식 및 예방수칙 정보를 정기적·비정기적으로 제공한다.
• 반상회보, 가정통신문 등과 같이 핵심 내용이 정리된 인쇄 홍보물을 커뮤니티 특성에 맞춰
제작하고, 직접 인쇄물이 커뮤니티에 전달될 수 있도록 노력한다.
• 모든 정보는 보도자료, 홈페이지(정보통신망) 등에도 신속하게 공개하여, 커뮤니티에서 관련
정보 습득에 지체됨이 없도록 해야 한다.
• 커뮤니티는 신속·정확·투명한 정보가 퍼질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협조한다.

다. 의견수렴
- 각 커뮤니티의 주요 입장을 청취할 수 있도록 소통체계가 마련되어 있어야 하며, 올바른
정보 확산을 위해 지역사회에 퍼져있는 루머 모니터링 및 신속한 대응이 필요하다.
• 공중보건 유관기관과 직접 소통할 수 있도록 1339 감염병 전문 콜센터 및 카카오톡 소통센터
(유관기관용)를 안내한다.

• 다양한 이해관계가 있는 커뮤니티 사이, 혹은 지역사회 내 루머확산 방지를 위해, 위험수준에
따라 이슈 모니터링을 확대하고 잘못된 정보에 대해서는 신속·정확하게 올바른 정보를 제공한다.

• 커뮤니티는 올바른 정보가 퍼질 수 있도록 모니터링 및 대응에 대해 적극적으로 협조한다.
라. 참여 활성화
- 신종감염병 발생 등과 같은 실제 상황에 기초하여, 위험소통 절차에 따라 커뮤니티 수준에서
참여할 수 있는 프로그램, 행동변화 캠페인, 훈련 등을 마련해 정기적으로 점검한다.
• 커뮤니티를 대상으로 대응 및 위험소통에 대한 교육을 시행한다.
• 평시 감염병 예방 등을 위한 캠페인, 홍보자료 등을 지속 안내한다.
• 가상 시나리오에 따른 세부 단계별 대응 프로그램을 마련해 연간 훈련을 한다.
• 커뮤니티 수준에서 얻어진 교훈 및 결과에 대해 중앙부처, 지자체까지 공유(보고)될 수 있도록
공유체계(연락망 등)를 지속 점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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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절. 루머 관리
국제화 시대의 도래와 IT 기술의 발달로 소셜 네트워크를 통하여 사실여부를 판단하기 어려운
정보가 쉽고 빠르게 확산할 수 있다. 위험소통에 있어 부정확한 정보에 대한 ‘신속한 파악과
대응’은 상당히 중요하다. 부정확한 정보의 확산은 필요 이상의 혼란을 초래하며, 이는 정부에
대한 불신으로 이어져 더 큰 국민 피해를 일으킬 수 있다. 이러한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사전에 충분한 정보를 제공함은 물론 온라인 및 소셜 미디어에 특화된 선제적 관리가
필요하다. 11

1. 소통 준비
질병관리본부 위기소통담당관실을 중심으로 위험상황에 대한 국민의견 경청 및 루머관리를
위한 상시 대응 체계를 구축해야 한다. 실시간 이슈 모니터링을 통해 루머를 파악하고, 이를
바탕으로 신뢰할 수 있는 정보를 제공하기 위해 다각적인 대응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

국민 건강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잘못된 질병정보, 루머, 민간예방요법, 불필요한 불안감
조성 등의 여론 동향 파악을 위해 다각적인 모니터링이 필요하다. 모니터링 대상은 언론보도,
온라인 뉴스기사 댓글, 포털사이트 지식인, 유명 커뮤니티 게시글, 트위터, 1339 콜센터
전화/문자 상담동향, 국민소통단 의견수렴 등을 통해 추진해야 한다. 이는 전문 미디어
모니터링

회사

및

시스템을 활용하여

실시간,

일일,

주간,

월간

단위로

가능하도록 추진되어야 한다.

[그림 14] 루머 관리를 위한 모니터링 및 대응체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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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실천 가이드
가. 미디어 모니터링 가동
(1) 언론 모니터링 실시간 공유(상시)
① 문자(SMS), KCDC 미디어소통센터 언론보도 배포 알림(사안별 수시)
- 보도 후 관련 기사 모니터링‧보고
(포털 뉴스검색 “질병관리본부”, “감염병” 등 보도자료의 주요 키워드 검색)
- 청와대, 복지부(대변인실), KCDC 간부방, 통합홍보방 등 주요 모바일 대화방 공유

② 일일 언론 스크랩 : 모바일 KCDC 간부방, 1339∙EOC 방(매주 월~토. 07:30)
- (프로세스) 가판기사 검색‧확인 → 현안 관련 기사 요약 → 모바일 대화방에 브리핑
(“질병관리본부”, “감염병” 등 사안에 따라 주요 키워드 검색)
- 초판 대응(자극적인 기사 헤드라인, 오보 기사 내용 정정 등)
(매일 18 시~, 보건복지부 가판대응방)

<2018 평창 동계올림픽 모니터링 사례>
• 내/외신 동향 모니터링
- 내신 : 주요 언론사 지면기사 내용을 요약해 내부 보고 (메모보고, 모바일 메신저 보고)
- 외신 : 주요 외신 언론사 온라인 기사 내용을 요약해 내부 보고 (메모보고, 모바일 메신저 보고)
* 수신처 : 공개소통방(KCDC, 평창 조직위, 식약처, 환경부, 지자체 등), 부처언론방, 외신 담당방 등

<외신 동향(18.1.30.~2.26.) 보고(예시)>

<내신 동향(18.2.8.~2.23.)보고(예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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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온라인 및 소셜 미디어 모니터링
① 모니터링 매체 범위 선정
- KCDC 온라인 채널 : 홈페이지, 블로그, 페이스북, 트위터, 유튜브
- 그 외 온라인 채널 : 소셜 미디어, 유튜브, 커뮤니티, 네이버 지식인 등

② 검색 키워드 설정
- 포털사이트, 빅데이터 분석 프로그램 등을 통해 ‘질병관리본부’ 및 감염병 이슈 관련
키워드 검색

③ 모니터링 및 분석
- 게시물 취합 : URL, 채널, 게시자 ID, 게시물 캡처본
- 정량분석 : RT, 댓글 수, 조회 수, 공유 수 등
- 정성분석 : 감염병 위험 인식 반응 및 태도, 루머 지원 및 변형 정도

④ 위험 심화 시 모니터링 추가 관리 사항
- 키워드 관련 시계열별 그래프

<공중보건 위험상황 시 온라인 모니터링 예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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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라인 위험관리 모니터링 프로세스>

1단계 ｜ 위험 관련 이슈 발견
- 실시간으로 언제, 어떤 온라인 채널에서, 어떤 위험 사안들이, 얼마나 많이 그리고 자
주 이슈가 되고 있는지 모니터링
- 주요 포털사이트 초기화면 뉴스창 실시간 모니터링 필요
: 포털의 뷰 수 높은 뉴스 댓글 등 / 트위터, 블로그 등 주요 키워드 검색

2단계 ｜ 확산 가능성 및 위험수준 등 동향 파악
- 쟁점의 특성, 확산 주체 및 채널, 쟁점에 대한 초기 반응, 확산 속도와 범위 등을 온라
인 담당자가 1차 분석
- 해당 쟁점에 대한 분석 결과, 상당한 위험성을 내포하고 있다고 판단되면 담당자는 즉
시 관련 부서의 의사 결정자에게 보고

3단계 ｜ 보고 및 대응 여부 결정
-

메시지 내용, 대응 수위, 방식, 매체 등을 고려하여 종합적으로 결정

4단계 ｜ 상시적, 지속적인 모니터링
- 게시물 조회 수, 댓글 흐름 변화, 추가 게시물 확산 여부, 다른 이슈로 재확산 여부,
해당 이슈의 언론/방송사 보도 여부 등을 모니터링
5단계 ｜ 대응 점검 및 평가
- 모니터링 시스템을 통해 보고되는 사항들을 재분석하여 추가 대응 전개
6단계 ｜ 상황종료
- 상황이 종료되었어도 온라인 모니터링 시스템은 지속해서 가동
- 위험상황 종료 이후에도 위험 복구단계에서 조치 및 진행 상황을 정기적으로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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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루머대응 유관기관
①

방송통신심의위원회
- 소셜 채널, 커뮤니티, 포털 등의 게재된 루머 게시물에 대해 차단 및 삭제 가능
- 방송통신심의위원회의 신청 양식에 맞춰 루머 게시물 행정조치
- (방송민원) 방송의 공정성, 객관성, 권리침해금지 등 심의 신청 및 문의
- (통신민원) 정보통신망으로 일반인에게 공개되어 유통되는 유해정보에 대한 신고 및 문의
- (인터넷피해구제) 명예훼손, 모욕, 초상권 등 권리침해정보, 사생활 침해 등 분쟁 조정
심의신청 및 상담

②

언론중재위원회(언론중재 Eye-Net)
- 잘못된 보도로 인한 피해에 대한 조정‧중재신청 가능
- (명예훼손) 사회적 평가를 저하하는 구체적인 사실을 적시한 경우
- (음성권 침해) 동의 없이 음성을 비밀로 녹음해 보도한 경우
- (초상권 침해) 얼굴이나 신체적 특징을 동의 없이 촬영, 보도한 경우
- (성명권 침해) 익명처리 해야 하는 개인의 성명을 동의 없이 실명으로 보도한 경우
- (사생활 침해) 사적 영역에서 이루어지는 생활을 본인의 의사에 반해 무단 공개한 경우
- (재산권 침해) 보도로 인해 개인이나 회사 등의 재산상 손해가 발생한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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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루머 관리 소통 사례>

① 메르스 공익요원 사례(’17)
• 상황
- 보건소 공익요원이 온라인 카페에 보건소에 메르스 환자가 발생했다는 잘못된 게시글
(의심환자를 오해) 게재
- 카페 게시글을 본 일반인이 콜센터로 사실여부 문의

• 대응
- 메르스 환자 발생이 아닌, 의심환자임을 확인한 후 공익요원에게 연락하여 게시글 수정 및 삭제
조치 요청
- 공익요원 사과글 게시와 함께 상황 종료

② 지카바이러스 소두증 사례(’16)
• 상황
- ‘지카바이러스 감염 = 소두증’으로 국민들에게 인식
- 국내 발병 사례가 없어 루머효과가 크지 않았으나 루머 자체의 위험성은 높았음

• 대응
- 지카바이러스에 대한 Q&A 콘텐츠 지속 제공
(보도자료, 카드뉴스 시리즈, 가임기 여성 및 해외여행객 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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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1339 콜센터
1339 콜센터를 통해 메르스 등과 연관된 루머가 접수될 경우, 다음과 같이 대응절차를 통해
조처를 한다.
- 첫 번째로, 콜센터 이슈민원 접수창구를 긴급상황실로 일원화하고 루머에 대한 내용을
담당 질병 및 사업부서와 위기소통담당관실로 즉시 공유한다.
- 두 번째, 루머에 대한 사실여부 및 확산 가능성을 판단하여 대응조치 여부를 결정하고,
- 세 번째로 해당 민원인에게 일차적인 조처를 한 후, 불응 시 법적조치 및 경고(감염병
관리법, 방송통신 심의위원회)를 통해 상황을 종결한다.

[표 14] 1339 콜센터 루머 대응절차

민원접수
이슈발견

일반인,
▶

내용 즉시 공유

사실여부검토,

(콜관리시스템,

확산가능성

(민원인

유선 등)

판단

안내완료)

▶

의료기관
1339 콜센터

13

▶

올바른 정보

▶
질병/사업

잘못된 정보

담당부서

(조치 추진)

긴급상황실

▼
불응 시,
상황종료

법적조치 및
◀

담당부서)

13

◀

보고 및

민원인 연락,
1차 조치

모니터링

경고

및 보고
(질병/사업

조치결과

◀

대응여부 판단
◀

질병/사업

질병/사업

질병/사업

질병/사업

담당부서

담당부서

담당부서

담당부서

1339 콜센터 통한 유언비어 접수 시, 대응절차 보고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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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절. 시의적절한 정보를 유통하는 위험소통 대응
위험소통의 주요 목표 중 하나는 국민 스스로 위험을 올바른 방법으로 대처할 수 있도록
정보를 효과적으로 유통하는 일이다. 따라서 감염병 위험이 발생했을 시 당국은 위험에 대해
정확하게 이야기하고 국민에게 정보가 원활히 전파되는 적절한 환경을 조성해야 한다.

1. 위험단계별 대응 조치
위험단계별 대응 조치 : 관심 → 주의 → 경계 → 심각

감염병 형태와 진행 상황에 따라 대응조치의 목표와 전략 및 프로그램의 성격이 다를 수
있으나 일반적으로 위험단계별 대응조치는 아래와 같은 방향을 반영한다.

관심단계

주의단계

경계단계

심각단계

해외

해외 신종감염병의
발생 및 유행

해외 신종감염병의 국내
유입

국내 유입된 해외
신종감염병의 제한적
전파

국내 유입된 해외
신종감염병의
지역사회 전파 또는
전국적 확산

국내

국내 원인 불명∙
재출현 감염병 발생

국내 원인불명∙재출현
감염병의 제한적 전파

국내 원인불명∙재출현
감염병의 지역사회
전파

국내 원인불명∙재출현
감염병의 전국적
확산

대응목표

• 올바른 상황 인식
- 정확한 감염병
발생 상황 인식

• 예방 수칙 준수
- 전국민의 예방
수칙 생활화

• 위험 극복 공감
- 위험 극복에 대한 범국민 공감대 형성

대응전략

• 감염병 상황 관련
신속∙정확∙투명한
정보 전달
• 신뢰 기반 소통

• 다양한 채널을
활용한 적극적인
국민 소통

• 위험 극복을 위한 국민들의 자발적
참여 유도

• 언론보도 기획
• 언론 모니터링
• 보도자료 배포

• 언론보도 및
브리핑 기획
• 언론 모니터링
• 보도자료 배포

• 언론보도 및 브리핑 기획
• 언론 모니터링
• 보도자료 배포

• 취재지원
• 오보대응

•
•
•
•

•
•
•
•

취재지원
오보대응
상시 브리핑 체계
현장 소통 지원

• 콘텐츠 관리∙배포
• 소통자문단
상황 공유
• 1339 대응가이드

• 콘텐츠 관리∙배포
• 유관기관 소통
협조(정부·민간)
• 소통자문단
상시 자문체계
• 1339 인력·회선 증가
• 국민 인식조사

•
•
•
•

콘텐츠 관리∙배포
유관기관 소통 협조(정부·민간)
소통자문단 상시 자문체계
매체광고

• 소셜 미디어 소통
• 홈페이지
메인 콘텐츠 게재
• 온라인 모니터링

• 소셜 미디어 소통
• 홈페이지 내
별도페이지 구성
• 온라인 모니터링

• 소셜 미디어 소통
• 전용 홈페이지 구축
• 온라인 모니터링

상황

보도
기획

취재
지원

대응
조치
소통
기획

온라인
소통

취재지원
오보대응
브리핑
현장 소통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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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관심단계
대응조치

프로그램
○ 언론보도 기획
- 위험상황 전개에 따른 보도자료 기획
○ 언론 모니터링

보도기획

- 위험상황 관련 주요 기사를 요약하여 내부 공유
○ 보도자료 검토∙배포
- 보도자료 검토(상황, 방향성 등)
- 보도자료 사전 공지 및 배포(대변인실, 기자, 홈페이지 등)
○ 취재지원
- 출입기자 소통(전화설명회, 문자메시지, 카카오톡, 미디어센터 등)

취재지원

- 인터뷰 영상 촬영∙배포, 담당자 연결, 참고자료 공유 등
○ 오보대응
- 오보에 대한 대응 여부를 판단하여 정정요청, 보도해명∙설명자료 배포
○ 콘텐츠 관리
- 상황, 질병, 예방 등에 대한 콘텐츠 기획∙제작
○ 콘텐츠 배포
- 소통 네트워크를 통한 콘텐츠 배포

소통기획

- 유관기관 협조를 통한 소통 네트워크 추가 확보
○ 소통자문단 상황 공유
- 상황 및 대응에 대한 상시 정보 공유, 자문단 의견 수렴
○ 1339 대응 가이드
- 위험상황에 대한 정확한 상담을 위해 상담가이드(FAQ 마련)
○ 소셜 미디어 소통
- 질병관리본부에서 보유하고 있는 소셜 미디어를 통해 상황에 대한 상시 소통

온라인
소통

○ 홈페이지 메인 콘텐츠 관리
- 홈페이지 내 위험상황에 대한 정보 관리(배너, 링크, 자료 등)
○ 온라인 모니터링
- 소셜 미디어, 커뮤니티 등 게시글, 댓글을 통해 온라인 여론을 요약하여 내부 공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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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주의단계
대응조치

프로그램
○ 언론보도 및 브리핑 기획
- 위험상황 전개에 따른 보도자료 및 브리핑 기획
○ 언론 모니터링

보도기획

- 위험상황 관련 주요 기사를 요약하여 내부 공유
○ 보도자료 검토∙배포
- 보도자료 검토(상황, 방향성 등)
- 보도자료 사전 공지 및 배포(대변인실, 기자, 홈페이지 등)
○ 취재지원
- 출입기자 소통(전화설명회, 문자메시지, 카카오톡 미디어센터 등)
- 인터뷰 영상 촬영∙배포, 담당자 연결, 참고자료 공유 등
○ 오보대응

취재지원

- 오보에 대한 대응 여부를 판단하여 정정요청, 보도해명∙설명자료 배포
○ 브리핑
- 브리핑 기획(일정, 장소, 사전공지, 기자인솔, 배포자료 등)
- 상황, 입장, 방안 등에 대한 브리핑 자료 검토
○ 현장 소통 지원
- 현장 정보 및 상황 공유, 현장 취재지원, 지역사회(보건소 등) 협조 등
○ 콘텐츠 관리
- 예방법, 환자발생, 대응상황, 루머대응 등에 대한 콘텐츠 기획∙제작
○ 콘텐츠 배포
- 소통 네트워크 통한 콘텐츠 배포
○ 정부∙민간 기관 소통 협조

소통기획

- 정부∙민간 기관 협조를 통한 국민소통 범위 확대(정부, 지자체, 협회, 언론, 포털 등)
○ 소통자문단 상시 자문 체계
- 소통자문단과 언제든 소통 이뤄 질 수 있도록 상시 정보 공유 및 자문 체계 유지
○ 1339 인력∙회선 추가 확보
- 상담 증가 추이를 검토하여 필요 시 인력∙회선을 추가 확보
○ 국민 인식조사
- 전문 리서치 회사를 통해 위험 상황에 대한 국민인식 확인
○ 소셜 미디어 소통
- 질병관리본부에서 보유하고 있는 소셜 미디어를 통해 상황에 대한 상시 소통

온라인
소통

○ 홈페이지 내 별도 페이지 구성
- 위험상황에 대한 실시간 정보 공유
- 위험상황 관련 모든 자료 취합(상황정보, 보도자료, 소통콘텐츠 등)
○ 온라인 모니터링
- 소셜 미디어, 커뮤니티 등 게시글, 댓글을 통해 온라인 여론을 요약하여 내부 공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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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경계-심각단계
대응조치

프로그램
○ 언론보도 및 브리핑 기획
- 위험상황 전개에 따른 보도자료 및 브리핑 기획
○ 언론 모니터링

보도기획

- 위험상황 관련 주요 기사를 요약하여 내부 공유
○ 보도자료 검토∙배포
- 보도자료 검토(상황, 방향성 등)
- 보도자료 사전 공지 및 배포(대변인실, 기자, 홈페이지 등)
○ 취재지원
- 출입기자 소통(전화설명회, 문자메시지, 카카오톡 미디어센터 등)
- 인터뷰 영상 촬영∙배포, 담당자 연결, 참고자료 공유 등
○ 오보대응

취재지원

- 오보에 대한 대응 여부를 판단하여 정정요청, 보도해명∙설명자료 배포
○ 상시 브리핑 체계
- 상시 브리핑 체계 구축 및 상주 기자 지원
- 상황, 입장, 방안 등에 대한 브리핑 자료 검토
○ 현장 소통 지원
- 현장 정보 및 상황 공유, 현장 취재지원, 지역사회(보건소 등) 협조 등
○ 콘텐츠 관리
- 예방법, 환자발생, 대응상황, 루머대응 등에 대한 콘텐츠 기획∙제작
○ 콘텐츠 배포
- 소통 네트워크 통한 콘텐츠 배포

소통기획

○ 정부∙민간 기관 소통 협조
- 정부∙민간 기관 협조를 통한 국민소통 범위 확대(정부, 지자체, 협회, 언론, 포털 등)
○ 소통자문단 상시 자문 체계
- 소통자문단과 언제든 소통 이뤄 질 수 있도록 상시 정보 공유 및 자문 체계 유지
○ 매체광고 집행
- 대국민 대상 메스미디어를 활용한 온∙오프라인 광고 집행
○ 소셜 미디어 소통
- 질병관리본부에서 보유하고 있는 소셜 미디어를 통해 상황에 대한 상시 소통

온라인
소통

○ 전용 홈페이지 구축
- 위험상황에 대한 실시간 정보 공유
- 위험상황 관련 모든 자료 취합(상황정보, 보도자료, 소통콘텐츠 등)
○ 온라인 모니터링
- 소셜 미디어, 커뮤니티 등 게시글, 댓글을 통해 온라인 여론을 요약하여 내부 공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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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15] 단계별 위험소통 대응 10 단계 소통 흐름도

70

5 장. 감염병 위험소통 대응

2 절. 위험소통 대응 세부사항
1. 위험소통 운영 지원
위험상황 시, 근무 인력이 위험소통 대응에만 집중하여 충분히 역량을 발휘할 수 있도록
위험소통 운영 전반에 대한 행정적 지원이 필요하다. 또한 위험상황이 지속할 경우, 원활한
위험소통 업무 수행을 위해서는 충분한 예산∙인력에 대한 지원이 뒤따라야 한다.

가. 예산 : 위험소통 소요 예산 검토 및 확보
(1) 위험소통 대응에 추가 예산이 필요한지 검토
- 담당자에게 요청하여 위험소통 관련 추가로 필요한 예산을 취합
- 위험상황 흐름을 고려하여 경보단계가 올라갈 경우를 대비한 선제적 예산 대비 필요
(2) 예산 확보 방안 강구
- 예산 설명 자료를 작성하여 기획조정과와 협의를 통해 위험소통 대응 예산 확보

나. 위험소통 대비 인력 : 위험상황 대응 인력의 배분 및 인력 증원 방안
(1) 언론소통팀, 국민소통팀 지원 인력 편성
- 위기경보 단계에 따라 업무수행에 필요한 팀별 인력 편성
(2) 인력증원
- 위기경보 상향에 따라 추가 인력이 필요한 경우, 중앙방역대책본부, 기획조정과와 협의
- 타부서 인력 지원 및 소통전담인력 긴급채용 등 고려

다. 비상근무 : 위험소통 대응을 위한 근무여건 조성
(1) 비상근무 편성
- 24 시간 근무 체계가 필요할 경우, 야간, 휴일을 대비한 근무조 편성
(2) 비상근무 여건 조성
- 비상근무에 따라 출장, 야근, 식사 등에 드는 비용에 대한 대책 마련
(3) 각종 보고자료 취합
- 장관, 국회 등 각종 보고자료 및 요구자료 취합∙정리

71

5 장. 감염병 위험소통 대응

2. 보도기획
공중보건 위험상황 발생 시에는 보도참고자료 배포, 긴급 브리핑, 전화설명회 등을 통해 관련
현황 등을 국민과 언론에 정례적으로 신속. 정확. 투명하게 제공해야 함.
가. 보도자료 작성 및 배포
(1) 보도기획 및 배포 프로세스
기획 및 준비
•
•
•
•

보건복지부 대변인실에 배포 보고
자료작성(사업과) 검토 등 배포 준비
보도자료 영문 번역 의뢰
인터뷰 영상 촬영

배포
▶

• 보도자료 배포 공지(문자, 카카오톡)
• 영문 보도자료 게시
(영문 홈페이지, 영문 페이스북)

(2) 세부과정
(가) 기획 및 준비
① 보도(참고)자료 배포가 결정된 경우, 보건복지부 홍보기획담당관(대변인실)에 보고
② 총괄팀(위기대응총괄과)에서 자료작성 및 본부장 검토 후 최종본을 위기소통팀으로 제출
▶ 자료 검토 및 콘텐츠 개발, 삽입 → 출입기자단, 국회상임위, 유관기관 등 메일 배포
내용이 부족한 보도자료는 배포 후 담당과에서 일일이 설명해야 하는
상황이 발생하므로, 관련 용어설명, 통계 수치, Q&A, 소통콘텐츠 등을 참고자료로 추가
* 보도자료 내에 해당 자료의 통계 등 내용은 역학조사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는 언급을
자료 끝에 반드시 해야 함.
* 인터뷰, 전화설명회 시 데이터는 항상 동일한 기준의 내용으로 설명해 혼동을 줄여야 함

(나) 배포
① 출입기자단(유관기관) 등에 이메일로 자료 배포
- 발신 (KCDC 공용메일) / 수신 (방송, 석간, 조건, 종편 등 매체)
② 문자 및 카카오톡으로 메일 송부 사항 공지- 문자발신(KCDC 보도계획 담당 자리번호), 카카오톡 공지 ☞

KCDC 미디어센터

* 언론문의 답변을 위해 총괄담당과장, 담당자 연락처 기재해 공지
③ 영문 홈페이지 및 페이스북에 영문 보도자료 게시
④ 보도자료 이외 주요 현안 문자 발송 (예: 메르스 일일 현황 등)
- 해외유입 신종감염병 위험상황 시 해당 감염병 관련 일일 현황 보고자료를 언론에
배포(매일 오전 동일 시간대에 미디어센터를 통해 언론에 공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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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취재지원
공중보건 위험상황 발생 시 브리핑, 전화설명회 등을 통해 출입기자단 등 언론의 이해를 돕고
올바른 정보를 신속∙정확∙투명하게 소통할 수 있다.
가. 브리핑
브리핑은 보도자료를 기본으로 하되 필요하면 추가 자료 및 Q&A 등을 준비함. 발표는 보통
장관 또는 본부장이 진행하며, 사회는 장관 브리핑 시는 대변인이 본부장 브리핑 시에는
위기소통담당관이 진행한다.
(가) 준비절차
- 장소예약 및 e-브리핑 등록 → 기자단 문자공지 → 사전 준비 → 브리핑 진행
(나) 세부과정
① 장소예약 및 e-브리핑 등록
- 보건복지부 1 층 제 3 브리핑룸 혹은 서울청사 본관 311 호*
* 서울청사 본관 311 호가 불가능한 경우에는 별관 203 호로 예약가능

- e-브리핑(ebrief.korea.kr)에서 등록 후, 문체부 홍보협력과와 유선협의
* 브리핑은 e-브리핑과 동시에 진행, 영상/속기록 서비스 신청 가능(문체부 홍보협력과)
* 긴급 및 주말에 예약이 필요할 브리핑(월요일)은 문체부 담당자에게 유선으로 예약

② 기자단 문자공지
- 출입기자단 간사에게 브리핑 내용 전달 후 카카오톡 미디어센터를 통해 문자 공지
<기자단 문자공지 예시> ☞

출입기자 대상 문자공지

<0 번째 중동호흡기증후군 환자 관련 브리핑 공지>
○ 제목: O 번째 중동호흡기증후군 감염자 상황 및 관련 대책
○ 발표자: ○○○
○ 일시: ○○월 ○○일 ○○시
○ 장소: 정부 서울청사 본관 311 호 브리핑룸
* 관련 자료 배포는, 브리핑 현장에서 배포 예정입니다.
* e-브리핑 실시간 중계가능
* 원활한 출입을 위해 신분증 지참 바랍니다.
* 문의: OOO 사무관(010-0000-0000), OOO 주무관(010-0000-0000)

③ 브리핑 현장 사전준비 ☞

브리핑 업무 분장

브리핑 사전 체크포인트

- 시작 전, 장소 세팅·설명자료 출력·배부 등 브리핑 지원을 위한 사전준비
* 필요한 자료는 30 매 정도 준비(해당과 또는 소통실 지원)
* 서울청사 브리핑 시에는 보도자료 배포·출입기자단 청사 출입지원 등 업무지원 인력 최소
2 명 필요(공무원만 가능, 공무원증 지참)
* 보도자료 등 브리핑 자료 인쇄는 서울청사 9 층(또는 충정로 사옥)에서 준비
* 카메라 기자는 브리핑 전 영상기기의 사전 설치가 필요하므로 브리핑 시작 최소 30 분 전까지
서울청사에서 출입 지원해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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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전화설명회
공식 브리핑이 어려울 때 사안에 따라 충분한 배경설명을 통해 객관적 사실적인 보도를
유도하여 안정적 여론 조성하기 위해 전화설명회를 개최할 수 있다.
(가) 준비절차
: 협의진행 및 문자공지(위기소통담당관실) → 설명회(위기소통담당관실, 담당과, 기자단 등)
(나) 세부과정
① 협의 및 문자공지 : 일정 및 내용 확인 후, 기자단에 설명회 공지
- 설명회 이전 기존의 언론 질의에 대한 답변서를 보내야 함
- (필수체크사항) 사회자(위기소통담당관), 발표자(담당 국장 또는 과장/팀장)

<공지 예시>
○ 제목: ○○○ 설명회
○ 발표자: OOO
○ 일시: ○○월 ○○일 ○○시
○ 방법: 자신의 휴대폰 또는 유선전화로 아래번호로 연결해
안내멘트에 따라 비밀번호를 누르면 설명회에 참석
가능
○ 번호: 0000 연결 후 0000
○ 진행: 발표자 설명 후 질의응답(질문시 언론사 및 성명)
* 전화 회의시 스피커폰(한뼘통화)을 사용하면, 소음이 매우
크게 발생해, 다른 참석자들이 제대로 회의내용을 청취하기
어려우니, 스피커폰 사용은 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발표자

설명에

집중하기

위해,

관련기능안내<(참석자

듣기모드 설정/해제) : 접속 후 '* 6' 누르시면 참석자 본인
소리가 참석자에게 들리는 것을 차단/ 해제>를 활용하시면
원활한 설명회에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KCDC 위기소통담당관실 드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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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카카오톡 KCDC 미디어센터 취재지원
예고되지 않은 보도(참고)자료 배포 시, 사전 알림 서비스를 시행하여 기자단과의 신뢰형성 및
긍정 보도 확산을 지원한다. 특히, 위험상황 시 동일 시간대에 아침 카카오톡 메시지를 통해
현황 안내와 더불어 예정된 브리핑 또는 설명회 유무, 배포자료 유무 등을 안내한다.
(1) 예고 공지
: 문자(시안) 마련(위기소통담당관실) → 문자 발송(기자단 등 카카오톡 발송) → 보도(참고)
자료 배포(기자단 등 메일 송부)
(2) 1:1 취재지원
: 기자단 문의(카카오톡 옐로아이디 미디어센터 확인) → 사전 안내(1 차, 콜센터 문자발송)
→ 내용 확인(2 차, 담당 부서) → 추가 답변(문자발송)
(3) 소통창구 마련
: 위험상황 발생 시 담당 팀에서 언론의 문의를 모두 답변하기 어려우므로, 소통창구를
KCDC 미디어센터로 ‘일원화’→ 답변 마련 후 전화설명회를 통해 일괄 답변
(자료 카카오톡 송부)

라. 언론 모니터링 및 오보대응
(1) 언론 모니터링
- 신문. 방송 등 언론 모니터링 상시 가동
- 사안에 따라 검색 키워드 설정
예) 질병관리본부, 메르스, 바이러스, 감염병, 감염 등

(2) 오보 대응
- 오보대응 목적
: 언론매체의 초판 확인을 통한 KCDC 관련 오보 등을 사전 파악하여 신속하고
효과적인 언론 대응 체계 구축에 목적이 있음
- 오보대응 과정
: 대변인실 초판 대응 근무조의 기사 초판 받음 → KCDC 관련 사안 모니터링 후 문제
기사에 대해 내부 및 담당과에 즉시 통보 → 담당 국, 과장 대응여부 판단 → 대응
필요 경우, 해명 및 설명자료 등 작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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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소통기획
가. 콘텐츠 기획∙제작
위험소통 콘텐츠는 보도자료, 홈페이지, 소셜 미디어 등에 게시되어 위험상황에 대해 국민들이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한다. 국민 눈높이에 맞춘 콘텐츠는 위험상황 정보를 쉽고 빠르게
전달할 수 있다.
콘텐츠 제작 전 인쇄, 방송, 온라인, 현장매체 등 콘텐츠의 유형에 대한 고려가 필요하며,
내용상으로는 사실관계, 정부대응, 질병정보, 예방수칙 등을 중심으로 작성한다. 또한 내용은
초등학생도

이해할

수

있는

수준으로

작성되어야

하며,

반드시

시각물이나

동영상이

들어가도록 해야 한다.
콘텐츠 형태는 대중매체를 통한 공익광고보다는 온라인 콘텐츠가 매우 빠르고 효과적이므로
온라인상의 배너, 카드뉴스, 안내문 등을 우선으로 활용하는 것을 권한다.

(1) 콘텐츠 유형
(가) 매체별 콘텐츠 유형
구분

매체

콘텐츠 유형

방송매체

TV, 라디오, 케이블 TV 등

영상(TV 공익광고), 음원, 자막/스크롤 등

인쇄매체

신문, 잡지, 기타 인쇄물 등

포스터, 리플릿, 브로슈어, 안내문 등

통신매체

인터넷, 소셜 미디어, IPTV, DMB 등

배너, 카드뉴스, 온라인 포스터, 영상 등

현장매체

옥외, 교통매체, 브리핑현장 등

영상, 포스터, 안내문 및 문구, 판넬 등

☞

질병관리본부 홈페이지 홍보자료실

(나) 주제별 콘텐츠 유형
주제

내용

질병정보

정의, 증상, 잠복기, 감염경로, 의심환자, 국민행동수칙 등

예방수칙

국민행동요령, 국내외 예방수칙 정보, 여행자 주의안내 등

발생현황

확진자 이동경로, 발생시간, 발생장소, 대응현황 등

용어 및 개념설명

의학 및 역학관련 용어 설명(밀접접촉자, 일상접촉자 등)

FAQ 혹은 팩트체크

궁금해하는 주요 질문, 루머 등에 대한 답변 제공

의료기관용 대응안내

역학적 특성, 임상적 특성, 진료 전∙중∙후 대응, 신고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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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콘텐츠 예시 이미지
[질병정보]

[예방수칙]

[발생현황]

메르스 바로알기

메르스 예방수칙

메르스 확진자 이동경로

[용어 및 개념설명]

[FAQ 혹은 팩트체크]

[의료기관용 대응안내]

메르스 접촉자 개념

메르스 팩트체크

메르스 대응안내

(2) 콘텐츠 작성 가이드라인
- 최초 콘텐츠는 배너, 안내문, 카드뉴스 순으로 우선 제작한다. (48 시간 내 제작완료)
- 질병에 대한 기본 개요(정의, 증상, 잠복기, 감염경로, 예방 등)를 포함한다.
- 질병관리본부 기관로고, 발행일, 페이지 번호를 꼭 기재한다.
- 제작된 콘텐츠는 담당 부서, 전문가소통자문단, 국민소통단 검토 과정을 거친다.
- 백 마디의 말보다 한 장의 사진(혹은 영상)이 효과적이므로, 반영되었는지 점검한다.
- 피해자나 피해자 가족 입장에서 상처받을 수 있는 내용은 없는지 꼭 확인한다.
- 대상자별(영아, 유아, 어린이, 청소년, 성인, 노인) 콘텐츠 제작을 확대해 개별 제작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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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국어 콘텐츠 제작 필요성에 대해 반드시 검토한다. (영어, 중국어 등)
나. 콘텐츠 배포∙확산
재난과 위험상황에 대해 실시간으로 정부의 메시지가 국민에게 직∙간접적으로 전달되어야
한다. 기존에는 대부분 TV 방송이나 신문 등 전통 미디어를 통해 수행되었다면, 이제는
디지털(온라인)을

통해

직접

국민에게

해당

정보와

메시지를

실시간으로 전달하는

등

대상자에게 적합한 매체를 선정해 신속하게 전파해야 한다. 또한 정부부처 및 유관기관과의
적극적인 공조체계를 갖춰 다양한 매체를 통해 확산시킨다.
(1) 배포 대상
(가) 정부부처(상황에 따라 조정 가능)
구분
보건복지부

소통방법
어린이집, 보육시설, 사회복지시설 등

식품의약품안전처 음식점(외식업중앙회), 홈페이지, 블로그, 페이스북 등

교육부

유치원, 초∙중∙고등학교, 가정통신문, 학생건강정보센터(웹)

외교부

해외여행객, 재외국민, 해외안전여행(사이트), 영사콜센터, 영사관 등

법무부

재외국민, 체류외국인, 소년원, 교정시설 등

국방부

입영대상자, 현역군인, 의무실, 국방신문, 병무청 등

행정자치부

문화체육관광부

농림축산식품부
환경부

경찰청, 긴급재난문자, 반상회보, 정부청사 영상, 고속도로 휴게소, 주민센터 등
전국 옥외전광판, 창원경륜공단 영상, 정책포털(사이트), 공직자 메일 메인 화면,
정부 대표 소셜 미디어, 위클리공감 등
농촌진흥청, 농축산업 등 종사자(안내문), 농식품일자리포털, 특별홈페이지 등
기상예보 협력, 웹진, 홈페이지, SNS 등

고용노동부

기업, 노조 등 활용 직장인 대상

여성가족부

여성, 청소년, 다문화가정, 한국청소년활동진흥원, 한국건강가정진흥원 등

해양수산부

홈페이지, 블로그, 소셜 미디어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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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소속기관·유관기관(상황에 따라 조정 가능)
구분
국립검역소

지방자치단체

의료기관

소통방법
전국 국립검역소 및 검역지소(22 곳)
시도 보건과(18 곳), 시도 보건환경연구원(17 곳), 감염병관리지원단(7 곳),
시군구보건소(253 곳)
대한의사협회, 대한병원협회, 한국병원홍보협회, 대한간호협회 등

☞ (참고) 포스터 제작수량 : 10 부 x 321 곳 = 3210 부 인쇄 (이외 각 유관기관에서 자체 인쇄 제작)

(다) 질병관리본부(상황에 따라 조정 가능)
구분
언론

보도자료, 기고, 인터뷰, 설명회, 촬영(영상/사진), 뉴스대담 등

광고

TV, 라디오, 신문, 잡지, 온라인/소셜 미디어, 교통, 옥외, 기타매체, 방송협찬 등

온라인
국민소통단 취재

정부 무료매체

행사
☞

소통방법

소셜 미디어(페북, 카톡), 홈페이지, 포털사이트
질병관리본부 국민소통단, 보건복지부 서포터즈, 문체부 서포터즈
반상회보, 가정통신문, 생활정보신문(교차로), 정부청사 시설영상, 전국 옥외 전광판,
편의점 내 멀티미디어, 지하철 영상, 전국 고속도로 휴게소 등
공청회, 기념행사, MOU, 컨퍼런스, 학술대회, 영화제 등

질병관리본부 통합소통흐름도

(2) 콘텐츠 배포 가이드라인
- 질병관리본부 공식 미디어 채널을 통해 먼저 신속하게 제공한다.
- 정부부처, 유관기관 등에 협조요청 시 공문뿐만 아니라 직접 메일/전화 등으로 안내한다.
- 잘못된 정보(루머)가 확산하는 경우, 공식 채널을 통해 정확한 사실과 입장을 알린다.
- 메시지 수용자에게 적합한 매체를 선정하였는지 검토한다.
- 향후 잠재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메시지 수용자도 포함되었는지 검토한다.
- 위기경보 단계 수준에 따라 매체비용을 추가 마련하는 방안을 빠르게 검토해 적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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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1339 콜센터 운영
질병관리본부 감염병 전문 콜센터 1339 는 평시에는 질병과 관련된 대국민 민원상담,
정보제공, 예방법 안내 등의 역할을 하며, 신종감염병 환자 발생 등과 같은 공중보건 위험상황
시에는 국민의 불안감 해소 및 의심환자 신고 등을 위한 핵심적인 역할을 한다. 콜센터를
통한 감염병 신고 및 접수, 상담 등은 질병관리본부 긴급상황실(EOC)과의 실시간 연계 등을
통해 감염병 발생을 조기에 인지하여 신속하게 차단할 수 있다.

(1) 콜센터를 통한 상담 신고·보고 체계
신종감염병 의심 신고, 원인불명 질환, 집단 질병발생, 유관기관 상담 등 긴급대응이 요구되는
상담이 콜센터로 들어오는 경우, 콜센터에서는 민원인의 인적사항 및 관련 내용을 접수해
긴급상황실 혹은 담당 부서로 즉시 전달한다. 상담내용을 전달받은 긴급상황실 혹은 담당
부서에서는 해당 내용에 대한 후속조치를 처리한다. 특히, 일반인 이외에 정부부처, 경찰,
소방서 등 유관기관을 통한 상담건의 경우는 콜센터-긴급상황실-위기소통담당관실 간의
모바일 메신저 소통방을 통해 즉시 공유한다.

<민원내용에 따른 소통체계 보고방안>
민원 내용에 따른 분류

보고 및 공유 수신처

정부, 경찰 등 유관기관 문의

긴급상황실(EOC) 즉시 공유

신종감염병, 원인불명 질환, 집단발병 등

긴급상황실(EOC) 즉시 공유

새로운 상담이슈(첫 발생, 언론관련)

⇒

특정 부서관련 일반문의

긴급상황실(EOC)/소통실 즉시 공유
부서담당자 연락 후, 민원인에게 안내
상담사 기본 답변 조치, 의사진단이 필요한

일반민원, 단순문의

경우 의료기관·보건소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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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위험 발생 시, 콜센터 대응 절차
위험 발생

FAQ 마련

상담통계 보고

외국어 상담검토

정기적,

긴급상황실
실시간 공유

상담인력 증원

▶

정확한 상담을

(콜관리시스템

위한 상담가이드

메신저, 유선통화,

(FAQ) 마련

▶

비정기적

외국인을 위한

▶

상담통계
현황 보고
(콜센터

콜센터 카카오톡)

▶

상담인입 건수에

삼자통화

따른 상담인력

번역확대

증원여부 검토

여부 검토
(부처간 협조)

카카오톡, 메일)

(가) 콜센터 FAQ 대응가이드 마련
1339 콜센터에서는 대응지침 자료를 바탕으로 FAQ 초안을 작성한다. 위기소통담당관실 및
담당 부서에서는 FAQ 검토를 완료하여 내부 보고 후 콜센터에 최종본을 공유하며,
콜센터에서는 상담에 즉시 적용하고 필요에 따라 상담원 대상 전문교육을 실시한다.
제작된 FAQ 자료는 전국 17 개 시도, 정부부처, 유관기관에 신속하게 확산하여 국민 혼선을
최소화하고, 지속해서 홈페이지를 통해 업데이트된 정보를 게시한다.
☞

메르스 대응 FAQ

* FAQ 내용: 정의, 감염경로, 잠복기, 증상, 진단, 신고, 환자관리, 예방수칙, 발생현황, 대응방법 등
* FAQ 배포처: 질병관리본부 콜센터(1339), 보건복지부 콜센터(129), 전국 17 개 시도(각 상황대응팀),
행정안전부, 국민권익위원회 정부통합 민원서비스(110), 소방청 안전신고센터(119), 문화체육관광부
한국관광공사 관광통역 안내전화(1330) 등

(나) 상담통계 분석 및 보고
- (정기보고) 일 2 회 요약보고(온라인 소통방), 일 1 회 상황보고(온라인 소통방, 메일)
- (수시보고) 특이사항*의 경우, 수시로 온라인 소통방을 통한 상담내용 즉시 보고
* 유관기관, 신종감염병 발생, 원인불명, 새로운 이슈 문의 시

(다) 상담인력 회선 증가(예시)
- 인력 운영 방안(평상시) : 1 일 평균 상담 500 건 기준 총 19 명
- 인력 운영 방안(위험 상황 시) : 1 일 평균 상담 3,000 건 기준 총 59 명
구분

행정지원

팀장

상담사

비상인력(안)

합계(안)

1명

1명

5명

15 명

24 명

오후(12:00~21:00)

1명

5명

15 명

21 명

심야(21:00~09:00)

1명

3명

10 명

14 명

3명

13 명

40 명

59 명

주간(09:00~18:00)

합계

총괄매니저 강사/교육
1명

1명

1명

1명

1명

* 인력증원에 대한 예산마련 사전검토 필요, 콜센터 위탁사를 통한 보건의료 상담인력 긴급채용 실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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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 법무부, 문체부 콜센터를 통한 외국인 상담지원
- 외국인 상담은 한국관광공사 관광통역안내전화(☎1330)과 법무부 외국인종합안내센터
(☎1345)와의 삼자통화를 통해 상담이 가능하다.
- 일반적으로 민원인이 ‘영어, 중국어, 일본어’ 사용 시 ☎1330 삼자통화 연결을 하며 이외
언어는 ☎1345 를 통해 상담을 추진한다.
- 또한 ☎1330, ☎1345 로 먼저 외국인 감염병 상담 의심환자로 신고된 경우, 동일하게
☎1339 로 연결해 상담을 추진한다.

<☎1330 한국관광공사 관광통역 안내전화 운영시간 및 상담언어(8 개국어)>
이용시간

언어

09:00~22:00

한국어, 영어, 중국어, 일본어

09:00~18:00

베트남어, 타이어, 말레이어, 러시아어

<☎1345 법무부 외국인종합안내센터 운영시간 및 상담언어(20 개국어)>
이용시간
09:00~22:00

언어
한국어, 중국어, 영어
베트남어, 타이어, 일본어, 몽골어, 인도네이사어/말레이어, 프랑스어,

09:00~18:00

방글라데이어, 파키스탄어, 러시아어, 네팔어, 캄보디아어, 미얀마어, 독일어,
스페인어, 필리핀어, 아랍어, 싱할리어

☞

1339 콜센터 안내 홈페이지

82

5 장. 감염병 위험소통 대응

라. 전문가∙국민 소통 자문
공중보건 위험상황 대응 시에는 전문가 소통자문단의 다양한 시각과 전문성을 활용하여 위험
대응력 제고를 위한 자문 시스템을 준비하고 상시적으로 소통한다. 전문가소통자문단은 각
분야의 다양한 전문가(헬스커뮤니케이션, 언론, 광고, 의학, 예방의학 등) 인력으로 구성되었다.
(1) 전문가 자문단
(가) 위험 대응가이드
- 전문가소통자문단 네트워크를 통해 위험 상황 공유
- 위험상황 별 필요한 자문사항에 대한 리스트 정리
- 위험상황 별 자문방식(서면/대면/유선 등) 결정 후 자문 의견 취합
- 추후 위험상황에 대한 진행사항 공유 등

위험상황

자문사항

발생

자문방식

자문결과

• 서면자문
실시간 공유
(자문단
네트워크)

▶

•보도자료방향
• 콘텐츠 제작
방향
• 소통대응전략
• 언론기사 등

▶

• 대면자문
• 유선자문
• 온라인소통방
• 그 외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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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황 공유

자문결과
▶

보고
및
후속조치
진행

▶

소통
자문단에
진행사항 및
상황공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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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상시 자문
- 정기적으로 소통자문단에 제공해야 하는 정보(감염자 수, 신규 콘텐츠 등)에 대한 자문
- 중앙방역대책본부에 위험소통에 자문사항이 반영될 수 있도록 공유
＊ 신종 감염병별 대응 시나리오 자문 등 ☞

전문가 소통자문단 자문 양식

- 일반적인 참고사항 등 신속한 자문이 필요한 경우 컨퍼런스콜 진행

<위험상황 시 자문예시>
긴급상황발생시 온라인 소통방을 통한 자문

마. 위험상황 인식조사
(1) 조사수행기관 : 인식조사를 위한 연구 업체 선정
- 통합소통사업 예산에 집행, 별도 지원 예산으로 긴급수의계약으로 추진
(2) 조사내용 : 기존 질병 관련 인식조사 문항을 기반으로 위험상황에 맞는 문항으로 재구성
(3) 활용 : 객관적 조사결과를 바탕으로 공중보건 위험소통 방향 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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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온라인 소통
온라인 대응은 국민과 직접 소통할 수 있는 창구로 크게 질병관리본부 홈페이지 콘텐츠 관리,
보유 소셜 미디어 관리, 온라인 모니터링 업무로 나눌 수 있다.
가. 홈페이지 콘텐츠 관리
(1) 배너 제작 및 게재
(가) 과정
감염병 상황 발생
담당과
보도자료 작성

→

보도자료 작성완료

배너 제작

▶

보도자료 배포

▶

홈페이지 게재

홈페이지 메인 배너 게재 및
보도자료 링크 연결

(나) 예시 : 중동호흠기증후군 확진자 발생
- 배너 표시 내용 : 감염병명, 현 상황(주의보, 경보 등) 등

- OOO 감염병 발생 현황
- 대응상황

(2) 긴급 콘텐츠 제작
(가) 개요
- 보도자료 근거로 콘텐츠 제작, 국내외 발생 현황 및 예방법 고지
(나) 과정
감염병 상황 발생
담당과 보도자료 작성

▶

보도자료 근거 콘텐츠 제작
콘텐츠 제작

▶

콘텐츠 제작 완료
페이스북 게시

(다) 예시
- 콘텐츠 표시 내용 : 국내외 발생 현황 및 증상, 대응 방안, 1339 안내

<000 감염병 발생 현황>
- 감염병 상황
- 환자 수: 확진자 총 00 명(사망자 00)
- 현 대응 방안
메르스 발생 알림

- 1339 안내 문구 표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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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홈페이지 내 전용페이지 구축
(가) 과정
감염병 상황 발생
보도자료 작성

→

해당과 정보 입력

전용페이지 레이아웃 구성

▶

질병관리본부 홈페이지 상단에
고정배너 구성 및 전용페이지 구축

(나) 전용페이지 구축
① 메르스 전용페이지 사례
- 공개 내용 : 감염병 현황, 언론보도 및 홍보자료, 국내외 발생 현황 및 정보, 예방행동
수칙, 개요, FAQ 등

전용 페이지
• 감염병 현황
• 언론보도 및 홍보자료
▶

• 국내외 발생 현황 및 정보
• 예방행동 수칙
• 개요

<홈페이지 메인 배너 노출>

• FAQ
* 각 페이지 담당과 지정 후 상황 종료 시까지 관리

-

감염병 현황(위기총괄대응과) / 언론보도 및 홍보자료(위기소통담당관실) 등

② 평창 올림픽(노로바이러스) 사례
국문 홈페이지(PC 및 모바일)

영문 홈페이지(PC 및 모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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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질병관리본부 소셜 미디어 운영
(1) 소셜 미디어 콘텐츠 제작 및 게재
보도자료에 근거하여 콘텐츠를 제작하여 국내외 발생 현황 및 증상, 예방법을 알리고,
콘텐츠는 각 채널에 맞게 변형 후 채널(카카오톡 KCDC 미디어센터, 소통센터 등)에 게재한다.
감염병 상황발생

발생 후 24 시간
▶

담당과 콘텐츠

콘텐츠 제작 완료
▶

▶

콘텐츠 제작

기초 내용 작성

담당과 검토 완료 후 게재

담당과 검토

페이스북
게재,

→

기타 소셜
미디어 게시

◆ 000 감염병 바로알기
- 감염병의 증상
- 감염 경로
- 예방법
* 질병관리본부 해당 감염병
전용페이지(홈페이지 내) 링크

메르스 바로 알기

(2) 브리핑 페이스북 라이브 중계
- 장비 준비 : 촬영장비(카메라, 마이크), 노트북, 와이파이 에그, 삼각대, 보조배터리 준비
감염병 상황
발생
-

브리핑 시작 전
▶

라이브 중계 1 시간 전

브리핑 시작
▶

페이스북

사전 고지 콘텐츠 게재

라이브 중계

브리핑 마무리
▶

라이브 영상
페이스북 게시

* 사전 고지 콘텐츠 시안

･ 이미지 문구
- 브리핑 내용, 일시

･ 피드(멘션) 문구
- 브리핑 내용, 일시, 장소, 내용, 발표자

중간 브리핑 알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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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온라인 모니터링

(1) 긴급상황 시 모니터링 과정

일일 모니터링

감염병 상황 발생
포털사이트
소셜 미디어
주요 커뮤니티 등
이슈 모니터링 실시

정리 및 보고

(ex. 8:00, 14:00, 22:00)
▶

키워드 검색 시행

▶

온라인상 이슈 및

(OO 감염병, 질병관리본부

많은 댓글이 달린 게시글 등

위험상황별 주요 단어 등)

일자별 현황을 정리하여 보고

(2) 예시
- 온라인 모니터링을 통해 현재 위험상황에서의 여론 이슈 파악

긴급상황 발생시 온라인 모니터링 실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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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 대외협력
감염병 상황 발생 시, 콘텐츠 확산을 위해 타 부처 및 포털사이트와 협력

(1) 타 부처 협력 요청 콘텐츠 확산
콘텐츠 제작

타 부처 협력 요청

타 부처 콘텐츠 전달
▶

게재사항 피드백
▶

타 부처 홈페이지 및
소셜채널에 게재

게재한 부처의 홈페이지 및
소셜 채널 링크 받기

(2) 감염병 페이지 및 콘텐츠 포털사이트 노출
감염병 페이지 및 콘텐츠

포털 사이트 노출

포털사이트 노출 협조 요청
1. 감염병 페이지 : 문화체육관광부를 통해
포털사이트(네이버, 다음)에 협조 요청

▶

양식
제출

▶

1. 감염병 페이지 : 포털에서
키워드(감염병명) 검색 시 상위 노출
2. 콘텐츠 : 포털사이트가 보유하고

2. 콘텐츠 : 포털사이트 콘텐츠 담당자에게

있는 채널(카카오 1 boon 등)에 노출

협조 요청

[그림 15] 메르스 재유입 시 대외협업을 통한 콘텐츠 확산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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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절. 위험소통 대응 사례
1. 2018 년 메르스 국내 유입(2018.9)
가. 대응 과정

(1) 메르스 소통계획 수립‧운영 ☞

메르스 위험소통 전략도

- 기 수립한 공중보건위기소통 표준운영 절차(‘17) 의거 소통 대응 (’18.9.8.~), WHO 매뉴얼 참고
위기소통 전략 수립, 가용한 모든 자원을 활용해 언론, 국민소통 프로그램 확대운영
- 중앙방역대책본부(EOC) 내 취재지원, 전화설명회, 콘텐츠 개발, 대외 소통협력, 민원대응 등을
담당하는 위기소통팀 투입(전 부서인력 참여)

(2) 언론소통 : 신속‧정확‧투명한 정보교환 원칙 아래 방역대응 정보를 언론과 적극 소통
- 자료 배포 : 보도참고자료(15 건), 해명자료(3 건), 참고자료(4 건), 영문자료(15 건), 메르스 일일현황
공지 등 미디어센터 메시지(50 건) 발송
☞

* 언론/국회/유관기관 동시 배포

메르스 관련 보도자료 모음

- 국민설명 : 확진사례 긴급 브리핑(9.8. 질병관리본부장), 총리주재 회의 관련 브리핑
(9.9. 보건복지부장관), 중간 현황 브리핑(9.14. 질병관리본부장), 확진환자 완치 판정 브리핑
(9.18. 보건복지부장관)
- 취재지원 : 카카오톡을 통한 언론문의 종합 Q/A 발송(4 회) 및 기자단 전화설명회 개최(5 회)
- 기관장 인터뷰 관리: 질병관리본부장 언론 인터뷰 지원
* KBS 9 시 생방송 뉴스(9.10), CBS ‘시사자키 정관용입니다’ 라디오(9.11) 등

최초 상황발생 브리핑

방송 인터뷰

정책 브리핑 (정부서울청사, 9.8)

방송 인터뷰 (KBS1TV 9 시 뉴스, 9.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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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국민소통 콘텐츠 개발‧협력 확산 : 메르스 대응 콘텐츠 질병관리본부 주관 개발,
유관부처·민간 등 유관기관 협력소통(원소스-멀티유즈)(One Source-Multi Use)
- 국민소통 콘텐츠 개발: 예방수칙 등 국영문 각 7 종, 메르스 궁금증 팩트체크 Q&A 4 종
(보건복지부 협력), 브리핑 및 방송용 시각물 6 종
- 44 개 정부 부처(청) 및 전국 시도, 의료기관, 공공기관 채널활용 대응 콘텐츠 확산
- 서울지역 버스, 서울교통공사(지하철), 편의점 등 생활밀접매체 자발적 공유

(4) 디지털 직접소통 : 기관보유 채널 및 포털사이트 협력 대응메시지, 콘텐츠 직접 국민소통
- KCDC 홈페이지 메인베너 알림 및 메르스 전용 페이지 개설,

‘메르스 일일 현황’ 업데이트

1 일 2 회 지속 시행(08:30 / 15:00)
☞

메르스 전용 페이지

- 기관보유 SNS 채널활용 지속 정보교환, 카카오 채널활용 국민, 전문가 문의사항 실시간
답변(KCDC 소통센터·KCDC 카카오플러스친구), 페이스북 브리핑 생중계(9.14, 9.18)
- 포털사이트(네이버, 다음) 메르스 키워드 검색 시 상단 KCDC 정보연동
(5) 민원소통 : 365 일 24 시간 감염병 신고, 전문상담이 가능한 콜센터 위기대응 및
민원소통의 핵심창구로 운영
- 확진자 발생 당일(9.8.)부터 긴급 상담체제 돌입, 주요 민원 FAQ 를 마련하여 전국 시도·
관계부처 콜센터 즉시 확산(9.9.)
* 17 개시도, 정부통합민원(110), 안전신고(119), 외국인종합안내(1345), 관광통역안내(1330) 등

- 초기 상담량 급증(확대운영 계획에 의거)에 따라 단기 상담인력 증원
(19 명 → 총 33 명, 기조과 긴급예산 지원)
- 외국인 상담을 위한 3 자통화 협력 강화(법무부 1345, 한국관광공사 1330)

(6) 현장 소통: 위기발생 직후 대책본부에 위기소통팀 파견, 피해지역(서울시)과 정보교류
(소통방향 조율)
- 중앙방역대책본부(상황실): 내 위기소통팀 상주, 현장역학조사 인력과 함께 위기대응
* 현장대응팀 보도자료 작성‧협의, 언론 문의, 전화설명회 등 현장조율

- 피해지역과 소통협력(서울시 대변인실, 감염병대응팀): 역학정보 및 보도자료 공개 등에
대해 협의, 주요 언론모니터링, 취재 요청사항, 브리핑 일정 등 공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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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국민·전문가 메르스 대응 참여소통: 위기대응 과정에 국민(전문가)의 목소리 경청
- 국민소통단(40 명): 국민입장에서의 메르스 예방 콘텐츠 자체제작 및 확산 요청(9.12),
메르스 정부대응 평가 및 향후 보완사항 자문(국민소통단 의견 청취)
* <주요의견> 입출국 검역관리 강화, 격리대상자 철저한 관리 당부, 국민의 건강의식 제고 필요,
과거보다 대응 신속, 언론소통 필요성 등 개진

질병관리본부 콘텐츠 국민자체 확산

메르스 예방 콘텐츠 (소통단) 자체제작

- 전문가 소통자문단(각계 12 명) : 전문가 소통자문단에게 메르스 발생상황 신속공유(9.8) 및
국민소통 콘텐츠 제작방향 및 소통대응에 대한 전략 등 자문(9.13), 메르스 대응현황 공유
및 메르스 종료 후 정부 대응, 소통평가 자문회의 진행 (10.25)
* <주요의견> (전략자문)국민 전달 정보 인포그래픽화, 검역 시 메르스 증상(설사 등)에 대한 확대
의견, 정부 대응에 대해 적극 국민소통 당부 (소통평가) 보건당국에 대한 신뢰형성이 위기대응의
선결과제, 재난대응을 위해 위기소통전담인력 확충, 지자체 정보공개에 대한 가이드 마련, 해외여행
단계별 예방정보 전달체계 점검 등

(8) 언론·여론 모니터링 및 루머관리 : 메르스 대응 전 과정 국민의견, 언론보도 경청
- 언론 모니터링 : 긴급상황 중(’18.9.8.∼’18.9.21.) 일일 3~5 회 관련 언론‧방송 모니터링 및
내‧외부 소통방에 현황(기사 링크 및 요약내용) 보고(7:30, 10:00, 18:00, 20:00, 22:00)
- SNS 모니터링 : 메르스 상황 발생 후 포털사이트, 소셜미디어, 주요 커뮤니티 등 이슈
모니터링 실시(17 시 기준 일일보고, 특이동향 시 즉시 보고)
* 주요사이트 내 키워드 검색 실시를 통해 전체 여론동향 및 게시물의 논조 등 메르스에 대한 온라인
상 이슈 파악, 조회수 및 많은 댓글이 달린 게시글 등 현황 정리 일일보고

- 루머관리 : 특이 루머 발생 사례 없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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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개인정보 의심 게시물 온라인 카페 공개 대응사례 >
[개요]
- 네이버 카페‘ OO 시 일상접촉자 명단’ 게시(유출, 9.10)
- 일상접촉자(본인)가 1339 콜센터로 문자 신고하여 유출경로 확인 및 내용 삭제조치
요청(9.13)
[조치사항]
- (1 차) EOC 상황공유, 해당보건소 직원이 카페 운영진과 직접 연락해 즉시 내용삭제(9.13)
(해당 자치단체에 자료보안 주의당부)
- (2 차) 타지역 네이버 카페로 문제 게시글 추가확산(9.13), 운영진 접촉 어려워
방송통신심의위원회 및 네이버 통해 삭제요청((9.14), 해당 게시글은 개인정보로 볼 수 없어
포털 검색에 노출되지 않도록 하는 선에서 조치완료(네이버 조치, 9.15)

나. 위기소통 대응 평가 및 보완점

(1) 총평
환자 확진 후 4 시간 이내 최초 언론브리핑을 시행해 국민께 발생상황을 설명하고 방역참여를
요청하였으며, 대응조치 과정에 대한 정보를 신속·정확·투명하게 국내외 언론 및 관계기관에
공개해 사회 전반의 정확한 위험평가를 돕고, 막연한 사회적 불안감을 최소화했다.
• ’15 년 국가방역체계 개편 시 위기소통담당관 신설, 감염병 위험상황 시 정보공개에 관한
법령개정

및

소통

표준운영절차에

의거

평시

소통·협업

활동을

지속

추진하였기에

국민․언론․시도 등 관계기관 대상 위험소통이 원활하였음
* 과거 ‘메르스 불통’ 비판, 정부 신뢰도 하락과 같은 소통의 문제 발생하지 않음;

• 메르스 환자확진 확인(9.8) 후 즉시 언론브리핑을 통해 국민께 발생 상황을 상세히
설명하고, 메르스 종료(10.16)까지의 38 일 간의 소통 과정에서 민·관의 긴밀한 협업 소통,
24 시간 가동되는 1339 콜센터 확대운영, 디지털 직접소통 등 메르스 관련 위기소통을
신속·정확·투명하게 실시해 국민 불안감 최소화에 기여

(2) 위기소통 체계 보완점
- 상황발생 초기는 언론을 중심으로 사회전반에 위기·루머가 확산되는 중요한 시점으로
초기 언론문의 폭주를 해결할 대응방안 마련 필요
- 국민의 방역참여를 이끌어 낼 수 있는 설득력있는 위기대응 콘텐츠 개발 및 전국
유관단체 및 미디어 확산 방안 마련필요(예비비 등 활용), 다국어 자료개발, 실시간
위기이슈 분석, 루머관리 등 재난대응 소통활동을 전담할 인력충원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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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평창 올림픽 노로바이러스(2018.02)
가. 대응 과정
신속·정확·투명한 정보제공의 기조 아래서, 평창 올림픽 노로바이러스 발생 정보를 다양한
방식(보도자료, 브리핑, 정례자료 배포 등)으로 언론에 지속적·적극적으로 소통하고, 내외신 및
온라인·여론 모니터링을 공유해 위험상황에 대비했다.

(1) 지속적인 정보 제공
- 보도자료 8 건, 참고자료 15 건, 영문자료 20 건, 미디어센터 메시지 28 건
(2) 언론의 취재요구 수용 및 보건당국의 대응
- 브리핑 : 18. 2 월 7 일(수), 평창 메인프레스센터(MPC)에서 내외신 대상 발생 상황 브리핑
- 인터뷰 : 18. 2 월 7 일(수), 주요 외신(NBC NIGHTLY NEWS) 대상 인터뷰 영상 촬영
- 전화설명회 : 18. 2 월 13 일(화), 출입기자단 대상 ‘호렙수련원 노로바이러스 역학조사 중간
결과’ 관련 전화설명회 개최
* 간부진, 실무진이 적극적으로 언론응대 (외신 문의도 올림픽조직위원회 대변인실을 통해 KCDC 로 유입)

(3) 외신∙온라인 모니터링
- 외신 : 동계올림픽 기간 중 일일 4 회 모니터링 및 내·외부 소통방에 현황(기사링크 및
요약내용) 보고(오전 8 시, 11 시, 오후 15 시, 21 시)
- 온라인 : 동계올림픽 및 패럴림픽 기간 중 일일 1 회(18 시), 주요 포털사이트, 블로그,
커뮤니티 등 모니터링 및 특이사항 내·외부 소통방 보고
* 검색키워드: 평창올림픽 감염병, 노로바이러스, 올림픽 식중독, 인플루엔자 등

브리핑 및 인터뷰 (’18.2.7.)

브리핑 및 인터뷰 방송 사례
(내신) 평창 노로바이러스 확진
86 명으로 증가…"확산 방지총력"

(JTBC)
(외신) KCDC is taking every measure
to stop any further spread of
Norovirus

(NB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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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온라인 소통
- 올림픽 선수단(영문) 및 일반인들이 쉽게 검색할 수 있도록 홈페이지 개편하고 이해하기
쉬운 콘텐츠(총 10 종)를 제작 및 확산하였다.

(가) 카드뉴스 제작


노로바이러스 감염증 예방법



(국문)기침예절 & 올바른 손씻기



(영문)기침예절 & 올바른 손씻기

(나) 국영문 홈페이지 및 배너 제작
국문 홈페이지(PC)

영문 홈페이지(PC)

국문 홈페이지(모바일)

영문 홈페이지(모바일)

국문 배너

영문 배너

95

5 장. 감염병 위험소통 대응

나. 대응 평가
(1) 신속, 정확, 투명한 정보 공개
- 국제적 행사에 발생한 감염병 위험상황에 대응해, 질병관리본부 등 한국 정부의 원인분석,
감시, 관리, 국내외 동향 등을 신속·정확·투명하게 공개
(국영문 보도자료 배포, 홈페이지 공개, 인터뷰 등)
- 사건 발생 초기에 팩트 제공으로 차분하고 적절한 대응(과도한 불안감 해소, 올바른
예방법 준수 등)을 이끌어냄
<감염병 발생현황을 객관적으로 보도한 기사 게시>
(18.2.20 /

(18.2.24 /

뉴스1)

KBS)

「IOC 위원장 ‘엄지척’ 평창동계올림픽···

“문제 없는 게 문제”…

외신도 합격점」

외신·선수 “평창, 아주 칭찬해~”

(2) 선제적 언론 대응 및 적극적 취재지원
- 사회적 불안을 관리하기 위해, ‘선수 감염 발생’ 등 특수상황 관련 언론 문의 및 지적에
대한 대응 방안을 사전에 마련
- ‘선수 감염 발생’에 따른 파장을 관리하기 위해, 각종 언론취재 시나리오에 대비한 답변
시안을 준비
- 올림픽 기간 중 감염병 발생에 대한 객관적인 정보를 제공하기 위해, 과거 동계올림픽
참가선수단의 감염병 발생을 포함한 질병 발생현황 안내
(18. 2 월 17 일, 기자단 대상 문자 메시지 및 미디어센터 메시지)

과거 올림픽 상황 등
객관적 정보제공
(’18.2.19.)

주요 언론 문의에
준비된 답변을
구두로 설명함으로써,
논란 확산 없이 상황 종료
‘18. 2 월 26 일자 보도참고자료(평창동계올림픽 감염병 대응 조치 및 결과 발표)에
추가 감염 선수 2 명이 있다는 내용이 실려, 이에 대한 언론 문의에 대비해 답변 준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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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절. 위험소통에 대한 평가 방법
보건 당국은 위험상황 종료 후 시행하는 평가를 통해 긴급 상황에서의 소통의 효과를
이해하고, 해당 결과를 이해당사자를 비롯한 국민과 공유함으로써 신뢰를 강화할 수 있다.
무엇보다도 앞으로 무엇이 더 필요한지를 파악해 더욱 발전된 위험소통 대응 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

1. 감염병 위험소통 평가 단계
감염병 위험소통 평가단계는 감염병 발생시점을 기준으로, 발생 중에는 실시되고 있는
위험소통의 원활성 및 효과를 측정하여 실제 후속조치에 반영할 수 있어야 한다. 감염병
위험상황이 종료된 후에는 수행했던 소통 프로그램들이 조직 소통 목표를 최종적으로
달성했는지를 평가하고 해당 결과 등을 환류하여 향후 대응에 반영할 수 있어야 한다.

가. 감염병 소통 평가 사항
감염병 소통은 발생 중에는 아웃풋(Out Put) 결과 중심으로 개별 수행 평가를 진행하고 발행
후에는 위원회 등을 소집하여 수행 결과에 전반적인 리뷰 및 국민인식 조사 등 아웃컴(Out
Come) 효과에 이르는 종합적 평가를 수행한다.

구 분

주요 내용
대국민
소통
국민 인식

감염병

및 행동

발생 중

변화
유관기관
협력

평가 방법

• 보도(참고)자료 및 온라인 정보 배포량

- 메시지가 신속·투명·
정확하게 전달되는가

• 브리핑 및 설명회 횟수

- 국민의 인식이나 행동변화가
일어나고 있는가

• 온라인 댓글 분석을 통한 국민의
인식·행동변화 관찰

- 유관기관과는 자료 전달 및
정보 공유가 제대로 이뤄지고
있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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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 분

주요 내용

평가 방법

• 주요 단계별 수행 조치 평가
조직

- 소통 수행 내용 평가

내부평가

- 소통 목표 달성 평가

• 내부 관계자의 소통 목표 달성 여부
평가 (감염병 발생에 대한 대응 활동에
참여한 자)

감염병
발생 후
조직
외부평가

- 조직 명성 및 관계성 평가
(일반국민, 이해관계자, 언론
등 평가)

• 국민, 언론, 유관기관 관계자에 대한
설문 및 면접 조사 실시 등

• 언론의 긍・부정 평가 분석

나. 평가 결과에 대한 환류 등
감염병 소통 평가 후 해당 결과를 종합적으로 반영하여 위험 관리 계획을 보완하고
회복(Recovery)을 위한 내∙외부 프로그램 등을 가동한다. 특히, 위험소통 활동에 대한 만족도,
문제점 등과 관련한 의견을 수렴하여 대응 매뉴얼을 보완하여 평시 준비체계를 강화한다.

구 분

주요 내용

보완 방법

내부

• 내부 조직원들에게 여론조사 시행

소통
과정 및
조직원

- 내부 위험소통 조직의 효율성과
실제 가동여부를 분석

수렴하여 문제점 등 도출)

점검
위험관리

소통

계획보완

메시지
점검

- 감염병에 대한 언론의 사용용어 및
미디어의

반응과

평가

내용을

분석
- 위험상황에서 실제 가동된

매뉴얼
보완

소통채널 및 콘텐츠, 절차 등을

위험회복
프로그램
가동

프로그램

• 온라인 및 소셜 메시지 분석
• 위험상황 대응 조치 자료
• 전략에 대한 만족도, 문제점 등의
다양한 의견을 수렴해 매뉴얼 보완에

업그레이드

활용

- 내부 임직원과 감염병 대응사례를
공유

• 대응 사례공유 자료 구축 및 공유
• 내부 임직원 워크숍 및 시뮬레이션

이해

- 협력 유관기관 및 시민단체 등

관계자

감사 전달 및 협력 관계 구축

프로그램

• 언론기사 및 방송뉴스 내용 분석

기존 매뉴얼에 반영하여

내부
직원

(실제 위험상황에서의 매뉴얼 활용도,
위험소통을 평가하고 다양한 의견을

활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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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감염병 위험소통 평가 보고
위험소통과는 감염병 위험상황이 종료된 후 감염병 소통 평가내용을 바탕으로 위험상황과
관련한 준비, 실행 내용 그리고 효과 등에 대한 전반적인 판단을 교훈 사항과 함께 기록한다.

• 평가 보고
- 위험 대응 준비, 실행 내용 및 효과 등에 대한 전반적 평가를 교훈 사항과 함께 기록
항 목

매우 아님 ------- 매우 그러함

[준비]
- 위험상황 발생 시 대응 조직은 신속하게 구성됨

①---②---③---④---⑤

- 초기상황 분석에 따른 초동 대응은 잘 수행됨

①---②---③---④---⑤

- 위험발생 24 시간 이내에 위기소통담당관이 상황을 인지

①---②---③---④---⑤

- 소통팀 구성과 구성원의 역할분담이 명확하게 이뤄짐

①---②---③---④---⑤

[실행]
- 온라인 ・소셜을 통한 소통 메시지는 잘 전달되었음

①---②---③---④---⑤

- 언론에 핵심 메시지가 명확하게 보도되었음

①---②---③---④---⑤

- 보도 자료 및 브리핑은 신속하게 배포・진행되었음

①---②---③---④---⑤

- 보도 자료 및 브리핑 진행 횟수는 충분했음

①---②---③---④---⑤

- 위험소통은 최초 인지부터 최고 책임자까지의

①---②---③---④---⑤

- 커뮤니케이션은 원활하게 이루어졌음
- 위험소통 운영을 위한 필요 장비와 시스템은 적합하게

①---②---③---④---⑤

구축되었음
- 위험상황을 둘러싼 이해관계자에 대한 분류 및

①---②---③---④---⑤

커뮤니케이션은 적절하게 이루어짐
- 소셜 및 온라인 댓글 모니터링을 통해 국민의 인식 및

①---②---③---④---⑤

행동변화를 관찰하고 이를 후속조치에 반영하였음
- 상황에 대한 지속적인 모니터링 및 피드백 수용,

①---②---③---④---⑤

전략 조정 등의 활동이 원활하게 이루어졌음
- 상황에 대한 커뮤니케이션 메시지에 대해 내부 부서 간

①---②---③---④---⑤

공유는 적합하게 이루어졌음
- 유관기관 및 시민 단체 등과 협력을 위한 자료 및 정보

①---②---③---④---⑤

공유는 적절하게 이뤄졌음
[효과]
- 조직의 감염병 대응 활동에 대한 언론의 반응은 균형적

①---②---③---④---⑤

- 온라인 소셜 콘텐츠의 영향력은 유의미한 효과를 냄

①---②---③---④---⑤

- 소통이 감염병 상황을 관리하는 일에 긍정적 영향을 줌

①---②---③---④---⑤

- 국민에게 책임감이 있는 기관으로서 명성이 유지됨

①---②---③---④---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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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절. 세계보건기구 위험소통 평가 사례
각국의 보건안보 능력을 평가하는 세계보건기구 합동외부평가(Joint External Evaluation, JEE)는
객관적 외부평가로써 의미가 있는 평가이다. 이에 우리나라는 2017 년 8 월 공중보건 위험상황
대비와 대응체계에 대한 객관적인 점검을 위해 합동외부평가를 시행하였다.

합동외부평가는

회원국의

공중보건위험에

대한

대비,

대응역량을

객관적으로

평가하고

개선안을 도출하여 수검국의 국가행동계획을 개선하도록 권고안을 제시하는 평가방법이다.
진행방법으로는

수검국이

작성한

자체평가보고서(Self-Assessment

Report)를

바탕으로

외부평가단이 직접 방문하여 서면심사, 질의응답, 현장방문 등을 실시하는 형태로 진행된다.
평가가 종료되면 평가단은 미흡 사항을 국가계획에 반영하여 개선할 것을 권고한다.

“ 신종‧재출현 감염병 위험과 공중보건 위험상황에 대처할 수 있는 체계와 역량을 보유하고 있다는 점이
좋았다. 메르스 유행이 신종감염병과 공중보건위험에 대한 국가의 예방, 탐지, 대응 능력을 향상할 수
있었던 주요한 시발점이 되었다. 개선의 여지가 있는 구체적인 분야는 공중보건 위험의 우선순위에 따른
자원배분, 공중보건 위험상황 시 보건의료인력을 해외에 파견하거나 해외로부터 지원받는 체계, 위험소통
(특히 감염이 발생한 지역사회를 개입시켜 내·외부 관련자들을 조율하고 소통하는) 분야이다.”
(합동외부평가 결과 발췌)

한편, 질병관리본부는 세계보건기구 합동외부평가(Joint External Evaluation, JEE)의 세부
측정기준을 반영하여 평가 항목을 설정하되, 더욱 기관의 소통활동에 적합하고 지속적인
관리를 위한

KCDC 형 척도로 조정하여 활용하고 있다.

[그림 16] 위험소통 관련 평가항목 및 점수

14

14

질병관리본부 보도자료 (2017. 9. 3). WHO, 대한민국 공중보건위기 대응역량 우수하다고 평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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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언론대응 참고자료 (서식 1~10)

2

소통관련 보조자료 (서식 11~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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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식 1] 사건 발생 보고

~ 언론보도관련 상황보고
질병관리본부 (담당과) (보고일자)
보고성격 □ 결심요망 □ 지시사항 조치 ■ 상황보고

◈ 핵심 요약 (2~3 줄)
□ 보도개요
○ 보도일시 :
○ 보도매체 :
○ 보도내용 :

◈ 사건 개요
○ (

)

○ (그간의 조치사항)
*
○ (향후 계획)

□ 언론보도 주요 내용 관련
○
1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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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식 2] 보도자료

보도자료
○월 ○일(○) 조간 (○.○.○시 이후 보도)
배 포 일

20○○.○○.○○ / (총 ○ 매)

담당부서

○○○과

과

장

○ ○ ○

전

화

044-000-0000

담 당 자

○ ○ ○

전

화

044-000-0000

질병관리본부, △△△(질병) 주의보 발령!
※ 기사의 key-point 를 함축하는 핵심단어로 간결하게 작성

- ○월 ○일 ○○○에서 ○○○ 확인(전체 내용을 함축할 수 있는 내용으로 필히 작성)
◇ ○○○에서 ○○○ 할 경우 위험
◇ ○○○ 하는 방법으로 예방 가능
◇ ○○○ 주의 당부

□ 전문(리드) 질병관리본부(본부장 000)는 ○○○에서 올해 첫 번째로
○○○를 확인(○월○일)함에 따라 전국에 △△△를 발령한다고 밝혔다.
※ 1∼2 문장으로 기사 전체 내용을 파악할 수 있도록 작성

○ (질병 발생 현황 간략히 소개)
※ 관련 사진 첨부

□ (질병에 대한 대응책) 질병관리본부는 매년 ○○○를 하고 있으며 ○○○
함에 따라 ○○○를 실시(강화)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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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는 ○○○를 의미한다.
※ 질병관리본부를 비롯한 보건당국의 기능·역할 및 질병 대응책 설명

□ (질병 관련 설명) △△△는 ○○○한 질병으로 ○○○한 증상(잠복기,
무증상 감염, 후유증 등)을 나타내며,
○ (위험 정도) (hazard 가 아닌 risk*를 알릴 수 있는 정보, 타 질병과의
치명률** 비교 등을 통해 국민들이 실제 위험 크기를 알 수 있도록)
○ (감염 경로, 백신 등 예방법, 치료 방법 설명)
* Risk = Hazard * Possibility
** 미국 CDC (http://www.cdc.gov/zika/...)
** WHO (http://www.who.int/mediacentre/factsheets/...)

□ (주의 당부) 질병관리본부는 △△△가 ○○○함에 따라 ○○○할 경우
○○○를 주의하고 ○○○ 할 것을 당부했다.
○ 첫째,
○ 둘째,
○ 셋째,

<붙임>
1. ○○○○○(질병 개요)
2. ○○○○○(질병 발생 현황 및 통계자료)
3. ○○○○○(참고자료: 예방법, 지침 등)
4. ○○○○○(Q&A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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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 요령
- 중요한 이야기를 먼저 작성
- 사례 적시가 가능한 경우 스토리텔링식의 사례 제시
- 초등 1 학년도 이해할 수 있도록(구어체의 쉬운 말로 표현)
- 한 문장에는 하나의 사실만 표현, 가급적 3 줄을 넘지 않도록 함
- 국민·정책 대상 입장에서 필요한 정보와 내용 중심으로 작성
- 전문용어 등 어려운 용어는 정의 혹은 용어풀이 작성
- 사례, 질의와 응답(Q&A) 준비(인터뷰를 미리 준비)
- 도표·그래픽·그림 등 시각적 자료 활용
- 본문의 부족한 부분은 보충·설명 자료 첨부
- 기존 우리 과, 국, 부처, 타부처, 정부 정책과의 일관성 확인
- 실태(역학)조사 및 용역결과의 경우 관련 대책과 정책대안 확인
- 마지막, 소리 내어 읽어 보고 필히 내용을 모르는 사람에게 교정 부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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붙임 1

질병 개요

□ 질병 개요
○

□ 감염 경로
○

□ 증상
○

□ 치료
○

□ 예방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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붙임 2

질병 발생 현황

□ 발생 현황
○

□ 통계자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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붙임 2

상황발생 최초 콘텐츠 예시

지카바이러스 개요
발생현황
• 국내 발생과 해외유입 사례 보고 없음.
• 2015 년 이전까지는 아프리카, 동남아, 태평양 섬지역에 발생보고가 2015 년의 경우 5 월
브라질에서 첫 보고된 이후 점차 유행지역이 확산되어 총 24 개국가(중남미 21 개국,
아프리카 1 개국, 아시아 1 개국, 태평양 섬 1 개국)에서 유행 중
감염경로
• 이집트숲모기에 의한 감염
- 국내에 서식하는 '흰줄숲모기(Aedes albopictus)'도 매개 가능한 것으로 알려져 있음
잠복기
• 3-14 일
주요증상
• 급성 발열성 질환
- 주요 증상: 발열, 발진, 관절통, 눈충혈 등
- 대부분 경미하게 진행, 감염되어도 증상이 나타나지 않는 불현성 감염자가 80%
• 합병증 및 사망
- 중증 합병증은 드물고 전세계적으로 사망사례는 보고된 적 없음
※ 임신부 감염시 소두증 신생아 발생 증가 가능성 제기되어 관련성에 대해 조사가 진행 중
치료
• 충분한 휴식 및 수분 섭취하면 대부분 회복
• 통증 등 증상이 지속될 경우 대증치료
예방
• 모기에 물리지 않는 것이 가장 중요
- 모기노출 방지: 모기 기피제, 방충망, 모기장 사용, 긴 소매, 긴 바지를 입어 노출 부위
최소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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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설명자료
배 포 일

20○○.○○.○○ / (총 ○ 매)

담당부서

○○○과

과

장

○ ○ ○

전

화

043-000-0000

담 당 자

○ ○ ○

전

화

043-000-0000

질병관리본부는 ○월 ○일자 ○○일보의

「…… (기사제목)」 기사에

다음과 같이 설명합니다.
☞ ○월 ○일자 ○○일보 ○면 ‘______’ 기사 관련

□ 기사 주요내용
○
-

□ 설명내용
1. “

”에 대하여

○
2. “

”에 대하여

○
-

※ 설명 대상 및 설명 내용을 적극적으로 밝히는 것을 권장함
※ 서술식으로 작성(“~와 다름, ~할 예정임” → “~와 다릅니다., ~할 예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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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해명자료
배 포 일

20○○.○○.○○ / (총 ○ 매)

담당부서

○○○과

과

장

○ ○ ○

전

화

043-000-0000

담 당 자

○ ○ ○

전

화

043-000-0000

질병관리본부는 ○월 ○일자 ○○일보의

「…… (기사제목)」 기사에

다음과 같이 해명합니다.
☞ ○월 ○일자 ○○일보 ○면 ‘______’ 기사 관련

□ 기사 주요내용
○
-

□ 설명내용
1. “

”에 대하여

○ -------는 사실과 다릅니다.(예시)
2. “

”에 대하여

○ -------는 확정된 바 없습니다.(예시)

※ 설명 대상 및 설명 내용을 적극적으로 밝히는 것을 권장함
※ 서술식으로 작성(“~와 다름, ~할 예정임” → “~와 다릅니다., ~할 예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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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식 3] 보도자료 표기 준칙
기본 표기 준칙
• 시각은 단위를 정확하게 쓰며, 정확하게 알지 못 할 경우 시각은 ‘경’으로
통일한다. 발표대상 사건 발생 시각이 정확하게 드러났을 경우 ‘분’ 단위까지
기입한다.
(1) 시각과 날짜

• 날짜는 반드시 명시
• 보도 당일의 경우에는 아무런 표현도 쓰지 않으나, 과거의 경우에는 ‘지난’이라는
표현을 쓰고, 미래의 경우에는 ‘오는’이라는 표현으로 시간에 대한 정확한 표현을
명시

• 사람이름은 한글로 쓰는 것이 원칙(외국인이라도 동일)
(2) 사람의
호칭과 이름

• 호칭은 ‘씨’라고 통일하고, 직책이 있는 경우 이 직책을 이름 뒤에 명시,
이후부터는 약칭으로 통일
• 기관명은 처음에는 정식 명칭을 쓰고 이후부터는 약칭을 사용

• 행정구역은 최대한 줄여 씀 (예) 서울특별시 → 서울
(3) 지명표기

• 지명이 잘 알려져 있지 않을 경우 구체적으로 명시, 역으로 잘 알려진 지명은
상세한 행정구역명 생략 (예) 해운대, 한라산

(4) 고유명사

• 외국의 단체나 언론사 등은 원음을 따름, 원어 표기가 필요한 경우에는 괄호
속에 표기하거나 그냥 원어로 표기

• 수치의 경우 통상적으로 아라비아 숫자로 표기
(5) 기타
• 문장부호는 일반적인 맞춤법 표기 형식에 따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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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식 4] 보도자료 작성 가이드
제목(Headline): 제목은 독자가 들어오는 첫 관문이자 첫인상이다.

• 본문 내용을 파악할 수 있어야 한다.
• 품위는 있고 무거움은 피한다.
• 간결하게 표현해야 한다.
- (O) 보건복지부 장관, 지카 검역 현장 챙긴다.
- (X) 보건복지부 장관, 지카바이러스 검역 점검 위해 인천공항 검역소 현장 방문
• 쉽고 명확하게 표현한다.
- (O) 희귀∙난치질환 ‘크론병’ 절반이 20~30 대층
- (X) 희귀∙난치질환 크론병의 현황 결과 조사 발표

부제목(Sub Headline): 건축물로 보면 골격이다.

• 부제목만 봐도 본문이 모두 이해가 되어야 한다.
• 보도자료의 핵심 내용이 모두 담겨야 한다.
• 3, 4 개의 핵심어 문장으로 요약할 수 있어야 한다.
- 내년 1 월부터 전국민 무료 예방접종
- 외국인도 원하면 내년 하반기부터 모두 예방접종
- 특정 지역 출국 여행객, 각 검역소에서 예방접종 의무화
• 피곤한 출입기자의 수고를 덜어주는 서비스다.

첫 문장(Lead): 주어와 술어가 있는 ‘제목’과 같다.
• 전체 본문의 핵심을 담아야 한다.
• 기자가 기사를 쓰고 싶은 문자이어야 한다.

본문(Body)

• 중요한 것부터 순서대로 작성한다.
• 한 문단은 한 주제가 원칙이다.
• 한 문장에는 한 가지 사실만 작성한다.
• 간결체가 바람직하다.
• 능동형으로 표현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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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문(Body) 작성방향 Tip

• 소비자 입장에서 써라.
• 쉽게 써라. 본문은 중학교 2 학년생 용어로 쉽게 쓰는 것이 좋다.
• 정의(용어풀이)를 작성하라. 전문용어는 쉬운 말로 풀어 설명한다.
• 사례(Story telling)를 포함하여 작성하라. 아이 동화처럼 재미있게 설명한다.
• 숫자, 그림, 도표, 인포그래픽으로 말하라.
• 질의 및 응답(Q&A)를 준비해라.
• 사례자 인터뷰를 미리 준비해두자.
• 컬러로 만들고 흑백으로 출력해보자. 컬러로 만든 그래프가 흑백에서 잘 구분이 되는가?
• 첫째도 둘째도 내용도 내용물(콘텐츠)이다. 설득력 있고 진정성 있는 정책은 효과적이다.
• 기존 우리 과, 국, 부처, 타부처, 정부 정책과의 일관성이 있는가?
• 실태(역학)조사 및 용역결과의 경우, 관련 대책과 정책대안은 있는가?
• 마지막으로 소리 내어 읽어보고, 필히 내용을 모르는 사람에게 교정을 부탁한다.

보도자료 작성방향 Tip 과 관련한 예시 모음
• 질의 및 응답(Q&A)를 준비해라.
- ‘오해와 진실’로 만들면 편하다.
- ‘사실은 이렇습니다’로 제목을 잡으면 관심도 높다.
- 기자와 국민의 궁금증을 풀어준다.
- 직원들이 하루 종일 전화 받는 수고를 덜어준다.
• 사례자 인터뷰를 미리 준비해두자.
- 화제인물은 실제 조리 있게 이야기를 못한다.
- 화제인물은 행사 참여를 하느라 연락이 안 된다
- 극적 기사는 모두 인터뷰에서 출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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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문(Body) 작성방향 Tip 과 관련한 예시 모음
• 소비자 입장에서 써라.
(O) 직장 가입자 월평균 보험료 9 만 939 원에서 9 만 2,394 원으로 1,455 원 인상
(X) 내년 건강보험료 인상률 1.6%

• 쉽게 써라. 본문은 중학교 2 학년생 용어로 쉽게 쓰는 것이 좋다.
(O) C 형 간염이 걸린 사람은 총 15 명이다
C 형 감염에 현재 걸려 있어, 치료를 받아야 할 사람은 총 12 명이다.
(X) C 형 감염 항체 양성자는 총 15 명이다.
C 형 간염 유전자 양성자는 총 12 명이다

• 정의(용어풀이)를 작성하라. 전문용어는 쉬운 말로 풀어 설명한다.
- 오는 17 년까지 제도개선이 완료되면, 현재 100% 환자부담인 비급여 선택진료제가 모두 사라진다
* 선택진료비란 대학병원 등 큰 병원의 10 년 이상 된 전문의에게 진료 시 수술, 검사 등 8 개
항목에 대하여 건강보험진료비용의 20~100%를 추가로 받을 수 있게 하는 비용으로, 전액 환자
본인이 부담

• 사례(Story telling)를 포함하여 작성하라. 아이 동화처럼 재미있게 설명한다.
- 위암이 전이된 환자 김모(70, 여)씨는 수술비와 입원비로 총 400 만원을 내야 했다. 하지만
선택진료비 제도가 개선되는 올 하반기부터 김씨와 같은 수술을 하는 환자의 경우에는 약
200 만원만 부담하면 된다. 제도 개선으로 50% 가량 부담이 줄게 되는 셈이다.

• 숫자, 그림, 도표, 인포그래픽으로 말하라.
- 말보다는 시각물이 매력적이다.
- 시각적 효과를 노려라.
- 초등학생이 알아야 국민이 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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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식 5] 브리핑 업무 분장(안)

OOO 관련 브리핑 업무 분장(안)
1. 브리핑 일시 및 장소
○ (일시) 2010.00.00.(0), 10:30∼
○ (장소) 정부 서울청사 또는 세종청사

2. 브리핑 업무 분장(안)
팀

시간

오송팀

08:50

담당 업무

담당자

연락처
(내선) 0000

브리핑 자료 배포

OOO 주무관
(휴대) 010-0000-0000
위기대응총괄과

09:30∼

-

브리핑 자료 현장 출력
담당자

10:00∼

현장세팅 및 기자단 출입 관리

서울팀

OOO 사무관

010-0000-0000

OOO 주무관

010-0000-0000

OOO 연구원

010-0000-0000

OOO 연구원

010-0000-0000

OOO 사무관

010-0000-0000

OOO 주무관

010-0000-0000

페이스북 라이브 생중계
10:30∼
* 브리핑 시작 직후
브리핑
종료 후

기자단 인솔/오찬장 이동

* 현장 콘텐츠 디자인 지원(위기소통담당관), 이미지 출력(위기대응총괄과)
* 현장 준비물: 이젤 3 개, 휴대용 백드롭 1 개, 현장 이미지 3 종, 휴대용 마이크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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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식 6] 기자회견 브리핑 사전 체크포인트
구분

체크포인트
• 회견 시간과 장소
• 보도진에게 시간과 장소 통보 유무
• 기자, 편집자, 언론인들의 명단
• 기자들이 관심을 둘 만한 배경자료
• 의자, 탁자, 발언대의 상태
• 마이크, 비디오, 오디오 장비
• 기자회견에 적합한 의복과 용모 상태인지 확인

(1) 기자회견

- 다양한 색상, 순백․순흑색은 피할 것
- 금테안경, 장신구 착용 피할 것
- 진한 화장과 염색 등은 피할 것
• 예상질의, 답변 검토
• 회견장소를 찾은 인원 파악을 위한 방명록과 명함 수집함
• 보도 자료를 포함한 새로운 정보와 유인물 등 배경자료의 회견장 비치 유무
• 회견의 녹음 및 녹화시설 점검
• 직원들에게 기자회견의 실시 사전 고지
• 브리핑 시간과 장소
• 보도진에게 시간과 장소 통보 유무
• 브리핑 진행 순서
• 발표문의 헤드라인 적절 유무 판단
• 직원들에게 브리핑 안내 및 통보
• 브리핑용 시청각 기자재(빔 프로젝터, VCR, 음향기기)

(2) 브리핑

• 브리핑에 적합한 의복과 용모 상태인지 확인
- 다양한 색상, 순백․순흑색은 피할 것
- 금테안경, 장신구 착용 피할 것
- 진한 화장과 염색 등은 피할 것
• 불참 취재진에 대한 브리핑 자료 지원 방법
• 브리핑장소를 찾은 인원 파악을 위한 방명록과 명함 수집함
• 보도 자료를 포함한 새로운 정보와 유인물 등 배경자료의 비치 유무
• 브리핑 과정의 녹음 및 녹화시설 점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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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식 7] 이해관계자 질의시 적절 & 부적절 표현
< 적절한 표현 >
‘겸손’, ‘경청과 소통’, ‘균형’, ‘현장’ 등 정책 충고에는 배움의 정신, 사적 지적에는 인정과 불찰로 응대

ㅇ (자세 및 업무 철학) ~ 맡겨 주신다면 & 기회가 주어진다면,
- 책임이 매우 막중하다는 점 잘 알고 있습니다.
- 제 인생에 있어 마지막으로 국민을 위해 봉사하는 일념으로 이 자리에 서게 됐습니다.
- 대내외 전문가들의 다양한 의견을 충실히 듣겠습니다.
- 현장에서 답을 찾겠습니다.
- 의료현장에서 어려운 이들을 돌봤던 그때 그 마음을 잊지 않겠습니다.
- 국민들이 체감하는 정책을 추진하는데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 국민들의 신뢰가 절대적인 만큼, 격의 없는 소통을 통해 공감정책을 펴나가겠습니다.
ㅇ (정책적 지적 및 질의)
- 전적으로 공감합니다. 저도 같은 생각입니다.
- 말씀하신 부분 잘 유념하겠습니다.
- 맞습니다. 잘 알지 못합니다. 하지만, 더욱 노력해서 ~
- 지적하신 부분은 겸허히 받아들이고 고쳐나가도록 하겠습니다.
- 부족한 점이 많습니다. 앞으로 그 부분을 더욱 보완하겠습니다.
ㅇ (개인적 지적 및 질의)
- 지금 생각해보니, 당시에 미흡했던 점이 있는 것 같습니다.
- 당시엔 나름 최선을 다했던 것 같은데, 부족한 점이 많았던 것 같습니다.
- 어쨌든 저의 불찰입니다. 사려 깊지 못했던 점 송구스럽게 생각합니다.
ㅇ (지적 관련 답변 시)
- 말씀 새겨듣겠습니다. 제가 생각하기엔 또 하나 중요한 것은 ~
- 매우 중요한 지적이십니다. 참고로 말씀드리면 ~
- 정확하신 말씀입니다. 허락해주신다면, 한 가지 보태고 싶은 점은 ~
ㅇ (확인 필요 사항)
- 예, 바로 확인해보겠습니다.
- 허락해주신다면, 확인 후에 정확히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지금 확인한 바로는, 당장 정확한 수치를 드리기는 어려울 것 같습니다.
- 양해해주신다면, 보다 면밀히 검토해서 설명드릴 기회를 조속히 갖도록 하면 어떨까 합니다.
- 정확한 상황과 경위를 파악해서 다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ㅇ (민원 대상자 혹은 국민)
- 일선 현장에서는 더욱 어려운 상황일 것으로 이해됩니다.
- 정말 고충이 많으실 거라 생각합니다.
- 하루 속히 상황이 매듭지어져 해당 민원인의 고충이 하루 빨리 해결되길 기대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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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적절한 표현 >
지나친 확신, 논쟁 및 논박 태도, 감정 표현, 과거 정책 비하, 과도한 정치적 발언, 일방적 의견 등
자제하며 모든 가능성 열어놓되, 책임 있는 자세의 발언 필요

ㅇ (확신 표현)
- 그 분야는 제 전공이니 제가 제일 잘 알고 있습니다.
- 그 분야는 제 전공이니 그런 걱정은 하시지 마십시오
- 제 이름을(직을) 걸고 맹세할 수 있습니다.
- 그런 일은 절대 일어나지 않을 겁니다.
- 제가 확신할 수 있습니다.
- 만약 사실이라면 사퇴하겠습니다.
- 앞으로 제가 있는 한 그런 일은 없을 겁니다.
- 앞으로 그런 상황이 다시 생기지는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ㅇ (책임감 결여)
- 제 전공이 아니어서 확답 드리기 어렵습니다.
- 제가 한 일이 아닙니다.
- 당시 제 소관이 아니었습니다. 저는 책임이 없습니다.
- 오래 전 일이라 기억나지 않습니다.
- 제 기억에는 없는 일입니다.
ㅇ (준비 부족)
- 아직 보고받지 못해 내용을 파악하지 못한 상태입니다.
- 아직 직원들의 보고를 받지 못했습니다.
- 그런 내용은 들어보질 못했습니다.
ㅇ (논쟁 유발)
- 그 내용은 (기자님이/위원님이) 사실을 잘 모르고 하시는 말씀입니다.
- 제가 말한 게 맞습니다. 사실관계에 대해 다시 검토해보셨으면 합니다.
- 그런 내용은 이미 문서로 다 제출한 내용입니다.
- 아까 다른 분이 질의하신 내용과 동일합니다.
- 왜 그런 질문을 하시는지 잘 모르겠습니다.
ㅇ (과거 정책 비판)
- 정책 대응방식에 문제점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 나름 열심히 했지만, 아쉬운 점은 많았던 정책이라고 판단됩니다.
- 제 생각에는, 너무 한 방향만 보지 않았나 생각합니다.
ㅇ (정치 편향 우려)
- 퍼주기식 복지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 복지 누수가 너무 많은 게 사실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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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식 8] 출입기자 대상 문자 공지
[ 카카오톡 KCDC 미디어센터 공지서식 ]

[ 인플루엔자 현황 문자공지 (예시) ]

[질병관리본부] 제 3 주 인플루엔자 표본감시결과 알림 공지
안녕하십니까? 질병관리본부 감염병감시과에서 제 3 주 인플루엔자 표본감시결과를 아래와 같이 알려드립니다.

○ 제 3 주(1.15-21.) 인플루엔자 의사(의심)환자 분율이 외래환자 1,000 명당 17.0 명(잠정치)으로 4 주 연속
감소함
- 최근 4 주: 53 주 63.5 명→ 1 주 39.4 명→ 2 주 23.9 명→ 3 주 17.0 명
○ 제 3 주 인플루엔자바이러스는 62 건(23.9%) 검출, 모두 A(H3N2)형이며 B 형 검출 없음
* 관련문의
OOO 감염병감시과장 010-1234-5678
OOO 감염병감시과 보건연구사 010-2345-6789
* 자세한 내용은 질병관리본부 홈페이지 표본감시주간소식지 메뉴 (http://tuney.kr/c4Taqp )에서 금일 18 시
이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KCDC 위기소통담당관실 드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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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카바이러스 감염자 유입 안내 문자공지 (기본양식) ]

<O 번째 지카바이러스 감염증 환자 유입 관련 안내 공지>
○ 이름 및 연령: K 씨 (00)
○ 성: 남성 (직장인)
○ 거주지: ○○도 ○○지역
○ 확진판정 일시: 오늘 (○일, 목) 오전 6 시
○ 여행국 및 여행기간: ○○○ (○○일간, ○월 ○일~○월 ○일)
○ 방문목적: 여행
○ 입국일: ○월 ○일
○ 증상 발생일: ○월 ○일
○ 증상: 발열(fever), 기침(cough)
○ 현재 위치: ○○지역 ○○대학병원
* 이와 관련한 자세한 내용은 금일 브리핑을 통해 알려드릴 예정입니다.

[ 지카바이러스 감염자 언론 브리핑 문자공지 (기본양식) ]

<0 번째 지카바이러스 감염증 환자 관련 브리핑 공지>
○ 제목: O 번째 지카바이러스 감염자 상황 및 관련 대책
○ 발표자: OOO 질병관리본부장
○ 일시: ○월 ○○일(화) 오전 11 시
○ 장소: 정부 서울청사 본관 311 호 브리핑룸
* 관련 자료 배포는, 브리핑 현장에서 배포 예정입니다.
* e-브리핑 실시간 중계가능
* 원활한 출입을 위해 신분증 지참 바랍니다.
* 문의: 000 사무관(010-0000-0000), 000 사무관(010-0000-0000),
000 주무관(010-0000-0000), 000 주무관(010-0000-0000),
000 주무관(010-0000-0000), 000 주무관(010-0000-0000),
000 연구원(010-0000-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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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카바이러스 진단검사 의뢰 및 검사결과 현황 문자공지 (예시) ]

[질병관리본부] 지카바이러스 진단검사 의뢰 및 검사결과 현황 공지
지카바이러스 감염여부에 대한 진단검사와 관련해, 각 지방자치단체 보건환경연구원 등에서 질병관리본부에 의뢰한
검사 현황을 아래와 같이 알려드립니다.
○ 기간 : 8 월 6 일(토) ~ 8 월 10 일(수), 5 일간
○ 일별 단위 시간 : 전일 오후 5 시 ~ 당일 오후 5 시

▣ 6 일(토)
- 의뢰 건수 4
- 결과 건수 4(음성 4)
▣ 7 일(일)
- 의뢰 건수 3
- 결과 건수 3(음성 3)
▣ 8 일(월)
- 의뢰 건수 19
- 결과 건수 19(음성 19)
▣ 9 일(화)
- 의뢰 건수 21
- 결과 건수 18(음성 18)
- 조사중 건수 3
▣ 10 일(수)
- 의뢰 건수 19
- 결과 건수 12(음성 12)
- 조사중 건수 7
▣ 합계 : 8 월 6 일(토) ~ 8 월 10 일(수), 7 일간
- 총 의뢰 건수 66
- 총 결과 건수 56(음성 56)
- 총 조사중 건수 10
▣ 2 월부터 현재까지의 총 의뢰 건수
- 1,805 건(양성 9 건, 음성 1,786 건, 조사중 10 건)

* 지카바이러스와 관련한 보다 자세한 내용은 질병관리본부 모바일 홈페이지 (http://www.cdc.go.kr )에서, 다른 최근
감염병 정보 등과 함께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 지카바이러스에 감염되지 않은 것으로 판정된 음성 결과를 포함한 자료가 국민들에게 속보성 뉴스로 제공될
경우, 자칫 국민들의 불안 증가와 경제적 손실로 이어질 수도 있으니, 보도에 신중을 기해 주시면 대단히
감사하겠습니다.
KCDC 위기소통담당관실 드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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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식 9] 전문가 소통자문단 자문 양식

<질병관리본부 전문가 소통자문단 자문 양식>
□ 서면자문

□ 대면자문

안건 1. (예시) 지카바이러스 감염증 언론보도에 대한 전문가 자문단 의견

❍
-

안건 2. (예시) 지카바이러스 브리핑 관련 전문가 자문단 의견

❍
-

안건 3. (예시) 메르스 관련 콘텐츠에 대한 자문단 의견(※콘텐츠

별도 송부)

❍
-

OO 년 OO 월 OO 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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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식 10] 사전 연락망
□ 보건복지부
주관기관(부서)

직 위

연 락 처

국장

044-202-2500

과장

044-202-2510

사무관

044-202-2508

주무관

044-202-2507

센터장

043-719-7200

과장

043-719-7190

주무관

043-719-7202

과장

043-719-7996

공공보건정책관

질병정책과

질병관리본부 긴급상황센터

비 고

질병관리본부 위기대응총괄과

질병관리본부 위기소통담당관
질병관리본부 긴급상황실

043-719-7789, 7790

□ (중앙행정기관) 감염병 대응 기관 비상연락망
연 락 처
기 관 명

관련 부서
전 화

Fax

국가위기관리센터

02-770-4380∼4385

02-770-4887

중앙재난안전상황실

044-205-1541

044-205-8890

감염병협업담당관

044-205-6158

044-205-8947

119 구급과

044-205-7659

044-205-8711

외사과

044-205-2568/2468

044-205-8995

방역정책과

044-201-2522

044-868-0469

환경부

생물다양성과

044-201-7244

044-201-7261

외교부

재외국민안전과

02-2100-8202

02-2100-7995

국방부

보건정책과

02-748-6656

02-748-6659

교육부

학생건강정책과

044-203-6548

044-203-6438

법무부

비상기획담당관

02-2110-3012

02-2110-0315

국토교통부

교통정책조정과

044-201-3793

044-201-5579

해사안전관리과

044-200-5858

044-200-5869

항만운영과

044-200-5780

044-200-5789

산업혁신과

044-203-4224

044-203-4722

소비자위해예방정책과

043-719-1725

043-719-1640

위기관리센터

02-3150-1638

02-3150-1710

국가안보실
행정안전부
소방청
해양경찰청
농림축산식품부

해양수산부
산업통상자원부
식품의약품안전처
경찰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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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방자치단체) 감염병 대응 기관 비상연락망
시도명

담당부서

연락처

서울특별시

생활보건과

02-2133-7687

부산광역시

건강증진과

051-888-3353

대구광역시

보건건강과

053-803-6280

인천광역시

보건정책과

032-440-2743

광주광역시

건강정책과

062-613-3362

대전광역시

보건정책과

042-270-4850

울산광역시

건강정책과

052-229-3560

경기도

보건정책과

031-8008-4340

강원도

보건정책과

033-249-2435

충청북도

보건정책과

043-220-3142

충청남도

보건정책과

041-635-4306

전라북도

보건의료과

063-280-4692

전라남도

보건의료과

061-286-6051

경상북도

보건정책과

054-880-3788

경상남도

보건행정과

055-211-4921

제주특별자치도

보건위생과

064-710-2937

세종특별자치시

노인보건장애인과

044-300-3833

□ (소속기관) 감염병 대응 기관 비상연락망
기관명

연락처

국립인천공항검역소

032-740-2700

국립부산검역소

051-602-0600

국립인천검역소

032-883-7502

국립군산검역소

063-445-4239

국립목포검역소

061-244-0941

국립여수검역소

061-665-2367

국립마산검역소

055-981-5300

국립김해검역소

051-973-6526

국립통영검역소

055-645-3579

국립울산검역소

052-255-4502

국립포항검역소

054-246-8545

국립동해검역소

033-535-6022

국립제주검역소

064-728-55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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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식 11] 주요 정의
[ 주요 기관별 위험소통 및 위기소통 정의 ]
출처

미국 질병
통제예방
센터

위험소통

위기소통

참고자료, 4p

참고자료, 4p

- 환경 보건 영역에서 질병에 걸릴 확률,

-

위험의 종류 및 크기에 대한 소통

위기

대한

정보를

제공하는 과정
이해당사자와 어떤 방식으로 무엇에 대해

위한 과정

소통하는가에 중점

참고자료
대한

태도로 인한

공중과의

-

지속적인

의사소통 과정

위기소통은

위험소통이

진행되는

동안

직면한 예기치 못한 사건에 대한 소통
- 위기 상황은 예측할 수 없고, 예기치 않게

- 질병의 결과와 접근법에 대한 공중의

발생하며

이해를 위해 위험 상황에 대한 토론에

발생하며

지역 사회를 참여시키는 것이 목표

불러일으킴

(ECDC)

상황에

영역에서

제공하고 개인 행동에 대한 선택을 돕기

결과에

센터

전술

- 위기 상황에서 벗어나기 위해서 공중이나

- 건강과 관련 행동 및

질병통제

전략과

행동습관이나 외부 요인에 대한 정보를

참고자료

유럽 연합

소통

공중에게

- 예방 접종, 치료 등 건강과 관련한 개인의

(CDC)

조직의

-

통제

불가능한

제어할

위기상황에서
정직하며

수

과정을
없는

공중과의

지속적인

상호

통해
반응을

개방적이고
작용을

위해

메시지와 발표 시간, 미디어 선택에 중점을
두어야 함.

참고자료, 21p

참고자료, 21p

- 위험소통은 전문가, 지역사회 지도자,

-

공무원

세계보건

실시간으로

기구
(WHO)

및

위험에
정보,

처한
조언

공중
및

효과적인
사람들이

위험에

처한

공중이

그들의 생존과 건강에 대한 위협으로부터

의견을

스스로와 가족, 지역사회를 보호하기 위해
정보에 입각한 결정을 내릴 수 있도록

위험소통은
보호

위험소통은

간

전달하는 과정.
-

비상

위험에

행동을

처한

위기 상활 전후로 시행되는 중재 활동

이해하고

받아들이게 함

국제연합
(UN)

참고자료, 24p

참고자료, 24p

- 인도주의적 위기를 ‘한 공동체와, 더 큰

- 위험은 발생 확률과 부정적인 결과의 조합

범주의 지역에 걸친 사람들에게 건강,

- 위험 관리는 위험에 직면했을 때의 상황을

안전, 보안에 심각한 위협을 초래하는

준비하는 과정이자, 위험 상황으로 인한

일련의 사건’으로 규정.

영향에
해소하고

대처하는
부정적인

과정으로,

불확실성을

영향을

최소화하기

위한 체계적인 프로세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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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연구자별 루머 정의 ]

연구자
Knapp(1944)
Allport & Postman
(1947)

Buckner (1965)

Shibutani (1966)
Rosenow et al.
(1986)

이효성 (1988)

김현주 (1997)
DiFonzo & Bordia
(2006)
Sunstein (2009)

정의
화제가 되고 있는 사안에 대한 공식적인 증거 없이 유포되는 주장

믿음을 위한 특별한 진술로 현존하는 증거를 갖고 있지 않는 것

물체, 사람, 상황에 대한 것으로 대면을 통해 한 사람에게서 다른 사람으로
옮겨진 확정되지 않은 메시지
잘못된 보고 또는 검증되지 않는 잘못된 보고

적당한 정보가 없을 때 스트레스와 긴장된 상황을 이해하는 방식

공식적인 보도가 없을 때 생겨나는 것으로 사실은 아니지만 사회 현상에
대한 의견을 나타냄
우리말로 유언비어이며, 근거없이 널리 퍼진 소문

확인되지는 않았지만 유용할 가능성이 있는 떠돌아다니는 정보

개인이나 집단, 사건 등에 대한 확인되지 않은 주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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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가

대외협력

행사

매체

무료

정부

콘텐츠

지원

취재

온라인

협찬

광고

언론

구분

사업과→홈페이지 게시→소통실(출입기자단 등 문자통보)

주간 건강과 질병

추진계획 보고

의뢰

담당과(취재의뢰)→ 소통실 →문체부→ 취재
담당과→광고 개발제작(담당과/소통협력사)→ 소통실(확산, 공유)

정책기자단(문체부)

광고, 영상, 사업포스터 등

교차로→소통실&담당과→교차로
담당과→대변인실→각 매체

(인쇄)교차로(생활정보신문)

(인쇄/영상)키오스크, 뉴스레터

선정평가/사업평가

담당과(평가)→ 소통실→ 담당과(자문단 전달)→ 평가진행

담당과→행사기획(소통협력사)→행사(소통실 지원)
담당과(이슈/사업 자문요청)→ 소통실 섭외→ 자문단

자문

담당과&기관협의→행사기획(소통협력사)→행사(소통실 지원)

MOU 등

의료기관 릴레이행사

담당과→위촉기획(소통협력사)→행사(소통실 지원)

홍보대사위촉

담당과→행사기획(소통협력사)→행사(소통실 지원)

담당과→행사기획(소통협력사)→행사(소통실 지원)

기념행사/기관장행사

문화(영화상영/콘서트/축제 등)

담당과→서울교통공사 협조요청(1~8 호선)

(영상)지하철 무상광고

담당과→행사기획(소통협력사)→행사(소통실 지원)

담당과→소통실→행안부→각 매체

컨퍼런스/학술대회

월별공지

담당과→대변인실→문체부→각 매체

(영상)전광판, 창원경륜공단

(영상)정부청사 영상(160 개)

부서의뢰

(메모)

계획공유

소통실/대변인실

의뢰

분기별 공지

상시접수

상시접수

월별공지

담당과→소통실/행안부(감염병협업담당관실)→한국도로공사→미디어송출

(인쇄/영상)전국고속도로 휴게소

담당과→소통실/행안부(감염병협업담당관실)→전국편의점(약 1 만개소)→미디어송출

담당과→복지부/교육부 협조시행→어린이집/유치원/초등학교 발송

(인쇄)가정통신문

(인쇄/영상)전국편의점

월별공지

담당과→대변인실→행안부→시도

(인쇄)반상회보

월별공지

월별공지

담당과(기초 콘텐츠 제공)→ 소통실(개발/확산)

인포그래픽 등 온라인 이미지
기획회의

기획회의

의뢰

의뢰

담당과(취재의뢰)→ 소통실 →소통단 취재

따스아리 서포터즈(보건복지부)

담당과(취재의뢰)→ 소통실 →소통단 취재

국민소통단(질병관리본부)

(특집기사)

담당과→소통실(협의)→문체부 양식제출→게시

월간계획 보고

*배너: 담당과(기초 콘텐츠 제공)→ 정보화 TF(개발지원)→게시
*특집기사: 담당과(기초 콘텐츠 제공)→ 소통실(개발지원)→게시

월간계획 보고

광고제작물 공유(메모)

시안제작 및 수정

시안제작 및 수정

부서별 신청

부서별 신청

세부내용 협의

문체부 의뢰

수정

제작 및

시안개발 및 테스트 발송

신청/제작

콘텐츠 제작&방송사 계약

매체집행계획 공유(메모)

부서의뢰

자문내용 전달

자문단 연락처 전달

자문요청

홍보대사 계약, 콘텐츠 개발 등)

(보도, 촬영, 라이브방송,

소통실 지원

부서신청 및 콘텐츠제출

부서신청 및 콘텐츠 제출

부서신청 및 콘텐츠 제출

부서신청 및 콘텐츠 제출

부서신청 및 콘텐츠 제출

평가회의 개최

자문의견 메모보고

행사

행사

행사

행사

행사

행사

게시

게시

게시

게시

게시

게시

게시
부서신청 및 콘텐츠 제출

게시

게시

게시

게시

게시

게시

게시

게시

업로드

카톡발송

게시

송출

송출

송출

문자배포

부서신청 및 콘텐츠 제출

개별연락(부서→ 자문단)

보도자료 내 삽입

보도자료 내 삽입

협의완료

협의완료

협의완료

협의완료

제작완료

제작완료

사진촬영
출연

보도이후

결과공유

결과공유

(메모)

결과공유

모니터링

모니터링

(메모)

결과공유

(메모)

결과공유

(메모)

결과공유

모니터링

모니터링

모니터링

언론응대, 인터뷰

문자배포

인터뷰

게재

당일

조사

대외협력

매체

콘텐츠

온라인

매체

보도팀

기타

<질병관리본부 위기소통담당관실, 2018.8.28(화)>

부서신청 및 콘텐츠 제출

부서신청 및 콘텐츠 제출

기획회의

사전협의 및

기획회의

소통실(아이템선정 및 개발)→추진계획 공유(메모보고)→카톡발송

* 페이스북, 네이버 포스트, 트위터, 카카오 스토리, 유튜브, 네이버 TV

계획공유(메모)

광고제작물 공유(메모)

최종 확정

매체집행계획 공유(메모) *주간회의 보고필요

사전협의 및

소통실/대변인실

방송사 협의,
언론재단의뢰

소통실/대변인실
계획공유(메모)

언론재단의뢰

언론재단의뢰

추진계획 보고,

소통실/대변인실
계획공유(메모)

추진계획 보고,

담당과(기초 콘텐츠 제공)→ 소통실(아이템선정/개발/확산)

담당과&방송사→언론재단/소통협력사(협찬의뢰)→소통실/대변인실→송출

포털 콘텐츠검색

홈페이지(배너, 특집기사)

카카오톡 플러스친구

SNS(소셜 미디어)

방송협찬(PPL)

옥외/기타매체 광고

교통광고(KTX/버스/지하철 등)

온라인/SNS 광고

라디오/신문/잡지 광고
담당과→언론재단(매체의뢰)→소통실/대변인실→송출

담당과→연구기획과→출입기자단 배포
담당과→소통실→(소통협력사)→방송사 협의→확정

촬영일자 사전협의 및 일정조율
참고자료공유

및 일정조욜

인터뷰 재확인

담당과 인터뷰이 영상촬영

인터뷰요청

방송사협의

언론사 게재 검토 요청

담당과→소통실→출입기자단 배포

촬영지원(행사사진)

TV(공중파/종편/케이블) 광고

소통실의뢰

보도전날
기자단배포/브리핑

(최소 1 주일, 최대 1 달)

*기관요청: 사업과→소통실→출입기자단(현장/전화)

(사진포함)

언론사 전달

언론사

(섭외)

1 주전

계획수립/유니모 등록

2 주전

일 정

*언론요청: 언론사→소통실→담당과

기고문 작성

한달전

담당과→기고자(작성)→소통실→출입기자단→오피니언팀

뉴스대담(간부진 대담출연)

촬영지원(영상)

인터뷰(방송사/기자설명회)

두달전

담당과→기고자(작성)→(소통협력사)→언론사 오피니언팀

담당과→소통실(대변인실)→출입기자단

보도자료

기고(전문가/기관장)

진행절차 (협조기관/부서)

매체(프로그램)

질병관리본부(KCDC) 통합소통 흐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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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식 12] 질병관리본부(KCDC) 통합소통 흐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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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식 13] 메르스 위험소통 전략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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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식 14] 1339 콜센터 메르스 FAQ

문 의

안 내

메르스는 어떤

메르스 코로나바이러스(Meddle East Respiratory Syndrome Coronavirus; MERS-CoV)에 의한

질병인가요?

메르스의 잠복기는
얼마나 되나요?

호흡기 감염병입니다. 주로 발열을 동반한 호흡기증상(기침 또는 호흡곤란 등)을 보이며
일부 사례에서는 중증으로 진행되어 사망에 이르기도 합니다.

메르스의 잠복기는 평균 5 일(2 일~14 일)정도입니다. 즉, 바이러스에 노출된 후 짧게는 2 일,
길게는 14 일정도 지난 후 증상이 발생하며, 이때 바이러스가 몸 밖으로 배출될 수
있습니다.

메르스 바이러스는
언제부터
몸에서 배출되나요?

바이러스가 체내에 침입하면, 인체 내에서 증식하는 기간을 거쳐 몸 밖으로 배출되기
시작합니다. 이때가 바로 증상이 발생하는 시점입니다. 따라서 증상 발생 이전인 잠복기
동안에는 바이러스는 몸 밖으로 배출되지 않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현재까지 명확한 감염경로는 밝혀지지 않았으나, 모든 환자들이 직‧간접적으로 중동지역과
연관(특히 사우디아라비아)이 있으며, 해외여행이나 해외근무 등으로 중동지역에서

메르스는 어떻게

체류하였거나, 낙타 시장 또는 농장 방문, 낙타 체험프로그램 참여 등 낙타와의 접촉
사례들이 보고되고 있습니다. 동물과의 접촉 외에 감염은 사람간의 밀접한 접촉입니다.

감염되나요?

특히 병원에서 환자가 환자에게 또는 환자가 의료진에게 옮기는 병원감염입니다. 가족간의
감염은 매우 드문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현재 우리나라에서는 발생하는 감염은 중동지역에 다녀온 첫 환자 외에 모두 병원에서
환자로부터 감염된 것입니다.

메르스에 감염되면
어떤 증상을
보이나요?

주로 발열을 동반한 호흡기 증상(기침, 호흡곤란, 숨가쁨 등)을 보입니다. 소화기 증상(설사
등)을 보이는 경우도 있으며, 만성질환 혹은 면역기능이 저하된 환자들에게서 폐렴, 급성
신부전 등의 합병증이 동반되어 예후가 좋지 않습니다.

• 발열과 동반되는 폐렴 또는 급성호흡기증후군(임상적 또는 방사선학적 진단)이 있으면서
증상이 나타나기 전 14 일 이내에 중동지역을 방문한 자 또는 중동지역을 방문한 후 14 일

어떤 경우에 메르스
의심환자로
신고해야 하나요?

이내에 발열과 급성호흡기증상이 나타난 자와 밀접하게 접촉한 자
• 발열과 호흡기 증상(기침, 호흡곤란 등)이 있으면서, 증상이 나타나기 전 14 일 이내에
중동지역 의료기관에 직원, 환자, 방문자로 있었던 자
• 발열 또는 호흡기 증상(기침, 호흡곤란 등)이 있고, 메르스 확진 환자가 증상이 있는 동안
밀접하게 접촉한 자
• 발열과 호흡기 증상이 있으면서 증상 14 일 이내에 메르스가 유행한 의료기관
(한 의료기관에 2 인 이상 발생)에 직원, 환자, 방문자로 있었던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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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메르스 기본정보 단순문의 FAQ
문 의

메르스 의심환자 및 확진 환자는

안 내
• 신고범위 : 환자, 의사환자
• 신고시기 : 지체 없이 신고

언제, 어디로 신고해야 하나요?

• 신고주체 : 의사, 환자(본인), 의료기관의 장, 부대장, 군의관
• 신고 : 거주지 관할 보건소로 신고
중동지역 아라비아 반도를 중심으로 2012 년 4 월부터 2015 년 6 월
5 일까지 25 개국에서 1,211 명이 발생하여 492 명이 사망한 것으로
보고되고 있습니다(유럽 질병통제청 15.6.5 일 기준) 원 발생지역
사우디아라비아 등 중동지역에서 지속 발생 중이고, 중동지역 이외의

메르스는 어느 국가에서
발생하고 있나요?

유럽, 아프리카, 아시아, 미국에서도 유입사례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중동지역 국가 : 사우디아라비아, 아랍에미리트, 카타르, 요르단, 오만,
쿠웨이트, 이집트, 예맨, 레바논, 이란
•중동지역 외 국가 : 터키, 영국, 독일, 프랑스, 이탈리아, 그리스,
네덜란드, 오스트리아, 튀니지, 알제리, 말레이시아, 필리핀, 미국,
대한민국, 중국

메르스 치료는 어떻게 하나요?

아직 예방용 백신과 치료제(항바이러스제)가 개발되지 않아, 증상에
따라 적절한 내과적 치료를 시행합니다.

검사 소요시간은 얼마나 되나요?
검체 의뢰한지 한참 되었는데 결과는

검사 소요시간은 일반적으로 6 시간입니다.
(현재 관심단계 24 시간)

언제 나오나요?
확진 환자 4 명이 나왔던 병원으로
환자들이 퇴원했지만 입원 당시
엘리베이터 등 여기저기 건물을
돌아다녀서 균이 묻어 있을텐데 걸릴

바이러스는 몸 밖으로 나오면 몇 시간 안에 사멸되거나 감염력이
떨어짐으로 전염될 가능성이 없습니다. 또한 환자 퇴원 후 병원이
자체적으로 소독 등 사후조치를 하므로 걱정 안 하셔도 됩니다.

확률이 없는지 대답해주세요

외국인이 메르스 진단을 받은 경우
자국민과 동일한 기준 적용됩니다. 출국 전까지는 환자에 대한

영사관에 통보해야 하나요?

정보 제공하지 않습니다.

의심환자와 같은 비행기로 입국한
최종 체류지 관할 보건소는, 인천공항에 연락하여 입국한 외국인에 대해

외국인, 관리는 어떻게 하나요?

자세한 정보를 받고, 내국인과 동일하게 조치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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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메르스 의심환자 관련 일반문의 FAQ
문 의

안 내
증상이 발생한 환자와 밀접하게 접촉한 사람은 최종 접촉일로부터
14 일간 자가격리 및 모니터링을 실시하며, 그 사이 발열, 호흡기증상 등
이상증상이 나타날 경우 진단검사(바이러스 유전자 검사)를 시행합니다.

접촉자에 대한 메르스 진단검사는
어떤 경우에 하나요?

• 공개된 병원의 노출자 검사는 보건환경연구원
• 밀접 접촉자
- 적절한 개인보호장비(가운, 장갑, N-95 마스크, 눈 보호장비 등)를
착용하지 않고 환자와 2 미터 이내에 머문 경우
- 같은 방 또는 진료/처치/병실에 머문 경우(가족, 보건의료인 등)
→ 같은 공간 환자의 호흡기 분비물과 직접 접촉한 경우

환자와의 접촉을 통해 감염되었을 가능성이 있는 사람의 경우, 잠복기를

왜 밀접 접촉자를 격리해야 하나요?

거쳐 증상이 발생할 가능성에 대비하여 지속적으로 증상발생 여부를
관찰하고 외부활동을 통한 추가적인 접촉자 발생을 최대한 줄이기 위한
조치입니다.

자가격리만으로도

환자와 접촉은 하였으나 증상이 없는 사람은 자가 격리를 하면서 증상
발생 여부와 체온을 보건소 직원이 1 일 2 회 확인하고 있습니다. 증상

충분한 조치가 되나요?

발생 시 즉시 의료기관으로 이송하여 진단 및 치료를 받게 되므로
자가격리가 철저히 이루어진다면 충분히 관리가 가능합니다.

능동감시는 자가격리자를 모니터링 하는 방식으로, 의료기관에서 노출

능동감시자는 어떤 관리를 받나요?

우려가 있는 분들을 대상으로 전화 혹은 방문 모니터링을 받게 됩니다.
자택 격리자는 모니터링 기간(14 일) 동안 증상이 있을 경우 즉시
보건소에 연락을 취해야 합니다.

자택격리기간 동안 대중교통, 자가용
등으로 외출을 할 수 있나요?

자가격리대상자인데 일상생활에서

자택격리기간 동안은 자택에서 머무셔야 하고 외부 출입을 하셔서는
안됩니다. 병원방문 등 부득이하게 외출이 필요한 경우 보건소에 연락을
하셔야 합니다.

외출 및 타인과의 접촉을 피하시고, 가족들과도 접촉을 되도록 피하시되,
불가피할 경우 마스크를 반드시 사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켜야 할 수칙이 있나요?

마지막으로 보건소 담당관이 제공한 자가격리지침을 숙지하시고 발열 등
증상이 있을 경우 반드시 관할 보건소로 즉시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자가격리자인데 일상생활이
불가할 경우 어떻게 해야 하나요?
메르스 병원격리가 가정 긴급돌봄서비스를 지원하고 있으니

(예 : 아이를 돌보거나, 장을 보러

보건복지콜센터 129 번으로 상담을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가거나 하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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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반의심자) 중동지역 방문자 신고 FAQ
문 의

중동지역 여행 중 몸이 아프면 어떻게
해야 하나요?

중동지역 여행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안 내

여행 중 몸이 불편하신 경우, 가까운 의료기관을 방문하시어 치료를
받으십시오. 또는 해당지역 영사관에 연락하시면 적절한 도움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세계보건기구는 중동지역에 대한 여행제한을 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다만 만 65 세 이상의 고령자나 기저질환이 있는 경우 여행을

취소해야 할까요?

자제하시고 여행 계획을 할 경우 감염예방 수칙(여행자 주의사항)을
준수하시기 바랍니다.

여행제한조치는

중동 및 중국 여행해도 무방한지요?
검역 실시하고 있는지요?

중입니다.

하고

감염이

있지

걱정될

않으며,
경우

중동

공항에서
여행

발열감시
시

실시

낙타접촉금지,

의료기관방문자제, 마스크 착용, 개인위생수칙 준수해주시기 바랍니다.
중국은 우리나라에서 이동해 간 메르스 환자 1 인이 치료받고 있으나
여행을 하는 데에 지장이 없습니다.

중동에서 입국(경유) 하였는데
1339 에서 증상유무 확인문자가
왔어요. 어떻게 해야 하는지?

입국 후 14 일 동안 증상 있는지 자가 관찰을 하신 후발열, 기침,
호흡곤란 등의 호흡기증상 있으면 즉시 관할보건소로 통보 하시면
됩니다.

중동지역 여행은 없으나 호흡기
메르스는 중동지역을 방문하셨거나 메르스 증상환자와 접촉을 하셨을

증상이 있습니다. 메르스 일까요?

경우 전염이 됩니다. 안심하셔도 좋습니다.

중동지역 여행자 중 메르스 의심환자 발생시 역학조사를 통해 밀접

중동 여행 후 메르스가 의심되면 검사

접촉자를 구분합니다. 밀접접촉자의 경우 PCR 검사를 진행해 검사 결과
전까지 능동감시자로 일상 생활이가능합니다. 만약 1 차 PCR 검사

절차는 어떻게 이루어 지나요?

결과가 양성일 경우 최종접촉일로부터 14 일 간 자가격리 조치가
취해집니다. 48 시간 간격으로 2 차 PCR 검사를 실시하여 음성판정이
나올 경우 수동감시자로 조치되어 모니터링을 실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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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의료기관) 중동지역 방문자 신고 FAQ
문 의

안 내

한의원입니다. 내원한 환자가
DUR 시스템에 중동 방문자라고,
나오는데 진료가 가능한가요?

중동 방문자가 의료기관에 내원한 경우 발열 및 호흡기 질환 등 메르스
의심 증상이 나타나지 않는다면 진료 가능합니다. 중동 입국자는
수동감시 대상자이므로 의료기관에서 진료를 거부할 수 없습니다.

내과 의원입니다. 중동 방문한 환자가
감기 증상으로 내원하였습니다.

중동 방문자 발열 또는 호흡기 증상으로 내원하여 메르스 증상이 의심될
경우 관할 보건소에 신고하면 됩니다.

어떻게 해야 하나요?

OO 병원입니다. 중동 방문자가 발열
또는 호흡기증상으로 내원하여
메르스의심환자로 격리되었습니다.
아무런 장비 없이 접촉 하였는데

중동 방문자가 메르스 증상으로 의심되어 격리 되었을 경우 2 회의
PCR 검사를 진행하게 됩니다. 만약 메르스 의심 환자와 밀접접촉을
하였을 경우 능동감시자가 되어 모니터링을 실시하며, 14 일 이내 발열
또는 호흡기 증상이 있을 경우 1339 번 또는 현재 위치한 관할 보건소로
신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어떻게 조치해야 하나요?

중동 방문자 진료 후 처방전 출력을
하려고 하니 안됩니다. 중동

DUR 시스템에서 중동 방문자라 하더라도 진료 후 처방전 출력과는
무관합니다. 시스템의 문제이므로 고객센터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입국자이기 때문인가요?

중동 방문자가 감기 증상으로 병원에
내원하였습니다. 격리해야 할까요?

역학조사팀에서 중동 입국자의 역학적인 관계를 통해 메르스 의심
여부를 판단합니다. 먼저 관할 보건소에 신고 후 조치 사항을 따라
주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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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식 15] JEE 기반 긴급 상황에서의 위험소통 역량에 대한 평가표 구축
위험∙위기 소통 시스템을 체계적으로 관리하기 위해 세계보건기구 합동외부평가(Joint External
Evaluation, JEE)의 세부 측정기준을 반영하여 평가 척도를 개발하여 적용할 수 있도록 한다.
한편, Risk Communication 단계에 기반하여 평가 항목을 적용하되 향후에도 대응역량에 대해
지속적으로 평가할 수 있도록 질문 내용 등을 조정함

- 역량 수준을 점수화(1 점/역량 없음 , 2 점/제한된 역량, 3 점/개발된 역량, 4 점/증명된 역량, 5 점/지속가능한 역량)
역량 수준에 대한 점수

참고자료

없음 ------------ 지속가능

[R.5.1] 긴급 및 비상상황에서의 위험・위기 소통 시스템
(Risk Communication Systems for unusual/unexpected events and emergencies)
- 방역 플랜에 담긴 위험・위기 소통 기능 우수

①---②---③---④---⑤

- 상시 위험・위기 소통 전담인력 보유

①---②---③---④---⑤

- 해당 위험・위기 소통 인력의 역할과 책임

①---②---③---④---⑤

▫ 국가방역 체계
(소통 분야)
▫ 조직도

- 위험・위기 소통과 관련한 SOP 관련 사항이 주요 부처
①---②---③---④---⑤

및 유관기관, 의료기관 등과 잘 공유됨

▫ 인력 계획
▫ 업무 분장

- 위험・위기 소통 투입 요소(인력, 자원 등) 예산 기준 확보

①---②---③---④---⑤

- 위험・위기 소통체계를 유지 개선하기 위한 예산

①---②---③---④---⑤

- 정기적(최소 2 년에 1 번)으로 위험・위기 소통 활동 점검

①---②---③---④---⑤

▫ 유관기관과 협약
▫ 예산 샘플
▫ 미팅 메모
- 위험・위기 상황과 규모에 따라 위기소통 관리
①---②---③---④---⑤

▫ 연습계획 및 결과

정부책임 기관에 차이를 둠
▫ 훈련 워크숍 결과
- 위험・위기 소통과 관련한 인력 훈련

①---②---③---④---⑤

- 공중에게 메시지를 전달하기 위한 절치 및 협약 내용 공유

①---②---③---④---⑤

- 위험・위기 상황에서 공중 및 협력그룹과의 소통을
①---②---③---④---⑤

▫ 메시지 절차
▫ 계획변경내용
▫ 장기 예산 계획

위한 인적・ 재정적 자원이 개선됨
[R.5.2] 위험・위기 소통을 위한 내・외부 협력
(Internal and partner coordination for emergency risk communication)
- 조직 내에서 내부소통을 조율하는 체계가 원활함

①---②---③---④---⑤

- 조직 내에서 대응 전략 대한 의견이 원활하게 이뤄져

▫ 협력 진행 사례
▫ 대응 보고서

①---②---③---④---⑤

적시에 대응이 잘 이뤄짐

▫ 관련 기사 모음
▫ 소통협력 계획

- 국가조직과 내부 감염병 대응 조직 간 소통을 조율하는
①---②---③---④---⑤

▫ 공동 긴급 상황 훈련

체계가 원활함

보고서

- 국제 조직과 감염병 대응 조직 간의 소통을 조율하는
①---②---③---④---⑤

▫ 위기 소통

체계가 원활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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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병원 혹은 의료분야와 소통을 조율하는 체계 원활

①---②---③---④---⑤

- 시민단체 사이에서 소통을 조율하는 체계가 원활

①---②---③---④---⑤

- 민간 분야와 소통을 조율하는 체계가 원활

①---②---③---④---⑤

- 위험∙위기 상황 시 내.외부 협력 기관 및 단체들과

계획(유관기관협력)
▫ 예산 계획서

주요
①---②---③---④---⑤

메시지 관리(일관성)가 잘 이뤄짐
- 유관기관 및 의료, 시민, 민간 단체 등과 함께 소통 조율을
①---②---③---④---⑤

위한 훈련 등을 수행해 왔음
- 실제

위험・위기

상황에서

외부

협력

조직들과

소통
①---②---③---④---⑤

협력은 잘 가동되었음
- 평소, 내∙외부 협력 기관 및 단체들과 평소 공동의 소통
①---②---③---④---⑤

계획 등을 논의∙협의하고 있음
- 내∙외부 협력 기관 및 단체들과 소통협력을 수행하기 위한
①---②---③---④---⑤

별도의 예산을 운영하고 있음
[R.5.3] 위험상황에서의 공중 소통
(Public communication for emergencies)
- 훈련된 대변인이 실제 위험∙위기 소통 환경에서
①---②---③---④---⑤

공식적인 대변인 활동을 원활하게 수행함
- 언론 및 소셜 미디어 소통을 전담하는 팀을 운영함

①---②---③---④---⑤

- 언론 및 소셜 미디어를 신속하게 처리하는
①---②---③---④---⑤

프로세스가 원활함
▫ 조직도
- 수용자(목표공중) 분석을 통해 전략적 소통을 수행함

①---②---③---④---⑤

▫ 미디어 조직도
- 신문, 방송, 라디오, 소셜 등 다양한 채널을 통한
①---②---③---④---⑤

▫ 지역사회 미디어

메시지 전달 전략을 수행함
아웃리치 계획
- 외국인 및 다문화 가족 등을 배려한 언어로
①---②---③---④---⑤

▫ 미디어 대응계획

정보를 제공함
▫ 소통 조사 프로토콜
- 목표 공중에게 메시지가 잘 도달했는지를 확인하기
①---②---③---④---⑤

(공식적/비공식적)

위한 미디어 반응조사를 실시함
▫ 오보대응 사례
- 타깃과 지역의 특성, 메시지, 매체 선호도 등에 따라
①---②---③---④---⑤

메시지를 변경함
- 공중의 행동변화를 유도하는 데 가장 효과적인
①---②---③---④---⑤

방법론, 또는 조사 데이터를 활용하여 소통함
- 오보 및 루머를 신속하게 대응하기 위해 언론과 소셜
①---②---③---④---⑤

미디어를 모니터링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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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5.4] 감염 지역 사회와의 소통 참여
(Communication Engagement with Affected Communities)
- 감영병

위험・위기

상황에서

지역사회참여

및

헬스
① ---②---③---④---⑤

캠페인을 운영하는 전담 부서와 실무진을 운영함
▫ 조직도

- 해당 전담 부서가 조직 내 감염병 대응 활동에 통합되어
①---②---③---④---⑤

있으며 소통팀 등과 원활한 협력관계를 가짐

▫ 소셜 데이터
조사 및 맵핑

- 해당 전담 부서가 지자체 행정협력 등을 통해 감염병
①---②---③---④---⑤

▫ 지역사회 위험 평가서

위험에 노출된 지역사회에 접근하는 체계를 확보함
▫ 국가대응계획
- 국가 방역 계획에 지역사회 참여∙헬스 캠페인이 포함되어
①---②---③---④---⑤

▫ 긴급 대응 계획

있음
▫ 콜센터 데이터
- 감염병

위험∙위기

상황을

대비하여

지역사회의

관련
▫ 지역 소통플랜

전문가 및 자원봉사자 등에게 정기적으로 정보를 공유하고

①---②---③---④---⑤

▫ 실제상황 및
교육하며 긴급 대응 방안을 제공하고 있음
훈련수행보고서
- 감염병 위기 상황 시 해당 지역사회 단체와 지속적으로
①---②---③---④---⑤

피드백할 수 있는 기능을 구축함
- 소셜 빅데이터 분석을 통한 지역확산 환경분석을 수행

①---②---③---④---⑤

[R.5.5] 공중 인식, 위험 행동, 잘못된 정보 다루기
(Addressing perceptions, risky behaviors and misinformation)
- 공중 인식관리를 위해 루머, 위험한 행동, 오보 문제를
공식적으로 처리하는 대응활동(해명보도 및 홈페이지 공지

①---②---③---④---⑤

▫ 미디어 소통플랜

등) 수행

▫ 콜센터 데이터

- 루머나 오보에 대응하기 위한 모니터 수행

①---②---③---④---⑤
(공중의 질문 등)

- 루머 및 오보 이슈를 상시 취합하고, 협력 기관 들과
①---②---③---④---⑤

정보를 공유하는 등 일관성이 있는 대응환경 운영

▫ 학계 보고서

- 효과적인 대응을 위해 루머 및 오보에 대한 해명 등
①---②---③---④---⑤

소통활동에 대한 피드백을 검토함
- 루머

및

오보

등에

대응하는

▫ 지식, 태도, 사례 조사

▫ 소셜 모니터링
▫ 회의 기록

소통역량을

정기적으로
①---②---③---④---⑤

평가하고 관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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