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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 문 요 약

군 보건의료관리자의 신종감염병

위기관리 역량 및 행동지표 개발

세계화의 진전, 교역의 증가 등으로 출현이 빈번해지는 신종감염병은 불확실성과

기습성을 특징으로 하여 군 전투력 손실의 원인이 되며 이는 국가 안보에 치명적 위

협요소가 된다. 따라서 본 연구는 신종감염병으로 인한 위기 상황에서 군 보건의료관

리자가 갖추어야 할 위기관리 역량과 행동지표를 개발하고자 하였다.

군 보건의료관리자의 역량의 구성요소는 주제범위 문헌고찰과 행동사건 면접을 통

해 도출하였고 이 후, Person & Mitroff의 위기관리 단계에 따라 역량을 분류하여 예

비 역량을 구성하였다. 예비 역량의 내용타당도는 8명의 군 보건의료전문가 패널에

의해 2차례에 걸쳐 검증하였고 내용타당도 비율과 패널들의 의견을 정성적으로 평가

하여 분석하였다. 내용타당도 검증을 통해 도출된 역량(안)과 행동지표(안)의 실무적

합성과 수행수준을 평가하기 위해 설문조사를 실시하였다. 조사에는 의사결정에 참여

하는 중령급 이상 장교 뿐 아니라 향후 임무를 수행하게 될 소령급 이상의 장교를 포

함하였다. 서면조사와 모바일 조사를 병행하여 시행하였고 성실하게 응답한 130부(응

답율 82.8%)를 활용하여 백분율과 평균±표준편차로 분석하였다. 마지막 단계에서 전

문가 워크샵을 추가적으로 실시하여 현장 수용성이 높은 최종 역량을 규명하였다.

내용타당도 검증을 통해 규명된 역량(안)은 총 26개로 기본역량 2개, 감시단계 3개,

대비 및 예방단계 12개, 대응단계 6개, 회복단계 3개로 구성되었고 하위역량(안)은 74

개, 행동지표(안)은 254개로 구성되었다.

실무적합성은 모든 역량(안)과 행동지표(안)이 80% 이상의 높은 적합성을 보였으며

전체 역량의 실무적합도(4점 척도)는 3.69±0.47점이었다. 단계별로는 대비 및 예방단계

(3.83±0.53점), 대응(3.63±0.44점), 기본(3.59±0.51점), 회복(3.55±0.56점), 감시단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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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42±0.60점) 순이었다. 수행수준(4점 척도)은 2.78±0.59점으로 실무적합도 보다 낮은

수준이었으며, 단계별로는 기본역량(2.96±0.60점), 대비 및 예방(2.95±0.66점), 대응

(2.95±0.61점), 회복(0.69±0.69점), 감시단계(0.52±0.71점) 순이었다.

전문가 워크샵을 통해 현장 수용성을 높인 최종 역량은 21개가 확정되었는데, 위기

관리 과정 전체에 필요한 역량은 “리더십”이었고, 감시단계에서는 “신종 감염병 감시

및 경보 역량”이 확정되었다. 대비 및 예방단계에는 “신종감염병 위기관리 네트워크

운영 역량”, “신종감염병 관리를 위한 지식과 기술”, “대응 계획 수립 역량”, “위기관

리조직 운영 역량”, “군 의료기관 임무 수행 준비 역량”, “역학조사 준비 역량”, “군

보건의료인력 배치 준비 역량”, “군 의무군수지원 계획 역량”, “재정자원 확보 역량”,

“윤리 및 적법한 대응 체계 구축 역량”, “예방접종 인프라 구축 역량”, “연구기술 인프

라 강화” 등 12개 역량이, 대응단계에서는 “신종감염병 대응 체계 유지 역량”, “군내

확진자 발생 대응 역량”, “군 의료기능 유지 역량”, “군내 방역지침 조정 및 통제 역

량”이 확정되었으며 회복단계에서는 “사후 평가 시스템 운영 역량”, “회복 및 복구 시

스템 운영 역량”, “차기 신종감염병 대응을 위한 역량 강화 역량”을 확정하였다. 최종

역량에 따른 하위역량은 48개, 행동지표는 146개가 확정되었다.

본 연구는 신종감염병으로 인한 위기상황을 관리하기 위해 군 보건의료관리자가 개

인 차원에서 갖추어야 할 역량을 처음으로 규명하였다는 것에 의의가 있다. 위기관리

단계별 역량과 행동지표를 확인하고, 실무적합성과 수행수준을 확인함으로써 향후 군

의 신종감염병 대응 역량을 강화하기 위한 실무와 정책 개발의 기초 자료로 활용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


핵심되는 말 : 군 보건의료관리자, 신종감염병, 위기관리. 역량, 타당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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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 서 론

A. 연구의 필요성

신종감염병은 보건문제를 일으키는 새로운 병원체에 의해 발생하는 질환으로(World

Health Organization; WHO, 2016) 인구구조의 변화, 기후변화, 병원체 변화 등이 원

인이 된다. 세계화의 진전, 교역의 증가 등으로 신종감염병의 출현은 더욱 빈번해지고

있고(천병철, 2015; McArthur, 2019), 이는 단순히 보건문제에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

초국가적 안보의 위협이 된다(윤정현, 2019). 감염병으로 인해 공중보건에 미치는 영향

이 심각한 경우, 사건이 이례적이거나 예상하지 못한 경우, 국가간 전파위협이 큰 경우,

국제 무역이나 교통을 제한할 위험이 큰 경우 중 2가지 이상에 해당할 때 WHO는 국

제적 공중비상사태(Public Health Emergency of International Concern; PHEIC)를 선

포한다. 2009년 인플루엔자 H1N1 바이러스 유행 이후, 현재 전 세계에서 유행하고 있

는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이하 코로나19)까지 총 6번 선포되었다(윤문수, 2020).

2015년 대한민국은 중동호흡기증후군(Middle East Respiratory Syndrome, 이하

MERS) 유행 당시, 정부의 컨트롤 타워 부재, 초기 대응의 지연, 현장 매뉴얼 등의 문제

로 전 세계에서 두 번째로 감염자가 많이 발생하였으며 사회, 경제적 혼란을 초래하였다

(구주영, 나태준, 2018). 이 경험을 통해 질병관리청을 차관급 기관으로 격상시켜 국가방

역체계를 개편하였고, 공중보건인력 양성을 위해 감염병 관련 교육과 훈련을 담당하는

전담부서를 설치하는 등 감염병 관리 역량 강화를 위한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대한민국 군은 다양한 국내･외 감염병 위기상황에서 최일선에 선다. 군은 ｢재난 및 안

전관리 기본법｣,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등을 근거로 국가 감염병위기관

리체계 내에서 요구되는 역할을 수행하고 있다. 특히, 군 의무조직은 신종감염병 대응

시 그 역할이 두드러졌는데, 2003 중증급성호흡기증후군(Severe Acute Respiratory

Syndrome, 이하 SARS) 유행시 검역지원을 하였으며, 2014년 Ebola 퇴치를 위해 시에

라리온에 군 의료인력을 파견하였고, 2015년 MERS 유행 당시에는 민간 의료기관까

지 군 의료인력을 긴급히 파견, 지원하였다. 현재 유행하고 있는 코로나19 상황에는

검역소, 민간의료기관, 예방접종센터 등에 의료인력을 파견할 뿐 아니라, 국군외상센

터, 국군대구병원, 국군대전병원을 국가 감염병 전담병원으로 기능을 전환하여 급속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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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가하는 확진자를 수용하며 국가 위기관리에 필요한 역할을 담당하고 있다(국군의무사

령부, 2020). 또한 군 조직은 집단생활을 특징으로 하고 있어, 한명의 감염자가 발생해

도 집단감염으로 확산될 위험이 있다. 2020년에는 코로나19 확산이 우려되어 한･미

연합훈련을 시행하지 못했고, 2021년 7월에는 아덴만에 파병 중인 청해부대 함정 내

에 확진자가 발생하여 부대원 82%가 감염되고 임무 완수 전, 조기 귀국을 하는 사례

가 있었다(최정준, 2021). 이렇듯 감염병은 군 전투력 저하의 직결되는 요소이므로 신

종감염병 관리를 위한 군의 역량은 강한 국방력 유지를 위한 필수 요소이다.

군 보건의료인은 생물학전하의 의무지원에 대해 단계별 교육을 받고, 주기적으로 훈련

을 하고 있어, 생물학전하 의무지원과 유사한 신종감염병에 대해서도 신속하게 대응할

수 있는 노하우를 가지고 있다. 하지만, 이는 생물테러로 활용될 수 있다고 알려져 있는

무기에 대한 한정적 지식과 행동으로 표현되는 기술이며, 불확실성이 높은 신종감염병

위기 상황을 관리하는 역량과는 차이가 있다고 볼 수 있다. 현재 각 병과별 양성 및

보수 교육에서 다루는 신종감염병과 관련된 교육은 신임장교 지휘참모 과정에서 역학

조사 지원체계 및 수행절차 이해(4시간)가 있고, 군･치･수의와 간호장교의 대위 지휘

참모과정에서 신종감염병 대응 및 대처(4시간), 부대 역학조사관 수행 능력 숙지 (8～

15시간)가 반영되어있다. 소령 지휘관리과정에서 현장 역학조사 조정 관련 교육(4시

간)이 있으며 2020년부터 간호고군반 교육과정에 병원 대응 도상훈련이 추가되었으나

(국군의무학교, 2021) 의사결정을 위한 관리자의 역량을 개발하는데는 충분하지 않다.

국군의무학교는 최근 병원 감염병 대응과정 교육(2일 과정)을 개발하여 병원별 지휘

부, 행정부, 진료부, 간호부를 통합한 이론교육 및 도상훈련을 시행하고 있지만 이는

실무를 숙달하는 과정으로, 중령급 이상의 관리자의 역량을 강화하기 위한 교육 과정

은 별도로 개발될 필요가 있으며, 이를 위해서는 군 보건의료관리자가 갖추어야 할

역량을 목록화하는 것이 우선되어야 한다.

군 의료조직은 민간 의료조직과 큰 차이를 보인다. 간호를 포함하여, 군의, 수의, 치

의, 의정의 5개 병과로 구성된 의무병과는, 영관급 이상 장교의 일부 보직의 경우, 병과와

무관하게 의무 공통 보직으로 운영된다. 가령 코로나19를 대응하고 있는 국군의무사령

부 예방의무과장, 감염병대응과장은 육군 중령 편제로 군의장교가 임무를 수행할 수도

있고, 간호장교가 임무를 수행할 수도 있다. 따라서 병과별 신종감염병 위기관리 역량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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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이를 둘 수 없고, 발생빈도가 잦아지는 신종감염병 위기에 대한 군 보건의료관리자의

공통의 역량을 구체화하여 이를 강화시키는 교육과 정책이 필요하다. 각 병과의 구성

원들은 중령급 이상의 관리자로 성장하기까지는 선발과정부터, 교육과정, 직무 경험이

상이하다. 각 병과별 배경의 차이는, 일정 계급 이상에서 병과를 초월한 보건의료관리

임무를 수행해야할 때 요구되는 역량을 표준화하는데 도전 과제이기도 하다. 그럼에

도 불구하고, 신종감염병이라는 불확실성이 높은 보건안보 위기상황에서 신속하고 효

과적으로 군 의무조직을 운영하기 위해서는(이순영, 2019; Schoch-Spana, 2020) 중령

급 이상의 의무병과 장교들이 상황인식이나 우선순위 판단 등 신종감염병 관리에 대

한 합의된 가치관과 역량을 가질 필요가 있다.

WHO(2016)은 공중보건위기에 대한 국제적 공조를 강화하기 위해 각 국가가 갖추

어야 할 핵심 역량(capacities)을 예방(Prevent), 감시(Detect), 대응(Respond)으로 구

분하여 Joint External Evaluation(이하 JEE) Tool을 개발하였으며, 각 국가를 평가하

는데 활용하고 있다. 이는 글로벌 보건안보 위기 상황을 극복하기 위해 WHO가 정의

한 공중 보건위험을 예방하는 것은 필수적이며, 신속하고 효과적인 대응을 위해 분야

간, 국가간, 국제적 조정이 필요하다는 것을 강조하고 있다. 하지만, 해당 도구는 식품

안전, 생물학 테러 예방 등 신종감염병 외 광범위한 보건안보 이슈를 대상으로 하고

있으며, 국가 차원의 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제반 기능에 집중되어 있어, 신종감염병에

집중한 군 보건의료 관리자 개인 차원의 역량을 설명하는 것에 적용하는 것은 제한이

있다. 또한 WHO(2018)은 매년 각 국가가 스스로 역량을 평가할 수 있도록 State

Party self-assessment annual(이하 SPAR) 도구를 개발하여 배포하였는데, 이 역시

시스템 보유 여부 등 국가 차원의 역량(capacities)를 측정할 수 있도록 개발되어 신종

감염병을 대응하기 위한 개인의 직무 역량(competencies)를 설명하는데 제한이 있었다.

군 보건의료인의 감염병 관리 역량에 관한 연구를 살펴보면, 국군의무사령부(2013)

는 관리자, 전문가, 실무자로 구분하여 감염병 관리 역량강화 교육 프로그램을 개발하

였다. 32시간으로 구성된 관리자 프로그램에는 감염병 관련 법규 및 규정, 감염병 예

방관리 기획 및 계획 수립 등의 과목이 편성되어 있으나, 교육의 목적을 달성하여 획

득할 수 있는 역량을 규명하지 않았고 교육 수요 조사로만 프로그램을 구성하였다는

한계가 있었다. 이순영(2019)은 군 보건의료 직군별 감염병 대응에 필요한 34개 직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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를 선별하였는데 직군 공통으로 필요한 역량으로는 감염병 위기대응 계획 수립 및 시

행, 위기관리 평가, 위기관리 커뮤니케이션, 대응인력 보호, 감염병 윤리적 이슈 관리

등 13가지를 선정하였다. 이를 기반으로 교육훈련 체계 정립, 인력관리 강화, 조직 및

제도 정비 등 7가지 역량 강화 방안을 제시하였지만, 관리자 개인차원의 역량과 행동

지표를 도출하지 않았다는 제한점이 있었다.

국외에서도 위험 인식, 안전 원칙 준수, 감염병 처리 기술, 조직 내 역할 인식 등

실무자의 역량을 설명한 연구가 있었으나(Mao et al., 2021; Markenson, Dimmggio,

& Redlener, 2005; Rebmann, English, & Carrico, 2007) 조직 관리 측면의 설명은 부

족하였다. 거버넌스 구성, 감시시스템 구성, 위험평가 및 대응 체계, 보건의료인력 확

보 및 역량강화 등 국가 및 지역사회, 조직의 역량을 설명한 연구(Gibson, Theadore

& Jellison, 2012; Morton et al., 2019; Schoch-Spana, 2020; Sun et al., 2018; Zhang

& Wang, 2020)는 조직의 시스템에 집중하고 있어 개인 차원의 지식, 태도의 역량을

포함하지 못하였다. 소수의 연구에서 감염병 관리자 개인 차원의 역량을 확인할 수

있었으나, 의사소통, 갈등관리, 우선순위 판단 등 주로 리더십과 관련된 연구에 집중

되어 있어(Paixão et al., 2020; Potter et al., 2005) 신종감염병 관리 전반적 과정에서

필요한 역량을 설명하지는 못했다. 그 외에는 위기관리 조직을 구성하고 대응계획을

수립하는 등의 대비(preparation)의 역량을 설명하는 연구(Khan et al., 2018;

Markenson et al., 2005; McCabe et al., 2010)가 있었고, 감염병 의료기관의 운영과

인력 관리 등 대응(response)의 역량을 설명하는 연구(American College of

Physicians, Barnitz, & Berkwits, 2006; Hu, Rao, & Sun, 2007; Madouni et al.,

2020), 공중보건위기 회복 단계의 중요성을 설명하는 연구(Schoch-Spana, 2020;

Stroud et al, 2009) 등이 있었으나, 이는 위기단계 중 일정 단계에 국한된 역량을 단

편적으로 설명하는 것에 그쳤다. 즉, 신종감염병 대비로부터 대응, 회복에 이르는 전

위기관리과정에 필요한 역량을 설명한 연구는 미흡하였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신종감염병으로 인한 보건안보 위기 상황에서 위기관계 전 단

계를 관리하기 위해 군 보건의료관리자가 개인적 차원에서 갖추어야 할 역량과 행동

지표를 도출하여 향후 교육과정 개발과 역량 강화를 위한 정책 개발에 반영될 수 있도

록 그 기초를 마련하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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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 연구목적

본 연구의 목적은, 신종감염병으로 인한 위기 상황에서 군 보건의료관리자가 갖추어야

할 위기관리 역량과 행동지표를 개발하고, 타당도를 검증함으로써, 역량강화를 위한 교육

프로그램과 측정도구 개발, 정책 수립의 기초자료를 제공하는 것이다. 본 연구의 구체

적 목적은 다음과 같다.

1) 신종감염으로 인한 보건안보 위기상황에서 군 보건의료관리자가 갖추어야 하는 역

량(안)과 행동지표(안)을 도출한다.

2) 역량(안)과 행동지표(안)의 내용타당도와 실무적합성을 검증한다.

3) 군 보건의료관리자의 역량과 행동지표를 최종적으로 확정한다.

C. 용어의 정의

1. 군 보건의료관리자

군 보건의료인이란 관계 법령에서 정한 자격·면허를 취득하거나 군 보건의료기관에서

각종 보건의료행위를 하도록 허용된 사람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람을 말한다

(법률 제163510호, 군보건의료에 관한 법률). 이는 의료법 제2조에 따른 의료인 뿐 아니라

약사, 의료기사, 응급구조사 등을 포함한다. 의료법에서 정의하는 의료인은 환자를 대상

으로 직접 진료에 관여하는 자를 정의하는 반면, 군 보건의료인은 환자 진료, 지도,

진료지원을 제공하는 자를 포함하는 포괄적 개념이다. 군 보건의료관리자는 군 보건

의료 정책을 결정하고 군보건의료기관의 임상진료, 지도, 지원의 전 영역을 계획, 조정

하는 역할을 담당하는 자이다. 본 연구에서는 코로나19 등 신종감염병 유행 상황에서

정책･의사결정 등 관리영역에 직접 참여하는 중령급 이상의 의무병과(간호, 군의, 치

의, 수의, 의정) 장교를 의미한다.

2. 신종감염병

신종감염병이란 이전에 알려지지 않은 병원체 또는 이전에 존재하였으나 새로운 지

리적 영역으로 급속히 확산된 병원체에 의해 보건문제가 야기된 질환을 의미한다

(WHO, 2016). 본 연구에서는 군 보건의료시스템이 대응한 경험이 없고, 군내 급속한

전파로 전투력에 위협을 줄 수 있는 감염성 질환을 의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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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위기관리 역량

위기관리란 국가위기를 효과적으로 예방․대비하고 대응․복구하기 위하여 국가가

자원을 기획․조직․집행․조정․통제하는 제반 활동과정을 의미하며(보건복지부, 2019),

역량은 특정한 영역에서 효과적이고 우수하게 직무를 수행하는 특성으로 동기, 지식,

기술 등의 통합체를 의미한다.(Spencer & Spencer, 1998) 본 연구에서는 군 보건의료

관리자가 신종감염병으로 인한 보건안보 위기 상황에서 위기의 영향을 최소화하고 조

기 복구를 위해 필요한 지식, 기술, 태도를 의미하며 역량, 하위역량, 행동지표를 포함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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Ⅱ. 문헌고찰

군 보건의료관리자의 신종감염병 위기관리 역량을 개발하기 위해 신종감염병과 관

련된 보건안보의 개념과 위기관리, 역량에 대한 이해가 선행되어야 한다. 따라서 본

장에서는 확장된 안보개념으로서 신종감염병 위기 사례를 살펴보고 위기관리의 이론

적 배경을 확인한다. 또한 신종감염병 관리 역량에 관한 선행 연구를 확인하여 역량

과 행동지표 개발 방법을 고찰하고자 한다.

A. 신종감염병 위기와 보건안보

WHO(2016)는 신종감염병을 이전에 알려지지 않았던 새로운 병원체에 의해 보건문

제가 동반된 질병으로 정의하고 미국 감염병연구소는 최초 발생한 질환 뿐 아니라 기

존에 있던 질환 중에서도 지리적 범위가 확대되어 새로운 지역에서 건강문제를 일으

키는 질환까지 확대하여 정의하고 있다(McArthur, 2019). 새롭게 등장하였다는 것은

인간의 면역체계가 완벽하지 않음을 의미하고, 보건문제를 일으킨다는 것은 개인 건

강의 위협 뿐 아니라 지역사회의 유행을 일으킨다는 것을 의미한다(천병철, 2015). 신

종감염병이 발생하는 원인은 인구증가, 노령화 등의 인구학적 변화, 대량 밀집 가축

사육 증가, 국제 교역의 증가, 기후 변화 등 생태환경의 변화, 보건의료 환경 요인, 병

원체 적응과 변화 등에 의해 유발되며 단일 경로만이 아닌 복합적 경로에 의해 전파

된다(천병철, 2015; Institute of Medicine, 1992; McArthur, 2019). 현대 사회는 신종감

염병이 발생할 수 있는 조건이 강화되고 있으며, 실제 발생하였을 때 국가를 초월하

여 영향을 미쳐 더욱 위협이 강화되고 있다고 볼 수 있다.(천병철, 2015; McArthur,

2019). 사람에게 발생하는 신종감염병의 75% 이상은 인수공통감염병이기 때문에 전

생태계를 함께 고려해야 하고 신종감염병 출현을 근본적으로 억제하기 어려워 그 위

협은 지속될 수 밖에 없다(천병철, 2015). 따라서 신종감염병은 사전에 대비하여 질병

이 발생하였을 때 신속하게 대응할 수 있는 역량을 갖추어두는 것이 최선의 전략이다

(이순영, 2019; 천병철, 2015).

이러한 감염병 대응을 위해 WHO는 감염병을 공중보건의 개념을 넘어 안보의 영역

으로 다루면서 국제적으로 영향력이 큰 감염에 대해 포괄적인 대책을 수립하고자 19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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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 회원국과 국제보건규약(International Health Regularion, 이하 IHR)을 체결하여 국

제적 예방, 대응 시스템을 구축하였다(강선주, 2015; WHO, 2016). IHR은 공중보건위

기가 예상되는 중요한 사건을 보고해야하는 국제법상의 구속력을 갖추고 있지만, 회

원국들의 자발적 보고율과 핵심 역량은 여전히 미흡한 것으로 알려져있다(Chanda,

2020). 또한 Ebola 유행 당시 미국 정부 주도로 글로벌 보건안보 아젠다(Global

Health Security Agenda, 이하 GHSA)를 출범하였고 정부기관 뿐 아니라 민간자원의

참여를 통합하여 지속 가능한 보건안보 환경을 조성하고자 하는 노력을 이어가고 있

다(강선주, 2015; Chanda, 2020)

한국은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 차원

에서 감염병 예방 및 대응을 위한 조직체계를 조직하고 대응 절차 및 실무 표준을 발

간하며, 보건복지인력개발원에서 감염병 위기대응 인력 역량을 위한 교육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다(이순영, 2019). 또한 신종감염병 발생시 제1급 감염병으로 분류하고 위

기경보단계에 따라 중앙방역대책본부(질병관리청), 중앙사고수습본부(보건복지부)를

설치 운영하며 중앙-지자체 실무협의체를 구성하여 대응하고 있다(질병관리청, 2021).

한국군은「군보건의료에 관한 법률」에 의거 국방부가 감염병 대응 실무 매뉴얼을 발

간하고, 군 자체적으로 감염병 감시체계를 운영하고 있으며(이순영, 2019) 일부 보수

교육에서 군 보건의료인의 감염병 대응 역량을 위한 교육을 실시하고 있으나, 실무자

및 관리자 모두 역량을 강화할 수 있는 체계적 교육프로그램은 부족한 실정이다.

21세기 이후 발생한 주요 신종감염병의 사례와 관리 측면의 교훈을 확인해보고자

한다. 2002년 발생한 SARS는 중국을 포함한 동아시아를 중심으로 확산되었고, 공식

적 통계에 의하면 전 세계에 8,096명이 감염되고 774명의 사망자가 발생하였다

(WHO). SARS 발생 초기 중국은 감염병 발생을 은폐하고 국내 문제로 해결하려 하

여 조기에 차단하지 못한 것으로 평가되었다. 이러한 과오로 SARS는 교역 제한으로

이어져 아시아 지역에 약 300억 달러의 경제적 피해를 초래하였고, 정보 부족으로 인

한 사회적 혼란, 정치적 혼란을 야기하였다(이상환, 2008).

2014년 발생한 에볼라는 기니와 시에라에온의 보건의료시스템 등 사회 기반시설을

무력화시켰으며, 27,000여명이 감염되고 11,000여명이 사망하였다. 에볼라 상황에서 시

에라에온 정부가 사람간의 전파를 간과하여 파급력에 대해서 과소평가하였으며, 민감



9

한 정보에 대해 즉각적으로 공유하지 않았다는 것이 관리 측면의 문제점으로 지적되

었다. 내부적으로는 정부의 통제력 상실 뿐 아니라 신종감염병 전문가 부재로 보건위

기 상황을 조율할 수 있는 자체 능력이 부족했다는 것이 드러났고(The International

Crisis Group, 2015), 국제적으로는 WHO의 권위도 상실하여 결국 UN 안전보장이사

회는 에볼라 긴급대응미션(UNMEER: UN Mission for Ebola Emergency Response)

을 설치하여 750명의 유엔군을 투입하였다(이일환, 2017).

2015년 MERS는 사우디아라비아에서 시작되어 아시아로 확산되었고 특히, 대한민

국은 의료기관 집단감염을 중심으로 빠르게 확산되었다. 정부의 늦장대응과 책임 미

흡 뿐 아니라 검역 단계의 실패, 의료기관의 응급실 관리 미흡, 가족간의 간병 문화,

감염자의 일탈행위 등이 복합적으로 작용하여 대한민국은 사우디아라비아에 이어 가

장 많은 감염자가 발생한 국가가 되었다(조한승, 2018).

2019년 12월 중국에서 시작된 코로나19는 전세계로 빠르게 확산되어 WHO는 2020

년 1월 30일 국제 공중보건비상사태(PHEIC)를 선포하고 3월 11일에는 팬데믹을 선언

하였다(윤문수, 2020). 2021년 12월 27일 기준 전 세계 2억 7천여만명이 감염되고 5백

3십여 만명이 사망하여 약 2.0%의 치사율이 보고되고 있다(질병관리청, 2021). 한국은

MERS 대응 경험을 바탕으로 유행 초기부터 질병관리청을 중심으로 수직적 관리시스

템을 운영하며, 범정부적 차원으로 대응하였다. 특히 유행 초기에 공격적인 진담검사,

역학조사를 실시하고 감염병 전담병원을 추가 지정하여 의료자원을 확보하고, 사회적

거리두기에 국민들의 참여를 유도하는 등 다차원적인 대응을 추진하였다. 하지만, 코

로나19 유행의 장기화로 사회 불안의 주요 요소가 되고 있으며(심윤섭, 박만수, 김병

직, 박교식, 2021), 코로나19는 우울증, 삶의 질에도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전희원, 이호철, 윤석준, 이해종 2021; Wang et al., 2021).

안보란 안전 보장을 의미하는 것으로, 국가 이익을 보호하는 객관적 가치가 위협받

지 않으며, 주관적으로는 공격의 위협에서 자유로운 상태를 의미한다(Wolfes, 1952).

1994년 유엔개발계획(UNDP: United Nations Development Programme)이 발표한 인

간개발보고서(The 1994 Human Development Repot)는 군사력에 초점을 맞춘 전통적

안보의 개념 뿐 아니라 ‘일상생활에 갑자기 등장한 혼란으로부터의 보호’, ‘기근, 질병,

억압 등의 위협으로부터 안전’을 포함하는 개념으로 비전통 안보의 개념을 설명하였



10

다. 보건안보는 단순히 보건과 관련된 문제를 안보차원의 이슈로 부각시키려는 시도

가 아니며, 개인의 건강문제를 초월하여 국가와 사회의 불안정을 해결하기 위한 관점

에서 접근하고자 하는 것이다(심윤섭 등, 2021). 보건안보는 대표적인 비전통적 안보

로 꼽힌다. WHO(2007)는 보건안보를 지리적 경계를 넘어 인구 집단의 건강을 위협하

는 급성 공중 보건 사고의 위험과 영향을 최소화하기 위한 활동이라 정의하였다. 이

처럼 보건안보는 집단적이고 공동체적인 관점으로 접근하는 개념이다. 특히 신종감염

병의 경우, 사망률, 경제적 손실, 사회적 혼란 등의 문제로 일개 국가의 안전을 위협

할 뿐만 아니라 국경을 초월하여 초국가적 건강문제로 이어져 국제사회 전체의 안정

을 위협하는 문제로 확대된다(정윤진, 최선, 2017). 또한 감염병으로 인한 질서 교란,

난민 유입 등은 국가 간의 갈등을 초래하여 국제적 안보 이슈로 확산될 수 있다는 특

징이 있다(이상환, 2008). 다보스포럼은 “2020 글로벌 리스크 보고서(Global Risk

2020)”에서 경제, 환경, 지정학, 사회, 기술 등 5개 분야에서 30개의 글로벌 리스크 요

인을 선정하였는데, 기후 변화, 인적 자연재난, 수자원 위기 등과 더불어 감염병을 확

산의 영향이 큰 위험 요인으로 분류하였다(World Economic Forum, 2020). 즉, 신종감

염병은 일개 지역사회의 건강 이슈로 그치는 것이 아니라, 국제 네트워크 전략 등을

함께 고려해야하는 보건안보 이슈로 확대되었다고 볼 수 있다.

이상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신종감염병은 불확실성이 높고 사회에 미치는 영향이

크며 보건정책의 의사결정 집단의 관리 능력은 위기 극복에 매우 중요한 요소임을 알

수 있다.

B. 위기의 개념 및 위기관리 단계

Coombs(2015)는 위기(Crisis)를 보건, 안전, 환경 및 경제 문제와 관련된 이해관계

자의 중대한 이익을 위협하고 조직의 성과에 심각한 영향을 미쳐 예측할 수 없는 부

정적 결과를 초래하는 사건에 대한 인식이라고 정의하였다. Hermann(1982)는 위기를

최우선 목표가 위협을 받고 있는 상황(threatens the high-priority goal)으로, 대응 시

간이 제한되고(restricts the amount of time available for response), 의사결정 단위가

예상치 못한 기습적 상황(surprise the members of the decision-making unit)으로 정

의하면서 높은 위협(high threat), 의사결정 소유 시간의 제한(short time), 위기 발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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으로 사회적 공황 발생(surprise) 등의 특성이 있다고 하였다. Young(1967)은 위기의

특성으로 인식할 수 있는 전환, 의사결정의 요구, 위협, 경고의 인식 가능성, 위기의

결과가 미래의 방향성을 결정, 사건의 집중성, 불확실성, 통제력 감소, 긴급성 증가, 불

충분한 정보, 시간의 압박, 이해관계자간의 관계 변화, 긴장 증가 등을 꼽았다.

Brecher & Wikenford(1997)는 위기는 의사결정에 필요한 시간의 절박성, 국가의 근본

가치를 위협하는 문제의 심각성, 긴급한 상황에 대한 인식을 특성으로 가지며 충돌

가능성의 수준이 아니라 충돌 가능성의 변화가 중요한 의미를 가진다고 하였다. 각

이론을 종합해보면 위기를 구성하는 중요한 속성은 시간적 절박성, 위협의 크기, 기습

성이었다. 따라서 이 속성들이 복합적으로 나타나는 위기를 효과적으로 관리하기 위

해서는 그 개연성을 인지하는 것이 매우 중요함을 알 수 있다.

위기는 관점에 따라 심리학적, 정치학적, 경제학적, 사회학적, 행정학적 관점으로 분

류할 수 있는데(이재은, 2012), 본 연구에서는 신종감염병을 사회적 관점 뿐 아니라

포괄적 안보 면에서 정책적으로 접근하기 위해 국가차원의 위기관리 관점으로 살펴보

고자 한다. 대한민국 국가안보실에서는 국가위기관리를 “국가위기를 효과적으로 예방･

대비하고 대응･복구하기 위하여 국가가 자원을 기획･조직･집행･조정･통제하는 제반활

동”으로 정의하고 있다(정지범, 2009). 하지만 비전통적 안보 영역으로 확장된 개념에

서, 위기는 주권, 정치, 경제, 사회, 문화 등 국가의 구성 체계에 심각한 위해를 끼치는

상태를 의미한다(허태회, 이상호, 길병옥, 2005). Coombs(2015)는 위기관리는 위기를

예방하고 부정적 피해를 줄이기 위해 노력하는 과정이며 이해관계자들을 보호하는 행

위라고 정의하고 있다. Pearson & Mitroff(1993)는 위기관리의 목적은 일련의 계획을

만드는 것이 아니라, 예상치 못한 상황에 대해 창의적으로 생각할 수 있는 조직을 준

비하고, 위기 상황에서 체계적이고 통합적인 과정을 통해 최선의 의사결정을 내리는

것이라고 했다. 국가차원의 위기관리 몇 가지 특성을 가지는데, 첫째, 공공부문 뿐 아

니라 민간부문과 개인에게까지 합당한 책임을 부담시킬 수 있는 보편성과 일반성, 둘

째, 위기의 영향이 일개 지역 뿐 아니라 국가, 전 세계까지 미칠 수 있는 공공관리적

성격, 셋째, 현대사회의 복잡성과 전문성으로 위기관리는 일상화되어야 하며, 넷째, 인

간의 생명 존중이라는 가치를 기반으로 위기관리가 이루어져야 한다(이재은, 2012).

Pearson & Mitroff(1993)는 위기의 유형, 위기 진행 단계, 위기 발생 조직의 시스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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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해관계자의 상호작용 등 4가지 위기 관련 변수가 위기 관리의 핵심 요소라고 하였

다. 유형의 경우, 인적･사회적 위기인지, 기술적･경제적 위기인지, 발생 상황이 정상적

인지에 따라 6개의 유형으로 구분하고 있으며 각 유형에 따른 위기 관리가 잘 이루어

졌느냐에 따라 단일 유형의 위기로 마무리되느냐, 다른 유형의 위기로 연쇄 확장될

수 있느냐가 결정된다고 하였다. 위기 진행 단계 측면에서는, 모든 위기는 시간의 흐

름에 따라 조기에 신호를 인지하는 것(signal detection)에서부터 대비 및 예방

(preparation/prevention), 피해억제(containment/damage limitation) 및 회복(recovery),

학습(learning) 단계를 제시하고 있는데, 특히 성공적인 위기관리 사례에서는 반드시

위기 관리에서 얻은 교훈을 조직화하여 미래의 역량 향상에 반영하고 있다고 하였다.

시스템 측면에서는 기술, 인적요인, 인프라, 문화, 감정/신뢰의 요소를 점검해야 한다

고 주장하며, 관리자의 신념이 위기관리의 성공을 좌우할 수 있는 중요한 요소임을

강조하고 있다. 마지막으로 공공의 가치와 목표를 위해 이해관계자들간의 상호작용이

중요함을 강조하고 있다.

국가종합위기관리 지침에 제시되어 있는 위기관리 과정은 예방(완화), 대비, 대응,

복구 단계이다(정지범, 2009). 예방 및 완화 단계는 위기 발생 전 위기요인을 제거하

거나 그 위험이 표출되지 않도록 예방하여 위기 감소를 위해 노력하는 단계이며 제도

를 개선하고 취약점을 보완하는 활동이 포함된다. 대비 단계는 위기 대응을 하기 위

해 사전에 능력을 개발하는 활동으로 중요 자원을 확인하고 기관간의 협조체계를 구

축하는 활동이 포함되며, 대응단계는 위기를 실질적으로 대응하는 과정으로 비상대책

본부를 구성하여 구조, 탐색, 언론 대응, 질서 통제 등의 활동을 시행하는 단계이다.

복구 단계에서는 피해 지역이 원상으로 회복되기 위해 장기적으로 원조, 지원하는 과

정을 포함한다(정지범, 2009). Coobms(2015)는 위기관리 과정을 위기 전(precrisis), 위

기(crisis), 위기 후(postcrisis) 단계의 거시단계(macrophase)로 구분하였는데, 이 세

단계 하위에 하부단계, 미시적 수준의 단계를 포함하고 있다고 하여 개념적으로 거시

단계라는 용어를 사용하였다. 위기 전 단계는 위기의 전구상황신호를 탐지하고 조사

하는 단계이며, 위기 단계는 위기발생, 피해봉쇄, 회복 등의 과정을 포함하여 위기에

적극적으로 대처하는 단계이다. 위기 후 단계는 위기 종료가 예상되는 시점을 반영하

여 학습과 해결을 포함하는 단계이다. 또한 Coombs(2015)는 효과적인 위기관리를 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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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서는 적절한 인프라가 구축되어 있어야 한다고 하였는데, 이 인프라에는 단지 위기

를 보고하고 각 임무별 책임이 명료하게 정리된 것 뿐 아니라 상하급자간, 부서간 개

방적이고 효과적인 의사소통 채널도 포함되며, 구성원들이 경험하는 과부하를 관리하

는 조직 문화까지도 포함된다고 하였다(Pearson & Mitroff. 1993). Young(1967)은 위

기관리 단계를 4단계로 구분하였는데, 1단계는 위기 전 단계(pre-crisis)로 위기경보가

발생하는 단계이며, 2단계는 위기가 본격적으로 시작되는 위기단계(crisis phase), 3단

계는 위기 감소 단계(crisis abatement)로 효과적으로 위기를 해결하지 못하면 조직의

권위를 상실하는 단계이고 4단계는 위기 후 단계(post-crisis)이다. Petak(1985)는 위

기관리 단계를 위기 경감과 예방(mitigation and prevention), 대비와 계획

(preparedness & planning), 대응(response), 복구(recovery)로 구분하였다. 각 과정은

독립적으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시간적 흐름에 따라 진행되며, 각 단계의 결과는

다음 단계에 영향을 주고, 각 과정의 경험은 향후의 위기관리 적응력 향상에 영향을

준다고 하였다.

위기관리 단계와 관련된 선행 문헌을 종합해보면, 위기 상황은 시간적 흐름에 따라

예방, 대비, 대응, 복구 단계로 대부분 분류하고 있음을 알 수 있었다. 특히, 포괄적

안보시기의 위기관리는 가용한 모든 자원을 동원하여 급박한 상황을 안정적으로 극복

하고, 규모나 악화를 방지하기 위한 제반활동이며, 과거에는 위기 사건 발생 후 해결

을 위한 후속조치에 집중을 했다면, 최근에는 위기 징후를 사전에 탐지하여 사전에

예방하는 것을 강조하고 있음을 알 수 있었다.

C. 역량의 개념 및 역량 개발

역량(Competency)은 McClleland(1973)가 성공적 임무 수행에 대한 예측요인으로 설명

한 개념으로, 전통적인 지능의 수준을 넘어 태도, 특질, 인지적 행동기술 등 직무를 수

행하는 과정에서 발휘되는 개인의 내재적 능력이라고 하였다. McLagan(1996)은 개인

이 특정한 임무를 수행하는데 필요한 지식, 기술 태도라고 하였고, Dubois(2000)은 주

어진 역할을 성공적으로 수행하는데 활용하는 개인의 특성, 규정된 기준에 따라 직무

를 수행하는 능력을 의미하며, 특히 우수 성과와 관련된 지식, 기술, 능력, 특성이라고

하였다. Parry(1996)는 역량은 조직의 성과에 기여하는 것으로 측정 가능하고, 교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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및 훈련을 통해 개발이 가능한 지식, 기술, 태도의 종합체라고 하였으며 Spencer &

Spencer(1998)는 역량은 동기(motives), 특질(traits), 자기개념(self-concept), 지식

(knowledge), 기술(skill)을 통해 특정한 직무에서 준거에 따라 효과적이고 우수한 수행

하는 특성이라고 정의하였다. 관리자의 역량을 설명한 Boyatzis(1982)는 효율적이고

효과적으로 직무를 수행하기 위한 개인의 잠재적 특성이라고 하였다.

Spencer & Spencer(1998)가 설명한 역량의 구성요소를 살펴보면, 동기는 개인이 일

관되게 마음에 품고 원하는 행동의 원인이 되며, 특정 행위나 목표를 향해 행동을 촉발

하고 방향을 지시하여 선택하도록 하는 것이다. 특질은 신체적 특징 및 일관된 반응성을

의미하는데, 예를 들어 감정적인 자기 통제와 주도성도 다소 복잡한 일관된 반응성이라 할

수 있다. 자기개념은 가치관, 태도 등을 포함하여 주어진 상황에 단기적으로 반응하는

행동에 영향을 미치는 것이며 지식은 알고 있는 정보의 수준이지만 지식만으로는 업

무 수행능력을 예측할 수 없고 지식을 기반으로 기술로 연결된다면 이는 역량의 요소

로 가치를 설명할 수 있다고 하였다. 기술은 신체적, 정신적으로 수행할 수 있는 능력

을 의미하며 분석적 사고와 개념적 사고를 포함한다. Spencer & Spencer(1998)은 지

식, 기술 등 표면적 특성은 개발하기 쉬운 요소로, 교육 훈련을 통해 강화할 수 있다

고 하였으며, 동기, 특질, 자기개념은 내적 특성으로 가시화시키기도 어렵도 개발하는

것도 어렵지만 종합적 역량에 매우 큰 영향을 미친다고 하였다. Lucia & Lepsinger

(2001)는 역량은 타고난 재능을 기반으로 학습, 경험, 노력을 통해 습득한 지식과 기

술을 통합하여 피라미드 형태로 개념화하였는데, 타고난 특질과 후천적으로 습득한

재능이 통합되어 구체적인 행동이 표출되는 것이 피라미드의 최상위를 차지한다고 하

였다. 윤정일, 김민성, 윤순겸, 박민정(2007)은 역량의 특성을 총체성, 수행성, 맥락성,

학습가능성 측면에서 설명하였다. 첫째, 총체성은 Spencer & Spencer(1998)가 설명한

동기, 특질, 자기개념, 지식, 기술을 바탕으로 다양한 상황에서 장시간 유지되는 행동 및

사고체계를 의미하며 개인의 인지, 정서, 행동의 유기적 종합체로써의 역량을 의미하는

것이다(윤정일 등, 2007). 수행성은 가지고 있는 자원 뿐 아니라 이를 활용하는 능력을

의미하는 것으로(윤정일 등, 2007) Rychen & Salganik(2003)가 말한 적응, 즉 상황의 변화

에 따라 자신의 역량을 능동적으로 변형하는 능력과 의미가 상통한다. 셋째, 맥락성은

특정 상황에서의 기대와 가치를 이해하고, 상황적 요구에 맞추어 임무를 수행하고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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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는 것이다(손민호, 2006). 넷째 특성인 학습가능성은 역량은 배움을 통해 학습되며

성장할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하며 따라서 역량의 개념은 교육 목표와 과정을 수립하는

데 활용될 수 있다는 것을 시사한다. 앞서 살펴본 역량의 특성을 종합해보면, 역량은

업무 수행 과정에서 구체적 행동으로 발현되며 상황에 대응할 수 있고, 조직의 변화

를 지원하고 성과를 유도하며, 개발이 가능해야하고, 관찰과 측정이 가능해야 한다는

것을 알 수 있다.

관리 역량의 특성을 설명한 선행연구를 확인해보면, Boyatzis(1982)는 관리자의 역

량을 목표 및 행동관리 역량, 부하 관리 역량, 리더십 역량, 타인에 대한 관심 역량,

인적자원 역량, 전문지식 역량군으로 분류한 후 21개의 하위 역량을 도출하였다.

Boyatzis(1982)는 기존의 심리학에서 ‘관찰 가능한 행동’에만 관심을 둔 것에 비해, 역

량의 속성에 동기와 특성, 자기상과 사회적 역할, 기술 등 보다 넓은 범위의 심리학적

영역을 포함하였다. 특히, 관리자의 역량 중 정서적 지능과 대인적 관계 역량 등 리더

십 관련 역량이 중요한 요소임을 강조하였다. Sparrow(1995)는 역량을 조직역량(핵심

역량), 관리역량(리더십역량), 개인역량(직무역량)으로 구분하였는데, 조직역량은 조직

전체의 지식과 기술의 축적 정도, 보유 자원과 능력을 의미하며, 관리역량은 직업이나

직종과 무관하게 관리자나 리더라면 갖추어야 할 역량으로 직업과 관련된 기술, 지식,

태도라고 하였고, 개인역량은 직무 수행자 개인이 갖추어야할 역할 이행능력을 의미한

다고 하였다. 조선일(2006)은 고위공무원의 역량을 사고, 업무, 관계 영역에서 설명하였

는데, 사고영역에서는 판단력과 예측력을 설명하였고 업무 영역에서는 비전제시 및 기

획, 방향 및 균형감각, 변화 주도, 인적 및 물적 자원의 균형적 분배, 전략적 사고를 설

명하였으며, 관계 영역에서는 정치적 감각과 설득력, 외부인과의 소통 및 경청을 언급하

였다. 최무현, 김영우(2009)는 정부 관리자의 역량으로 기초 행동 역량군(조직헌신도, 전

문가 의식, 윤리의식, 고객지향, 자기통제력, 경영 마인드, 적응력), 직무 수행 역량군(정

보수집 및 관리, 문제 인식 및 이해, 전략적 사고, 정책 집행관리), 관리 및 관계 형성

역량군(목표 및 방향제시, 지도 및 육성, 자원 및 조직관리, 정치적 기지, 의사소통, 조

정통합능력, 현상력, 협조성)을 제시하였다.

역량 개발은 특정 직무를 수행하는데 요구되는 능력을 체계적인 의사결정 과정을 통

해 규명하는 과정이다(McLagan, 1996). 역량을 구성하는 것과 직무를 분석하는 것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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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장 큰 차이는 목적에 있는데, 직무 분석은 과업에 초점을 두어 무엇이 달성되었는

지를 본다면, 역량 구성은 과업을 수행하는 사람에게 초점을 두어 목표가 어떻게 달

성되었으며, 과업이 어떻게 수행되는가에 더 관심을 가진다(Barreett & Depinet, 1991;

Shippmann et al., 2000). 또한 직무와 관련된 역량의 요소는 독립된 요소가 아니라 상

호 통합적, 보완적 관계로 인식하여 관리해야한다고 하였으며 역량은 학습할 수 있어야

한다고 하였다(Lans, Hulsink, Baert, & Mulder, 2008). 직무 역량은 실무에서 적용이

가능하고 측정이 가능하도록 구체적으로 행동지표(behavioral indicator)로 구성되어야

하는데(Lucia & Lepsinger, 2001; Sparrow, 1995; Spencer & Spencer, 1998), 역량과

하위역량, 행동지표는 상호 독립적이어야 하고 명확하게 정의되어야 한다(Lans et al.,

2008; Schelfhout, Bruggeman, & Maeyer, 2016). 행동지표는 직무로부터 추출하며

(MaClelland, 1973), 역량의 존재를 입증할 수 있도록 구체적이고 관찰가능한 행동의

서술형태로 표현되어야 한다(Cardona, Velez, & Tobon., 2013; Schelfhout et al.,

2016). 과거에는 내적 역량은 행동적 표현으로 기술할 수 없어 측정할 수 없다고 하였

으나, 최근에는 행동적 용어인 행동지표를 통해 내적역량도 가시화시킬 수 있고, 측정

할 수 있다고 본다(Cardona et al., 2013; Lucia & Lepsinger, 2001). 따라서 행동지표

는 개인 또는 조직이 담당하는 직무와 성과에 관한 내용 뿐 아니라, 해당 분야의 전

문용어와 문화를 반영해야하고, 조직의 비전과 미션을 연결하는 내용으로 구성되어야

한다(김현주, 전상길, 2006).

역량의 개념은 학문, 학자들에 따라 정의되었지만, 본 논문에서는 특정 직무의 성공

적인 수행과 관련된 능력이라는 Spencer & Spencer(1998) 의 정의와 특성을 따라, 개

발이 가능하고 측정이 가능하도록 역량을 개발한다면, 향후 신종감염병 위기관리를

위한 관리자 역량을 바르게 평가하고 구성하는데 기여할 수 있을 것이다.

D. 신종감염병 등 공중보건위기 관리 역량

신종감염병 등 공중보건위기 상황에서 관리 역량을 설명하는 문헌을 확인해보니 대

부분 관리자 개인 차원보다는 조직 또는 지역사회에게 요구되는 역량을 설명하고 있

었다. 본 연구의 대상인 군 보건의료관리자는 결국 조직을 관리하는 자들로, 조직이

갖추어야할 역량에 대해서도 이해하고, 조직의 역량을 강화하는 역할을 담당해야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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것으로 판단하여 개인 뿐 아니라 조직의 역량에 대한 문헌도 함께 고찰하였다.

국가 및 조직 차원의 역량을 설명한 문헌을 살펴보면, WHO IHR은 Joint External

Evaluation 도구를 이용하여 각국의 공중보건위기 대응 역량을 평가하고 있는데, 예방

영역에서는 국가 입법, 예방접종, 항생제 내성 대응, 식품 안전 등을 평가하며 조기

탐지 영역에서는 진단 실험 시스템과 실시간 감시를 위한 네트워크 등을 평가하고 대

응 영역에서는 위기관리센터 등 인프라와 대응인력의 역량, 의사소통 등을 평가하고

있다(WHO, 2016). Kandel, Chungong, Omaar, & Xing(2020)은 IHR의 SPAR 도구를

이용하여 182개국의 코로나19 대응능력을 평가하기도 했다. SPAR 도구에는 예방

(Prevent), 탐지(Detect), 대응(Respond), 기능활성화(Enabling function), 운영준비

(Operational readiness) 등 18개 영역이 포함된다. Belfroid, Roβkamp, Fraser,

Swaan, & Timen(2020)은 주제범위 문헌고찰과 델파이 조사를 시행하여 거버넌스 운

영, 역량 강화 및 유지, 감시, 위험 평가, 위기관리 등의 7가지 핵심 원칙 세트를 도출

하여 국가 차원의 감염병 대응역량을 강화하는 가이드라인을 제시하였다.

Nekoie-Moghadam et al.(2016)는 재난 상황에서 병원이 활용할 수 있는 체크리스트

개발을 위해 체계적 문헌고찰을 실시하였으며 물류 공급 및 시설 관리, 인적 자원 관

리, 의사소통, 훈련 및 통제, 대유행(Surge)을 대비한 체크리스트 구비가 필요하다고

하였다. 천병철(2015)은 2015년 MERS 대응으로 경험한 우리나라의 취약성을 기반으

로 신종감염병 대응과 대비를 위해서는 신종 감염병 감시체계 구축, 역학조사관 양성,

환자 관리 및 병원감염관리, 접촉자 관리, 거버넌스 운영, 질병관리청의 위상 확보, 위

기커뮤니케이션 역량 확보, 민간 전문가들의 자문, 신종감염병 관련 연구, 초기 공중

보건조치 등이 필요하다고 하였다. 이순영(2019)는 군 감염병 위기대응을 위한 역량

강화 방안으로 감염병 교육훈련체계를 정립하고 대응인력 관리를 강화, 조직 및 시설

을 보강해야한다고 주장하였으며 관련 법률을 재정비하고 실무 매뉴얼을 개발하고 위

기대비태세를 점검하는 시스템을 마련해야 한다고 하였다. 그 외 공중보건위기상황에

서 필요한 관리의 개념, 원칙 등을 다룬 문헌에서 확인된 세부 역량을 아래에 기술하

였다.

위기관리 단계와 무관하게 강조되고 있는 역랑은 리더십이었다. 위기 상황에서는

명확한 권한과 책임이 있는 리더십이 필수적이며 다양한 상황에 유연하게 적용할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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있는 협력적 리더십이 강조된다(Belfroid et al., 2020;Khan et al., 2018; WHO, 2016).

특히 정보가 부족하더라도 의사결정의 지연은 구성원들의 불안을 가중시키므로 적시

적인 의사결정이 필요하다고 하였다(Paixão et al., 2020; WHO, 2016). 더불어 리더의

신체적･정신적 건강상의 문제는 조직원에게 미치는 영향이 크므로 각별히 본인의 건

강을 관리할 필요가 있으며 긍정적 관점의 의사결정을 위해 새로운 정보에 지나치게

과민하지 않는 태도도 요구된다고 하였다(Paixão et al., 2020). 또한 관리자는 위기관

리 의사소통(Risk communication) 역량이 필요한데, 명확하고 일관된 의사소통으로

신뢰감을 제공해야 하지만(Belfroid et al., 2020; Khan et al., 2018), 상황에 따라 유엲

나 의사소통도 필요하며, 특히 보건위기 상황과 관련된 정보는 구성원들에게 적시적

으로 전달하여야 한다고 강조하였다(Belfroid et al., 2020; Paixão et al., 2020). 수평적

의사소통 뿐 아니라 수직적 의사소통이 원활하게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보고체계, 공

유체계를 수립하고, 구성원들이 이를 준수할 수 있도록 소통 여건을 마련하여야 한다

(Belfroid et al., 2020). 뿐만 아니라 관리의 대상이 되는 지역사회와 소통할 수 있는

의사소통 채널을 구축하여 개방적인 소통을 유지해야 하며, 이를 통해 보건위기관리

상황에 지역사회 주민의 적극적인 참여를 유도할 필요가 있다(Belfroid et al., 2020;

Khan et al., 2018; Tiong & Koh, 2013). 특히, 신종감염병 등 사회적 거리두기가 필

요한 상황에서는 원격으로 소통할 수 있는 가상의 플랫폼을 적극적으로 활용하여 다

양한 의사소통을 활성화 할 필요가 있다(Paixão et al., 2020).

신종감염병은 상황을 예측하기 어렵고 급변한다는 특징이 있다. 따라서 관리자는

유관기관들과 강력한 파트너십을 형성하여 상황에 대한 이해와 전문적 분석 결과를

공유할 필요가 있다(Khan et al., 2018; Morton et al., 2019; Paixão et al., 2020; Sell

et al., 2018). 이를 위해 관련기관과의 소통 채널을 유지하고, 기관별 역할과 책임에

대한 명확한 이해를 공유하여 조정 통제를 원활하게 해야한다(Boyce & Katz, 2020;

Morton et al., 2019). Belfroid et al.(2020)는 신종감염병 등의 공중보건위기는 사회적

으로 미치는 영향이 광범위하여 조기에 위험 신호를 탐지하고 경보하여 지역사회 및

조직에 유입되는 것을 최대한 차단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하였다. 신호탐지를 위해 수

집되는 정보는 증후군 감시체계, 사망률 감시체계 등 객관적 지표를 기반으로 구축하

는 것이 기본이 되어야 하며(American College of Physicians et al., 2006; Belfroid 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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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l., 2020; Eby, 2014), 신속하게 수집된 정보는 전문가들의 공동 분석을 통해 결과에

대한 타당성을 확보해야 한다(Belfroid et al., 2020; Boyce & Katz, 2020). 분석된 위

험 평가 결과는 사전 준비된 위기 대비계획에 반영되도록 관리자는 감시와 위험평가

에 대한 체계를 이해하고 운영할 수 있어야 한다(Belfroid et al., 2020; Eby, 2014).

공중보건위기에 대응하기 위해서는 사전에 구체적으로 임무를 명시한 대응 계획을

마련해야 하며, 대응계획은 현장에 적용하고 평가하여 지속적으로 업데이트를 해야

한다(Belfroid et al., 2020; Khan et al., 2018; Semenza et al., 2019). 계획을 수립할

때는 위기 상황에 대한 인식과 보유한 자원 및 역량의 수준을 판단하여 그 차이를 분

석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Belfroid et al., 2020; Morton et al., 2019). 의약품, 개인방

호물자, 의무장비 등의 보급계획을 구성하고 비축할 수 있는 시설을 미리 준비할 필

요가 있으며, Nekoie-Moghadam et al.(2016)은 대규모 유행(Surge) 상황을 대비하여

영향(충격)을 예측하여 최대 자원을 활용할 수 있는 계획을 수립해야 한다고 하였다.

더불어 Belfroid et al.(2020)는 대비 계획에 인적 역량 강화에 대한 계획이 포함되어

야 한다고 주장하였다. 신종감염병으로 인한 보건안보 위기 상황에서는 전문적 지식

과 풍부한 기술을 가진 인적자원을 확보하는 것이 매우 중요한데, 이를 위해서는 관

리자는 조직원에게 교육과 경험의 기회를 제공하여 지속적으로 전문성을 강화하도록

해야한다(Khan et al., 2018). 감염병에 대한 지식 뿐 아니라 시뮬레이션을 이용한 훈

련 등으로 위기관리 전체 계획에 대한 이해도를 향상시켜야 하며, 훈련을 통해 조직

의 취약점을 발견하고 개선하려는 후속조치가 동반되어야 한다(Belfroid et al., 2020).

또한 충분한 휴식, 유사시 백업 시스템 운영 등을 통해 구성원인 보건의료인에게 안

전을 보장받고 있다는 신뢰감을 전달해야 하며(Belfroid et al., 2020; Mao et al.,

2021; Nekoie-Moghadam et al., 2016; Paixão et al., 2020) 이를 통해 의료인인 구성

원들의 자발적 참여를 유도하는 것이 중요하다(James et al., 2010; Tiong & Koh,

2013). 또한 대응계획에는 상황 평가와 사후 복구에 대한 계획이 포함되어야 하며

(Boyce & Katz, 2020; Eby, 2014) 신종감염병과 관련된 장기간의 건강영향력을 분석

할 수 있는 틀을 사전에 준비해야 한다(Nekoie-Moghadam et al., 2016).

신종감염병으로 인한 위기 상황에서는 환자를 분류하는 시설, 확진자를 격리하고

치료하는 시설 등을 운영하게 되므로 시설별 관리 지침을 수립해야하고 배치되는 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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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들을 대상으로 충분하게 사전 교육울 실시하여 추가적인 위험에 노출되지 않도록

해야 하며 현장에서 프로토콜이 잘 준수되고 있는지 감독하는 시스템을 운영하여야

한다(Boyce & Katz, 2020; Llorente-Parrado et al., 2020; Mao et al., 2021).

신종감염병을 관리하는 보건의료관리자는 법률에 대한 이해를 가지고 적법한 절차

를 준수할 수 있도록 계획단계에서부터 지침 등을 충분히 검토해야 하며, 사생활, 개

인정보 등 인권을 보호할 수 있는 제도적 검토가 충분히 이루어져야 한다

(Schoch-Spana, 2020). 마지막으로 학습이라는 능동적 과정을 통해 인적, 구조적, 제

도적 개선을 도모하고 차기 신종감염병을 대비하여 조직차원의 대응 역량을 강화해야

한다(Khan et al., 2018).

이상에서 확인된 공중보건위기에 대한 역량을 참고하되 한국군 실정에 적합한 보건

의료관리자의 위기관리 역량 개발이 필요하다. 초국가적 신종감염병 발생은 증가할

것이고 이로 인해 국민의 건강과 안전이 위협받는 보건안보 위기 상황이 초래될 것으

로 예상된다. 군 조직 차원에서는 국가위기 대응 소요가 증가할 뿐 아니라 건강한 전

투력을 유지하기 위한 전략이 요구된다. 따라서 위기관리 단계별 군 보건의료관리자

의 신종감염병 위기관리 역량을 밝힘으로써 군의 신종 감염병 대응역량 강화를 위한

기초 자료로 이용하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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Ⅲ. 개념적 기틀

1. 위기관리모델

Pearson & Mitroff(1993)의 위기관리 5단계 모델은 신호탐지(Signal Detection), 준

비 및 예방(Preparation and Prevention), 피해봉쇄 및 억제(Containment and Damage

Limitation), 회복(Recovery), 학습(Learning) 단계로 구성되어 있다<Figure 1>.

1단계 신호탐지 단계는 위기 경보신호가 탐지되고 신호에 따른 행동이 이루어지는 단

계이다. 대부분의 위기는 조기에 경보 신호의 흔적을 남기나, 이 경보 신호를 탐지하기

어려운 이유는 정제되지 않은 정보가 너무 많기 때문이며, 효과적으로 위기 경보를 감

지하기 위해서는 위기 신호와 일상의 정보를 구분하는 것이 중요하다. 2단계 준비 및

예방단계는 조직 구성원들이 위험요인을 식별하여 잠재적인 피해를 줄이고자 노력하

는 단계이다. 준비 및 예방단계에서 주의할 점은, 조직이 판단한 근거를 기준으로 모

든 위기를 예방할 수 있다고 추론해서는 안된다는 것이다. 이 단계의 목표는 위기가 발

생하지 않도록 최대한 노력을 하고, 최선의 노력에도 불구하고 위기 상황이 발생한다

면 효과적으로 관리하는 것이다. 준비 및 예방단계에서는 위기 관리팀을 구성하고 훈련

과 시뮬레이션 과정이 필요하다. 3단계 피해봉쇄 및 억제단계의 목적은 위기의 영향

이 다른 조직, 환경 등으로 확산되는 것을 차단하는 것이다. 위기관리를 위한 대비가

<Figure 1> Crisis Management Model (Pearson & Mitroff, 199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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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계적으로 이루어져있는 조직은 피해봉쇄를 위한 절차가 갖추어져 있어 시간과 자원

을 효과적으로 활용한다는 것이 밝혀졌다. 4단계 회복단계는 가능한 빠른 시일 내 일

상으로 되돌아가기 위해 노력하는 단계이며, 장･단기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다. 마지막 단

계인 학습단계는 위기를 경험하면서 얻은 교훈을 적절히 반영하고 비판적으로 검토하는

단계로, 위기를 책임질 책임자를 찾기보다, 현재의 문제 해결과 미래의 역량 향상에

집중하여 조직이 성장하도록 하는 단계이다(Pearson & Mitroff, 1993). 이 모델에서는

1, 2단계는 적극적(proactive) 위기관리로 보았고, 3,4 단계는 반응적(reactive) 위기관

리로 분류하였으며 5단계 학습단계는 상호작용(interactive) 위기관리로 구분하였다

(Pearson & Mitroff, 1993). 또한, Pearson & Mitroff의 위기관리 모델의 특징은, 각

단계별로 위기관리자가 능동적으로 해야 할 일을 강조하며, 관리자의 노력이 어떻게 반

영되는지에 관심을 두는 것에 있다(Coombs, 2015).

2. 역량의 구성요소

Spencer & Spencer(1998)는 빙산모델(Iceberg Model)에서 역량의 구성요소로 동기,

특질, 자기개념, 지식, 기술을 설명하였는데, 동기, 특질, 자기개념, 지식은 개인적 특성

으로 기능적 행위인 기술을 일으키고, 기술은 직무 수행의 성과로 이어진다고 하였다

<Figure 2>. 세부 요소로 첫째, 동기는 일관되게 가지고 있는 생각이나 의지로, 특정

목표를 성취하기 위한 행동을 선택하는 근본적인 원동력이 되고, 둘째, 특질은 신체적

특징이자 일관된 인지적, 심리적 반응성을 의미하는데, 스트레스 대처 등의 역량 등이

포함되며, 이는 어느 정도 타고난 요소로 본다. 셋째, 자기개념은 태도, 가치관을 의미

하는데 성실성, 도덕성, 추진력, 자기 신념을 함께 포함하며, 넷째, 지식은 특정 영역에

대해 가지고 있는 정보를 의미하며 기술로 연결되었을 때 높은 수준의 역량을 발휘할

수 있는 요소로 본다. 마지막으로, 기술은 지식을 바탕으로 문제를 해결하는 신체적,

정신적 능력이며 분석적 사고와 조직화 하는 능력, 개념적 사고를 포함한다.

Spencer & Spencer(1998)은 지식, 기술 등 외적 특성은 측정이 쉽고 교육훈련 등을

통해 개발이 용이하나, 동기, 특질은 내적 특성으로 가시화하기 어려워 개발이 어렵다

고 하였다. 하지만 이러한 내적 특성의 변화는 역량에 큰 영향을 미친다고 하였고 자



23

아개념, 태도 등은 다소 시간이 걸리고 어렵지만 장기간의 훈련을 통해 변화를 유도

할 수 있다고 하였다.

3. 본 연구의 개념적 기틀

본 연구의 목적은 군 보건의료관리자가 갖추어야 할 보건안보 위기관리 역량의 지표를

개발하여 군 장병의 건강을 신종감염병으로부터 보호하고 피해를 최소화하여 군 전투력을

보존하기 위한 정책과 교육 개발의 근거를 마련하는 것이다. 이를 위하여 본 연구는

Pearson & Mitroff(1993)가 제시한 단계별 위기관리 모델에 Spencer &

Spencer(1998)의 역량의 구성요소를 반영하고자 하였다. 감시단계, 대비 및 예방단계,

대응단계, 회복단계로 구성된 위기단계별로 군 보건의료관리자의 지식, 기술, 태도를 규

명하여 총체적인 보건안보 위기관리 역량과 행동지표를 개발하였다.

본 연구의 개념적 기틀은 <Figure 3>과 같다. Pearson & Mitroff(1993)의 위기단계

에서의 학습의 단계는 회복단계와 신호탐지 단계를 이어주는 단계로 설명되고 있었으

나, 본 연구에서는 모든 위기관리 단계간에 상호 학습의 관계가 형성되는 것을 가정

하였다. 또는 위기관리 단계와 관계없이 가장 기본이 되는 관리자의 기본 역량은 리

더십으로 가정하여 관리 단계 중심에 배치하였다. 또한 각 단계별 역량은 기술, 지식,

<Figure 2> Iceberg Model and central and surface competencies

(Spencer & Spencer, 1998)



24

태도로 구성하였는데, 관찰과 측정이 용이한 기술과 지식은 표면에 배치하였으며, 태

도는 관찰하고 변화를 유도하기는 어려우나 핵심적 역량 요소이므로(Boyatzis, 1982)

아래쪽에 배치하였다. Spencer & Spencer(1998)이 개발하기 어렵다고 한 동기와 특질

은 제외하였다.

<Figure 3> Conceptual Framework of this stud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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Ⅳ. 연구 방법

A. 연구설계

본 연구는 군 보건의료관리자의 신종감염병 위기관리 역량을 도출하고, 각 역량에

따른 행동지표를 개발하며 이에 대한 실무적합성과 수행수준을 분석한 방법론적 연구이다.

B. 연구단계

본 연구는 군 보건의료관리자의 신종감염병 위기관리 역량과 행동지표를 개발하기

위해 <Figure 4>와 같이 4단계 과정으로 진행하였다. 1단계는 주제범위 문헌고찰, 행

동사건 면접을 통해 역량의 예비항목 목록을 도출한 후, 본 연구의 개념의 틀에 따라

Pearson & Mitroff(1993)의 위기관리단계를 중심으로 하여 예비 항목을 구성하였다. 2

단계에서는 예비지표에 대해 군 보건의료 전문가를 대상으로 2차례에 걸쳐 내용타당

도를 검증하였으며, 3단계는 설문조사를 통해 실무적합도와 수행수준을 평가하였다.

이를 바탕으로 4단계에서는 전문가 워크샵을 통해 군 보건의료관리자의 신종감염병

위기관리 역량과 행동지표를 최종 확정하였다.

 역량 및 행동지표 예비항목 구성

예비 항목 도출 ①: 주제범위 문헌고찰


예비 항목 도출 ② 행동사건면접
(군 보건의료관리자 10명)


예비 역량 및 행동지표 구성


 내용타당도 검증

1, 2차 내용타당도 검증
(군 보건의료전문가 8명 패널)


 실무적합성 및 수행수준 평가

설문조사 (서면, 모바일 병행)
(소령급 이상 의무병과 장교)


 최종 역량 확정

전문가 워크샵
(역량 개발 전문가 4명 패널)

<Figure 4> Research proces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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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역량 및 행동지표 예비항목 구성

1) 이론적 단계 : 주제범위 문헌고찰(Scoping Review)

군 보건의료관리자의 위기관리 역량과 행동지표의 예비항목을 도출하기 위해 간호

학 뿐 아니라 타학문을 포함하여 신종감염병 위기관리 직무와 역량에 대해 체계적으

로 주제범위 문헌고찰(Scoping Review)을 실시하였다. 주제범위 문헌고찰은 관심 주

제의 연구 수행 정도와 문헌의 범위를 확인하고 주요개념, 사용 가능한 근거의 특성

을 매핑(mapping) 함으로써(Muun et al., 2018) 주요 개념, 이론, 연구 격차를 파악하

는 탐구하는 방법이다(Peters et al., 2020). 이를 통해 관련 분야의 연구자, 실무자, 정

책가에게 근거를 제공할 수 있으며 후속연구를 위한 연구 주제를 확장하는데 유용한

방법이다(Arksey & O’Malley, 2005; Muun et al., 2018; Peters et al., 2020). 주제범

위 문헌고찰에서 연구문제는 대상(population), 개념(concept), 맥락 및 배경(context)

을 구체화하여 선정하도록 하고 있는데, 이 중, 대상은 중요한 특성을 명시하되 해당

연구의 참가자 자체를 상세히 설명하여 포함할 필요는 없으며 개념은 연구 목적과 질

문에 따라 관심 현상, 결과 등 기존의 연구 방법에서 주요한 변수의 개념으로 다루던

내용을 포함할 수 있다. 맥락 및 배경은 지리적 위치, 문화적 배경, 특정 의료환경 등

으로 지정하여 검토 범위를 구체화 할 수 있다(Peters et al., 2020). 특히, 주제범위

문헌고찰의 범위를 선정할 때 중요한 전략은 시간과 자원이 가능한 범위 내에서 회색

문헌 등을 포함하고 특정 언어의 제한을 두지 않음으로써 문헌의 포괄적 검토가 가능

하도록 하는 것이다(Peters et al., 2020).

신종감염병으로 인한 위기관리에 대한 영역은 이전에 포괄적으로 검토되지 않았던

불분명한 주제로, 관련된 개별 연구를 통합하여 재해석이 필요하다는 점(Grant &

Booth, 2009)에서 주제범위 문헌고찰이 적합할 것으로 판단하였다. 본 연구는 JBI에서

제시하는 주제범위 문헌고찰 가이드라인(Peters et al., 2020)에 따라 진행하여 신종감

염병 보건안보 위기관리 역량과 행동지표의 예비항목을 도출하였다.

검색엔진은 MEDLINE, EMBASE, CINAHL, Cochrane, Google Scholar를 사용하였

으며 국제기구 및 정부기관에서 발간한 보고서를 수기로 검색하여 포함하였다. 본 연

구에서 대상은 “보건의료관리자(Healthcare leadership)”로, 개념 ①은 “보건안보

(Health security)”, 개념 ②는 “신종감염병(Emerging infectious disease)”, 개념 ③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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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5> Flow diagram of the literature screening process

“위기관리 역량(Crisis Management competency)”으로 설정하였으며, 맥락 및 배경은

광범위한 문헌고찰을 위해 제한하지 않았다. 최종 검색식은 “보건의료관리자” AND

{(“보건안보” OR “신종감염병”) AND “위기관리역량”}으로 하여 관련 개념을 확장하

여 폭넓게 검색하였으며, 검색식은 본 연구자가 소속된 의학도서관의 전문 사서의 검

토를 받았다. 검색기간은 UN에서 보건안보 개념을 최초로 사용한 1994년 1월 1일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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터 2021년 4월 30일로 하여 전문 확인이 가능한 문헌을 채택하였으며, 포괄적 검색을

위해 문헌의 종류와 출판언어는 제한하지 않았다. 검색엔진별 검색식은 <부록 1>에

제시하였다.

문헌 검색의 정확도를 보장하기 위해 체계적 문헌고찰의 경험이 있는 연구자 1인과

함께 독립적으로 문헌을 검토하였다. 주요 개념을 포함한 문헌을 채택하기 위해 신종

감염병 등 공중보건위기 상황에서 보건의료인, 보건의료관리자, 지역사회, 국가, 국제

사회의 역할, 책임, 역량 등이 구체적으로 기술되어 있는 문헌과 보건의료관리자의 대

응 역량 강화를 위한 교육 프로그램 개발 연구 등 구체적 교육내용 및 측정도구가 기

술되어 있는 포함하였다. 역량에 대한 기술 없이 신종감염병과 관련된 일반적 현상만

을 기술한 연구, 기존 감염병과 관련된 위기를 다룬 연구, 원문을 확인할 수 없는 연

구는 제외하였다. 검색된 문헌 총 1,334개의 문헌 중, 41개의 문헌을 최종 분석 문헌

으로 선정하였다. 선정과정은 Figure 5와 같으며 최종 포함된 문헌의 목록은 <부록

2>에 제시하였다.

최종 분석에 포함된 문헌으로부터 보건의료관리자에게 요구되는 태도, 지식, 기술에

해당하는 문장을 기술된 그대로 추출한 후, 한국군 보건의료 현장과 맞지 않고, 수행

하지 않는 업무와 관련된 문장은 제외하고 유사한 진술문은 통합하여 역량 구성요소

를 도출하였다.

2) 현장 단계 : 행동사건면접(Behavioral Event Interviews)

본 연구에서는 이론 단계에서 도출된 역량 구성요소를 검증하고, 미도출된 군 보건

의료관리자의 역량을 확인하기 위해 행동사건면접(BEI: Behavioral Event Interviews)

을 실시하였다. 행동사건면접은 Flanagan(1954)의 중대사건기법(Critical incident

tequnique)를 기반으로 McClleland(1973)이 개발한 방법으로 해당 임무를 수행하면서

경험한 중대한 사건을 중심으로, 당시 상황, 과업, 대처한 방법과 느낌, 생각 등의 내

용을 면접을 통해 관련된 역량을 도출하는 심층면접방법이다(MaClelland, 1973). 즉,

과업 수행간 어려움을 ‘어떻게’ 처리했는지 ‘자신의 이야기’를 구체적으로 언급하게 함

으로써 자연스럽게 역량을 노출시키어, 직무 수행에 필요한 ‘역량’을 파악하는데 효과

적인 방법이다(Spencer & Spencer, 1998). 행동사건면접을 통해 역량을 도출하는 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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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전제는 주관적으로 생각하여 표현하는 기술, 동기 등은 신뢰하지 않으며, 그들이

직면한 중대한 사건에서 실제로 표현하는 행위만을 신뢰한다는 것이다(Lucia &

Lepsinger, 2001). 따라서 행동사건면접의 핵심 목표는 중대 사건의 전모를 이끌어 내

는 것이므로 주어진 대부분의 시간을 할애하여 중대사건과 관련된 구체적이고 세부적

인 대화를 나누어야 한다. 2～3개의 성공사례(high point)와 실패사례(low point)의 실

제 경험을 유도하여 가정에 근거한 답변, 추상적 답변, 철학보다는 실제 과거의 경험

이야기에 초점을 맞추어 진행한다(Spencer & Spencer, 1998). 포커스 그룹 인터뷰 또

는 일대일 개별 인터뷰가 가능하나, 역량 내용을 처음으로 확인하는 과정에서는 일대

일 개별 인터뷰가 추천된다(Lucia & Lepsinger, 2001).

(1) 면접 대상자

행동사건면접은 우수한 임무 수행자를 준거 집단으로 선정하여 성과와 직결되는 역

량 특성을 규명하는 방법(Spencer & Spencer, 1998)이므로 국군의무사령부 예방의학

처로부터 코로나19 상황에서 군 의무 대응과정에 직접 참여한 중령급 이상의 의무병

과 장교 중 위기관리 능력이 우수한 자를 추천받았다. 이 중, 본 연구의 목적과 방법

을 이해하고 참여에 동의한 간호, 군의, 수의, 의정장교 10명을 선정하여 일대일 개별

행동사건면접을 시행하였다. 치의 장교는 코로나19 관리과정에 직접 참여하지 않아

제외하였다.

(2) 면접방법

본 연구에서는 Spencer & Spencer(1998)가 제시한 STAT(Situation, Task, Action

plan or Attitude, Result) 기법을 이용하여 역할, 중요하다고 인식하는 역량, 성공과

실패사례 및 요인, 현재 필요 역량에 대해 질문지를 구성하여 개방형으로 진행되었다

<Table 1>. 인터뷰에 참여한 대상자들은 군 보건의료관리자로서 코로나19 대응 과정

에서 요구받은 역할, 성공 및 실패 사례에서 경험한 감정, 대처와 결과, 요구된 역량

등에 대하여 진술하였다. 면접은 일대일로 진행되었으며, 대면 또는 유선으로 진행하

여 평균적으로 1시간에서 1시간 30분가량 소요되었고 면담 내용 분석 중 이해되지 않

는 내용은 유선 통화 등으로 추가 자료 수집하여 내용을 보완하였다. 사전 동의를 구

한 후 면접 내용을 녹음을 하였고, 면접 직후 녹취록을 작성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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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1> BEI (Behavioral Event Interview) questions

구 분 질 문

도입

질문

･ 귀하께서는 “군 보건의료관리자의 신종감염병 보건안보 위기관리 역량”이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전환

질문

･ 귀하께서 코로나19 대응에 처음 참여했던 시점을 회상해주십시오. 처음

어떠한 마음이셨습니까?

핵심

질문

(행동

사건)

성공

사례

(상황) (본인 또는 타인) 위기를 성공적으로 관리한 경험이 있었습니까?

있었다면 어떤 상황이었나요?

(과업) 그 상황에서 관리자로서 어떠한 역할을 해야 한다고 생각하셨나요?

(행동) 실제로 어떠한 행동을 하셨나요? 어떻게 그것을 잘 해낼 수 있었나요?

성공적관리에가장기여한 귀하의역량을무엇이라고생각하십니까?

(결과) 그 결과는 무엇이었나요?

실패

사례

(상황) (본인 또는 타인) 위기관리가 미흡했던 경험이 있었습니까?

있었다면 어떤 상황이었나요?

(과업) 그 상황에서 관리자로서 어떠한 역할을 해야 한다고 생각하셨나요?

(행동) 실제로 어떠한 행동을 하셨나요? 어떻게 그것을 잘 해낼 수 있었나요?

어떤 역량이 더 충족된다면 더욱 적절하게 관리할 수 있었을까요?

(결과) 그 결과는 무엇이었나요?

그 외

･ 코로나19 대응경험 후 귀하에게 나타난 변화가 있습니까?

･ 위기관리 단계(감시–대응–봉쇄–회복–학습) 별 임무를 성공적으로

완수하기 위한 조건이나 고려사항이 있을까요? 현재 군 조직, 구

조측면에서 보완되어야 하는 점이 있을까요?

･ 후배 장교들이 코로나19와 같은 신종 감염병 상황을 관리해야한다

면, 어떠한 역량을 사전에 갖추라고 조언하시겠습니까? 또한, 위

기관리 역량 강화를 위해 시스템을 보강한다면 어떤 부분을 개선

할 필요가 있을까요?

마무리

질문

･ 민간과 차별되어야 하는, 군 보건의료관리자의 위기관리 역량은 무엇일까요?

･ 앞서 말씀해주신 역량들을 통해 군이 기대할 수 있는 것은 어떤 것일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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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자료분석

행동태도면접 결과는 이론단계와 동일하게 역량으로 추출 가능한 진술문을 그대로

추출한 후, 반복적으로 읽은 후 유사한 진술문은 통합하여 역량과 행동지표의 예비항

목을 도출하였다. 이 후 위기관리단계별로 분류한 후, 한국군 현장과 맞지 않고, 임무

와 무관한 문장은 제외하고 유사한 진술문은 통합하여 역량 예비항목을 도출하였다.

3) 예비 역량 및 행동지표 구성

이론적 단계와 현장단계에서 추출된 문장을 연구자 외 1인의 간호학 박사와 독립적

으로 검토하였다. 최소 2개 이상의 출처에서 확인된 문장을 포함하며, 중복내용은 삭

제하고 유사한 내용을 통합하여 예비 역량 구성요소 문장을 추출한 후 Pearson &

Mitroff(1993)의 위기관리모델의 단계에 맞추어 역량, 하위역량, 행동지표의 계층적 구

조로 재분류 하여 예비 역량을 구성하였다.

2. 내용타당도 검증

2단계에서는 도출된 예비 항목을 수정하고 내용타당도(Content Validity)를 검증하

였다. 내용타당도 검증은 전문가로 구성된 패널을 대상으로 개개인에게 여러 단계에

걸쳐 연구문제에 대한 의견과 판단을 확인하여 집단적 합의를 도출하는 의사 결정방

법이며(이종성, 2001), 선행 연구가 제한적인 연구 주제 또는 정책 연구, 실무 표준 개

발을 위한 연구에 유용한 방법이다(Mead & Moseley, 2001). 내용타당도 검증은 일련

의 구조화된 설문지를 이용하여 패널들의 의견을 반복적으로 확인하는 과정을 거치는

데(Hsu & Sandford, 2007), 이 때 반복적 작업은 단순한 확인으로 그치는 것이 아니

라 피드백 과정의 의미를 가진다. 즉, 각 회차가 종료되면 연구자는 패널들의 의견을

종합하고 분석한 후, 다음 회차 설문지를 전달할 때 다른 패널의 의견을 함께 포함함

으로써, 각 패널이 자신의 최초 판단을 재고할 기회를 부여해야 한다(Mead &

Moseley, 2001).

본 연구는 보건안보 위기관리라는 다소 생소한 개념에 대한 연구로, 선행연구가 부

족하므로 전문가의 의견 수렴 과정을 통해 위기관리 역량과 행동지표를 개발하는 것

이 적절할 것이라고 판단하였다.

내용타당도 검증에 참여하는 전문가 패널 선정은 연구 전체의 방향을 좌우할 수 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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을 만큼 매우 중요하며(이종성, 2001; Hsu & Sandford, 2007), 패널의 적절한 규모에

대해서는 학자마다 의견이 다르지만, Lynn(1986)은 내용타당도 검증을 위한 전문가

집단은 3～10명의 규모가 바람직하다고 하였다. 또한, 성공적인 내용타당도 검증을 위

해서는 연구 문제에 대해 깊은 관심을 가지고 의견을 제시할 수 있는 식견을 가지고

있으며, 설문에 꾸준히 협력할 수 있는 전문가로 패널을 구성하는 것이 중요하다(남순

란, 2015).

1) 조사대상

본 연구에서는 군 조직에서 코로나19 관리에 직접 참여한 중령급 이상 의무병과 장

교 8명을 전문가 패널로 선정하였다. 자료 수집 전, 선정된 전문가 8명에게 연구의 목

적과 방법을 설명한 후, 연구 참여 의사를 확인하고 서면 동의서를 받았다.

2) 조사방법

본 연구는 주제범위 문헌고찰과 행동사건면접으로 도출된 역량 지표에 대한 검토

과정이므로 2차에 걸쳐 내용타당도 검증을 시행하였으며(Hsu & Sandford, 2007) 1, 2

차 조사 모두 Likert 4점 척도(매우 타당함(4점) ～ 매우 타당하지 않음(1점))로 구성

된 구조화된 설문지를 이용하였다. 척도의 수가 홀수인 경우 중립 응답은 긍정과 부

정의 두 방향으로 해석될 가능성이 있어(DeVellis, 2017) 4점 척도로 구성하였다. 각

차수별 자료수집은 연구자가 직접 설문지를 전달하거나 이메일로 설문지를 발송한 후

회수하였다<부록 3, 4>. 전문가들에게는 각 차수별로 위기관리 단계별 역량(안), 하위

역량(안), 행동지표(안) 각 항목에 대해 수정 및 삭제, 통합이 필요하거나 재분류, 용

어 수정 등이 필요한 항목에 대해서는 자유롭게 의견을 기술해줄 것을 요청하였다. 2

차 타당도 검증 조사 수행할 때에는 1차에서 확보된 패널들의 의견과 평균 점수를 공

유하여 각 패널들이 자신의 의견을 재고할 수 있도록 하였다. 내용타당도 검증에 대

한 응답율은 1,2차 모두 100%이었다.

3) 자료분석

전문가 패널이 8명인 경우 내용타당도 비율(CVR : content validity ratio)이 0.7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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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인 경우를 타당성이 확보된 것으로 판단할 수 있다(Lawshe, 1975). 따라서 각 조

사에서 CVR가 0.75가 이상인 문항을 채택하였으며, CVR가 0.75 미만인 항목의 경우,

전문가들의 의견을 수렴하여 수정 또는 삭제, 통합하였다.

3. 실무적합성 및 수행수준 평가

내용타당도 검증단계를 통해 도출된 역량(안), 하위역량(안), 행동지표(안)의 실무적

합성과 수행수준 평가를 위하여 현장조사를 실시하였다. 이는 실제 역량을 갖추어야

하는 광범위한 대상에게 설문조사 등을 실시하여 제시된 역량이 신종감염병 관리에

필요한 태도, 지식, 기술 등을 반영하는지 확인하는 과정이다(Lucia & Lepsinger,

2001). 또한 현재의 수행 수준을 자가 평가하여 취약한 역량을 확인함으로써 향후 군

보건관리자의 역량 개발을 위한 교육 프로그램 개발과 정책 개선에 방향을 제시하고

자 하였다.

1) 조사대상

본 단계에서 표적모집단은 신종감염병으로 인한 위기를 대응하는 과정에서 한국군

내 정책 및 의사결정에 등 관리에 직접 참여한 중령급 이상 의무병과 장교 뿐 아니

라, 향후 관리 임무를 수행하게 될 소령급 의무병과 장교를 포함하였다. 대상자 선정

기준은 본 조사의 목적과 방법을 이해하고 자발적으로 동의한 자로, 2021년 10월 1일

기준 보직되어 근무하고 있는 소령급 이상 의무병과 장교 (간호, 군의, 수의, 의정, 치

의장교)이다. 기준일 당시 휴직하고 있는 자, 소령 진급 예정자는 제외하였다. 표본수

는 군내 소령급 이상 의무병과 장교가 약 500명인 것을 고려하여 25%인 125명을 목

표 대상으로 삼고, 응답률 80%를 고려하여 157명을 대상으로 조사를 시행하였으며,

병과, 계급 등이 고루 포함될 수 있도록 편의 표집하였다.

2) 조사방법

전국에 흩어져 있는 대상자들의 원활한 조사 참여를 위하여 서면조사와 웹기반 모

바일조사를 병행하여 시행하였다. 조사는 내용타당도 검증을 거친 26개 역량(안), 74

개 하위역량(안), 254개 행동지표(안)을 기반으로 일반적 특성을 포함한 구조화된 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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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지<부록 5>를 활용하였으며 각각의 실무적합성을 Likert 4점 척도(매우 적합함(4

점) ～ 매우 적합하지 않음(1점))로 평가하도록 하였고, 수행 수준은 Likert 4점 척도

(매우 높음(4점) ～ 매우 낮음(1점))로 평가하도록 하였다. 자료수집은 대상자에게 대

면, 전화 또는 SMS 메시지를 이용하여 본 연구의 목적과 방법을 설명하고 동의를 얻

은 후 서면 설문지 45부, 모바일 설문지 112부를 배포하였다. 최종 회수된 설문지는

서면 40부, 모바일 설문지 104부로 총 144부를 회수하였으나(회수율 91.7%), 모바일조

사 도중 중단한 14부를 제외한 130부를 분석에 활용하여 최종 응답율은 82.8%이었다.

3) 자료분석

자료 분석은 SAS 9.4(SAS Institute, Cary, North Carolina)를 이용하였으며 대상자

의 일반적 특성, 실무적합성, 수행수준은 기술 통계를 사용하여 분석하였고, 실무적합

성은 3점 이상인 경우 적합성을 확보한 것으로 판단(이주리, 2019)하여 실무적합성 정

도를 백분율로 나타냈다. 또한, 위기관리 단계별 행동지표(안)을 대상으로는 내적 일

관성을 확인하기 위해 신뢰도(chronbach’s α) 검정을 실시하였다.

4. 군 보건의료관리자 신종감염병 위기관리 최종 역량 확정

내용 타당도 검증 단계를 통해 도출된 역량(안), 하위역량(안), 행동지표(안)에 대해

간호학 박사 2명을 포함하여 군 보건의료전문가 4명과 워크샵을 실시하여 재검토를

받았다. 이 단계에서는 유사한 개념의 역량을 통합 및 삭제하고 위기관리 역량 단계

별 관련성을 재검토하여 현장 수용성을 높일 수 있는 역량개발에 중점을 두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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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 윤리적 고려

자료수집에 앞서 연구자와 연구대상자가 속한 기관인 국군의무사령부의 기관생명윤

리위원회(Institutional Review Board)의 승인을 받은 후 주제범위 문헌고찰, 행동사건

면접, 내용타당도 검증을 진행하였다. 최초 IRB 승인 시, 실무적합도 평가를 위한 설

문 조사 문항이 개발되면 설문 전, IRB 추가 심의를 요구받았고, 실무적합도 평가 전

IRB 변경심의를 시행하여 최종 승인(AFMC-20081-IRB-21-081)을 받아 설문조사를

진행하였다<부록 6>.

행동사건면접, 내용타당도 검증, 실무적합도 평가에 참여하는 대상자들에게 연구의

목적과 방법을 설명하고 수집된 자료의 익명성과 비밀보장을 안내하고 서면화된 동의

서를 작성하였다. 연구대상자에게 자율적 참여를 안내하고 불참여로 인한 불이익이

없음을 공지하였으며 연구에 참여를 원하지 않을 경우, 언제든지 중단할 수 있음을

설명하였다. 모바일 설문의 경우, 설문에 동의하지 않을 경우 자동으로 설문이 종료되

도록 하였고, 문서작성과 자료관리를 위한 파일은 암호화하여 연구자 외 접근이 제한

되도록 하였다. 동의서와 수집된 자료는 연구자 외에는 열람할 수 없도록 하여 연구

자료의 기밀성을 유지하였으며, 관련 자료는 3년간 보관 후, 안전하게 폐기할 예정이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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Ⅴ. 연구 결과

A. 역량 및 행동지표 예비항목 구성

1. 주제범위 문헌고찰을 통한 예비항목 도출

신종감염병 등 보건안보 위기관리 역량과 관련된 문헌을 검색한 결과 회색문헌 11

건을 포함하여 최종 41건의 문헌을 최종 분석에 포함하였고, 문헌의 특성은 <Table

2>와 같다.

<Table 2> General Characteristics of Included Literature (n=41)

Characteristics Categories n %

Population * Healthcare personnel

Healthcare leadership

Country & community

10

8

26

24.4

19.5

63.4

Context * International organizations & Cooutry

Healthcare facility

Community

Korean military organization

24

6

8

4

58.5

14.6

19.5

9.8

Crisis management

Phase *

Detection

Preparation & Prevention

Response

Recovery & Learning

Basic competency (e.g Leadership)

16

30

25

9

8

93.0

73.2

61.0

22.0

19.5

Research purpose To identify and develop competency and concepts

To develop and introduce program and tools

To evaluate competencies

To provide guideline such as manuals

17

16

4

4

41.5

39.0

9.8

9.8

Research method * Literature review

Interview

Survey

Review, Editorial, etc.

15

7

8

22

36.6

17.1

19.5

53.7

* all applicable categories were sel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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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상 측면에서는 국가 및 지역사회의 역량에 대해 설명한 문헌이 26건으로 가장 많

았고, 보건의료인, 보건의료관리자의 역량을 설명한 문헌이 각각 10건, 8건이었다. 맥

락 측면에서는 국제기구 및 국가를 배경으로 하는 문헌이 24건으로 가장 많았고 지역

사회, 의료기관을 배경으로 하는 문헌은 8건, 6건이었으며, 한국군을 배경으로 하는

문헌은 4건이었다. 위기 단계별로 분류하였을 때는 대비 및 예방단계에 필요한 역량

을 설명한 문헌이 30건으로 가장 많았으며, 대응단계에 필요한 역량은 25건의 문헌에

서, 감시단계에 필요한 역량은 16건의 문헌에서 설명되고 있었다. 역량에 대해 탐색하

는 문헌이 17건이었고, 역량 강화에 대한 프로그램, 평가도구 등을 개발하거나 소개한

문헌이 16건이 있었다.

문헌별 주요 최종 분석에 포함된 문헌으로부터 보건의료관리자에게 요구되는 지식,

기술, 태도에 해당하는 문장을 기술된 그대로 추출하여 총 2,536개의 문장이 추출되었

다. 이 중, 한국군 보건의료 현장과 맞지 않고 수행하지 않는 업무와 관련된 문장은

제외하였고, 핵 및 화생방 등 신종감염병 외 보건안보위기와 관련된 문장도 제외하였

다. 유사한 진술문은 통합하여 최종 444개의 역량 구성요소를 도출하였다.

가장 많은 문헌에서 도출된 역량은 신종감염병 대응 계획 수립에 대한 내용으로 32

개의 문헌에서 설명하고 있었는데, 세부적으로는 정보 수집 및 상황 평가, 상황에 따

라 대응계획을 최신화하며 이를 신속하게 전파하는 내용을 포함하고 있었고, 특히 대

유행(Surge) 상황에 대한 비상 계획, 회복 및 복구에 대한 내용도 대응 계획에 포함

할 것을 강조하고 있었다. 두 번째로 많이 도출된 역량은 위기관리 의사소통으로 27

개의 문헌에서 언급되었는데, 위기관리 의사소통의 원칙, 방법, 기대효과 등을 설명하

고 있었다. 세 번째로는 군 보건의료인력 준비가 20개의 문헌에서 도출되었는데, 세부

적으로는 전문가를 양성하고, 대응인력을 안정적으로 확보하며, 대응인력을 관리하기

위한 계획을 수립하는 내용 등이 포함되어 있었다. 네 번째로는 19개의 문헌에서 위

기관리 조직 구성에 관한 역량이 도출되었는데, 세부적으로는 지휘 통제 조직을 구성

하고 기능별 임무와 책임을 구체화하는 내용을 포함하고 있었다. 그 다음으로는 신종

감염병에 관한 정보를 수집하고 감시시스템을 운영하는 등의 신종감염병 감시와 관련

된 역량이 18개의 문헌에서, 신종감염병 조기 경보와 관련된 역량이 15개의 문헌에서

도출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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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행동사건면접을 통한 예비항목 도출

본 단계에서는 이론적 단계에서 확인된 신종감염병 보건안보 위기관리 역량에 대한

구성요소를 참고하되, 군 보건의료관리자에게 필요한 역량은 많지 않기 때문에 행동

사건면접을 통해 새로운 역량의 구성요소를 발견하는데 목적을 두었다. 군내에서 코

로나19 상황 대응에 직접 참여한 10명의 중령급 이상의 의무장교들의 경험을 통해 역

량의 구성요소를 확인하였다. 행동사건면접에 참여한 참여자의 특성은 표 3과 같으며,

일반적 특성으로 연구 참여자를 특정하지 못하도록 개별 참여자의 특성은 기술하지

않았다. 참여자의 병과는 간호장교 4명, 의정장교 3명, 군의장교 2명, 수의장교 1명이

었으며 이 중, 대령은 4명, 중령은 6명으로 평균 복무기간은 24.8 ± 3.6년이었다. 8명의

참여자가 정책기관(의무사령부, 각군본부)에서 코로나19 대응에 참여한 경험이 있었다

<Table 3>.

<Table 3> General Characteristics of BEI Participants (n=10)

Characteristics Categories n %

Military Branch Nursing Corps

Military Doctor

Veterinarian

Medical Service Corps

4

2

1

3

40.0

20.0

10.0

30.0

Sex Male

Female

6

4

60.0

40.0

Military Rank Colonel

Lieutenant Colonel

4

6

40.0

60.0

Military Service Period

(Year)

Average 24.8 ± 3.6
15～< 20

20～< 25

25～< 30

≥30

2

2

5

1

20.0

20.0

50.0

10.0

Working Institute for COVID-19 * Armed Forces Medical Command

Head Quater of Army

Military Hospital

Field medical unit

Others

5

3

4

1

1

50.0

30.0

40.0

10.0

10.0

* all applicable categories were sel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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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동사건면접에서 가장 많이 도출된 역량 요소는 전문성에 관한 내용으로 “의사결

정 근거 마련을 위한 전문적 식견”은 9명, “신종감염병 대응을 위한 지식과 기술”이 7

명, “신종감염병 관리를 위한 지식과 기술”이 6명, “전문가 집단의 역량 강화”는 6명

이 언급하였다. 그 다음으로는 태도와 관련된 역량이 많이 언급되었는데, “도전성과

헌신의 자세”를 5명, “연대와 협력”과 “군 보건의료인의 사명감”, 국가위기상황에 기여

하는 가치 공유“를 각각 4명이 언급하였다. 그 다음으로 언급된 역량은 의사소통과 관

련된 내용으로 “의사결정 위계와 별계로 전문가의 견해 인정”은 7명, “위기관리 의사

소통 시행”은 4명이 언급하였다. 또한 조직의 책임과 역할 등 구조적 내용이 언급되었

는데, “군 보건의료조직의 역할과 책임 인식”을 5명, “각 군내조직에 보건의료 전문가

를 배치한다”, “위기 상황에 따라 역할과 기능의 유연한 운영”, “전문가 네트워크 구

성”, “전담조직 구성”, “차기 신종감염병 대응을 위해 군 의료조직의 기능을 재편성”

등을 4명이 언급하였다. 이 외, 문헌에서 도출되지 않았으나, 면접과정에서 새롭게 도

출된 역량으로는 “부대 활동을 정상화하고 봉쇄를 푸는 기준을 마련”, “장병 휴식 여

건 보장”, “장병 스트레스 관리”, “장병의 사회지원서비스 운영”, “교육훈련 프레임워

크 변화에 대한 의견 개진”, “의무물자 및 장비의 신속한 도입을 위한 제도 검토”,

“상급부대에 적시적 보고” 등이 있었고, 이론적 단계에서 도출되지 않았던 “장차작전

반”, “즉응력”, “연락장교” 등의 군 특수 용어가 면접단계에서 등장하였다.

면접과정을 통해 신종감염병 보건안보 위기관리 역량으로 추출 가능한 진술문을

419개 도출하였으며 유사한 진술문을 통합하여 총 289개의 역량 요소를 도출하였다.

면접 참여자별 주요 면접내용은 <부록 7>에 제시하였다.

3. 예비 역량 및 행동지표 구성

이론적 단계와 현장 단계를 통해 위기관리 역량의 구성요소 목록 469개 문장을 추출

하였고, 이를 연구자 외 1인의 간호학 박사와 독립적으로 검토하였다. 최소 2회 이상

도출된 문장을 한국군 실정에 맞추어 재서술한 후, 본 연구의 개념적 기틀에 따라 위

기관리 단계별 역량을 분류한 후 역량, 하위역량, 행동지표의 계층적 구조로 재분류

하였다. 위기관리 단계와 무관하게 기본적으로 가져야 할 역량(안)은 리더십, 위기관리

의사소통이 도출되었고 13개의 하위역량(안)과 37개의 행동 행동지표(안)이 도출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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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4> Preliminary competencies for crisis management phase

Phase Competencies
Sub-

competencies(n)
Behavioral
indicators(n)

Basic ･ Leadership
･ Risk communication

7

6

13

24

Detection ･ Monitoring emerging infectious diseases
･ Early alert of emerging infectious diseases
･ Evaluation and analysis for the risks of health security

3

1

4

13

4

9

Preparation
/Prevention

･ Operation of network for risk management
･ Knowledge and skills to manage
･ Establishment of the countermeasure plans
･ Establishment of risk management organization
･ Preparing the implementation of duties in the military

medical units
･ Preparation of epidemiologic investigation
･ Preparing of the military healthcare professionals
･ Planning logistic supports for medical care in the military
･ Securing financial resources
･ Establishment of ethical and legal response system
･ Planning vaccination
･ New technology review
･ Planning researches related to infectious diseases

2

4

9

3

6

3

5

3

1

3

1

1

1

15

15

39

10

28

11

23

13

2

11

3

3

2

Response ･ Knowledge and skills to response
･ Maintaining the response system
･ Implementation of countermeasures for diagnosed

patients in the military
･ Performing the tasks of military medical institutions
･ Adjustment of quarantine guideline in the military
･ Management of human and material resources in an

integrative way

1

4

4

5

3

2

2

15

14

20

7

9

Recovery ･ Operation of post-event evaluation system
･ System operation for recovery and restoration
･ Strengthening the competency to respond the next

emerging infectious diseases

3

4

6

12

11

18

Total 27 91 3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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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시 단계에서는 신종감염병 감시 등 3개 역량(안), 8개 하위역량(안), 26개 행동지표

(안)이 도출되었고, 대비 및 예방단계에서는 신종감염병 위기관리 네트워크 운영 등

13개 역량(안), 39개 하위역량(안), 175개 행동지표(안)이 도출되어 가장 많은 역량이

요구되는 단계로 나타났다. 대응단계에서는 신종감염병 대응을 위한 지식과 기술 등

6개 역량(안), 19개 하위역량(안), 67개 행동지표(안)이 도출되었으며, 회복단계에서는

사후평가 시스템 운영 등 3개의 역량(안), 13개 하위역량(안), 41개 행동지표(안)이 도

출되었다. 종합적으로 군 보건의료관리자의 신종감염병 보건안보 위기관리를 위한 예

비 역량은 역량(안) 27개, 하위역량(안) 91개, 행동지표(안) 351개가 도출되되어 위기

관리 단계별 역량은 <Table 4>에 제시하였다. 주제범위 문헌고찰과 행동사건 면접으

로부터 예비 역량(안)과 행동지표(안)이 도출되는 과정은 <부록 8>에 제시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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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 내용타당도 검증

도출된 예비 역량지표 문항에 대해 2차의 내용타당도 검증을 시행하였다. 내용타당

도 조사지는 연구의 목적과 개념적 기틀을 제시한 뒤 위기관리 단계별 역량(안), 하위

역량(안), 행동지표(안) 대하여 타당도 평가를 실시하고, 수정 의견을 제시하도록 하였다.

내용타당도 검증에는 코로나19 군 대응과정에 참여한 전문가 8명이 패널로 참여하

였고, 간호장교 4명, 군의장교 2명, 수의장교 및 의정장교가 각 1명이었다. 계급은 대

령이 1명, 중령이 7명이었으며 평균 복무기간은 21.9 ± 5.1년이었고, 모든 패널이 의무

사령부에서 코로나19 대응에 참여한 경험이 있었다. 일반적 특성으로 전문가 패널을

특정하지 못하도록 개별 패널의 특성은 기술하지 않았다<Table 5>.

<Table 5> General Characteristics of Expert Panels for Content Validity (n=10)

Characteristics Categories n %

Military Branch Nursing Corps

Military Doctor

Veterinarian

Medical Service Corps

4

2

1

1

50.0

25.0

12.5

12.5

Sex Male

Female

4

4

50.0

50.0

Military Rank Colonel

Lieutenant Colonel

1

7

12.5

87.5

Military Service Period

(Year)
Average 21.9 ± 5.1

15～< 20

20～< 30

≥30

4

3

1

50.0

37.5

12.5

Working Institute for COVID-19 * Armed Forces Medical Command

Military Hospital

Field medical unit

Others

8

2

1

1

80.0

25.0

12.5

12.5

* all applicable categories were sel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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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차 내용타당도 검증에서는 전체 문항의 타당도 비율(Scale level, S-CVR)은 0.87로

Lynn(1986)의 기준에 따라 타당한 것으로 확인되었다. 위기관리 단계별 문항의

S-CVR을 분석한 결과 기본 역량 부분은 0.81, 감시 단계는 0.86, 대비 및 예방단계는

0.87, 대응 단계는 0.90, 회복 단계는 0.94로 모든 단계에서 문항의 타당도는 확인하였

다. 개별 문항은 내용 타당도 비율(Item level, I-level)이 0.75 미만인 문항은 수정, 삭

제, 통합 등을 검토하였으며 0.75를 만족하는 경우에도 패널의 의견을 참고하여 수정,

통합하였다. 1차 조사에서는 각 역량이 필요한 위기관리 단계를 재분류 하였으며 유

사한 문항을 통합하는 것에 초점을 맞추어 진행하였다. 예를 들어, 기본 역량에 포함

된 “우선순위 판단”은 그 속성이 정보 수집으로부터 상황판단 및 자원활용에 이르기

까지 광범위하여 대비 및 예방단계의 각 하위역량에 충분히 포함될 것으로 판단되어

삭제하였으며, 이론적 단계에서 도출된 리더십 중 스스로 신체적, 정신적 건강관리를

하는 역량은 개념이 명료하지 않다는 패널의 의견으로 삭제하였다. 또한 실무자의 영

역으로 판단되는 문항들도 삭제하였는데, “(역량 19) 신종감염병 대응을 위한 지식과

기술”의 경우, 세부 행동지표로 “본인의 직무영역 (진료, 간호, 인사, 군수 등)에서 필

요한 전문지식 및 기술을 갖추고 있다”가 있었으나 이는 모두 실무자의 역량으로 판

단되어 삭제하였으며, 야전부대 대상 매뉴얼 제작 및 교육, 추적관리시스템 운영간 라

포 형성 등도 실무자의 영역으로 평가되어 삭제 또는 타 행동지표에 통합하였다.

2차 내용타당도 검증에서는 S-CVR는 0.96이었으며, 위기관리 단계별 S-CVR는 기

본 역량은 0.87, 감시 단계는 0.95, 대비 및 예방단계는 0.96, 대응 단계는 0.97, 회복

단계는 0.99로 모든 단계에서 수치적으로 내용 타당도는 확보한 것으로 확인하였으며,

1차 조사에 대비하였을 때도 타당도 비율이 상승한 것으로 확인되었다. 2차 조사에서

는 내용 타당도를 재점검하고 해석의 여지가 없도록 재진술이 필요한 문장을 교정하

였다. 예를 들어, “(지표 11.2.6) 정기적으로 역학조사 수준을 평가할 수 있는 계획을

수립한다.” 는 군 조직의 역학조사 수준을 의미하는지, 개별 역학조사관의 수준을 의

미하는지 정확한 의미 전달이 되지 않아, “정기적으로 역학조사 수준(개별 역학조사관

역량, 군 역학조사 체계 역량)을 평가할 수 있는 계획을 수립한다.”로 수정하였고, “(지

표 12.1.2) 감염병 상황에 대해 신속하게 교육을 실시한다.”는 “감염병 상황에 대응하기

위해 긴급 교육을 실시한다.”로 수정하였다. 1, 2차의 내용타당도 검증을 거쳐 최종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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으로 도출된 역량은 역량(안) 26개, 하위역량(안) 74개, 행동지표(안) 254개였으며

<Table 6>, 내용타당도 검증 진행에 따른 역량의 검토 과정은 부록 9에 제시하였다.

내용타당도 검증을 마친 역량에 대해 지식, 기술, 태도 측면을 분류하였다<부록 9>.

역량(안) 26개 중 25개가 기술에 해당하였고 대비 및 예방 단계에 요구되는 “7. 신종

감염병 관리를 위한 지식과 기술”이 지식 및 기술에 해당하는 역량이었다. 하위역량

(안) 74개 중에서는 70개가 기술에 해당하였고, 대비 및 예방 단계에 요구되는 “7.1.

감염병 관리 지식”, “7.2. 과거 신종감염병 대응 경험 인지.”, “8.2. 군 보건의료조직의

역할과 책임 인식”, “11.1. 감염병 역학조사에 대한 이해”가 지식 영역에 포함되었다.

행동지표(안) 254개 중에서는 239개가 기술에 해당하였고 기본 역량에 속하는 “1.2.1

보건의료전문가로서 전문적 식견을 기반으로 의사결정 근거를 마련한다”, 감시단계의

“3.2.1 국내외 감염병 감시 네트워크를 이해한다”, 대비 및 예방단계의 “6.1.1 군내 거

버넌스 구성 조직의 권한, 역량, 책임을 이해한다” 등 12개 행동지표가 지식에 해당하

였다. 태도 영역에는 기본 역량에 속하는 “1.2.4 의사결정에 대한 책임감이 있다”,

“1.3.3 의사결정의 위계와 별개로 전문가의 견해를 인정한다” 등 4개 행동지표가 분류

되었다.

<Table 6> Number of competencies, sub-competencies, behavioral indicators

based on Content Validity

구 분
Preliminary 1st Content Validity 2nd Content Validity

Competencies
Sub-

Competencies
Behavioral
Indicators

Competencies
Sub-

Competencies
Behavioral
Indicators

Competencies
Sub-

Competencies
Behavioral
Indicators

Total 27 91 351 26 78 262 26 74 254

Basic 2 13 44 2 11 32 2 9 29

Detection 3 8 26 3 7 19 3 6 18

Preparation
/Prevention

13 39 173 12 36 133 12 36 128

Response 6 18 67 6 15 47 6 14 47

Recovery 3 13 41 3 10 31 3 9 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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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 실무적합성 검증 및 수행수준 평가

전문가 집단의 내용타당도 검증을 통해 확인된 군 보건의료관리자의 신종감염병 위

기관리 역량(안)에 대해 실무적합성을 검증하고 수행수준을 평가하기 위해 소령급 이

상 의무장교들을 대상으로 현장조사를 수행하였다.

조사에 참여한 대상자의 일반적 특성은 <Table 7>과 같다. 병과별로는 간호가 48

명(36.9%), 군의가 18명(13.8%), 수의가 7명(5.4%), 의정이 51명(39.2%), 치의가 6명

(4.6%)이었다. 계급별로는 장군과 대령이 13명(10.0%), 중령이 39명(30.0%), 소령이 78

명(60.0%)이었으며 참여자의 평균 경력기간은 17.5 ± 4.8년이었고 전체 참여자의

67.7%가 15년 이상의 경력을 가지고 있었다. 과거 신종감염병 대응경험은 2009년 신

종플루(H1N1)에 대응한 경험이 있는 자가 54명(41.5%)으로 가장 많았고, 2015년 중동

호흡기증후군(MERS) 경험이 50명(38.5%), 2014년 Ebola 경험이 6명(4.6%), 2003년 중

증금성호흡기증후군(SARS) 경험이 3명(2.3%)이었다. 코로나19 대응에 참여한 자는

107명(82.3%)였고, 이 중, 국방부, 국군의무사령부, 각군본부 의무실 등 정책기관에서

대응한 경험이 있는 자는 75명(57.7%)였고, 군병원 등 의료기관에서 대응한 경험은 67

명(51.5%), 야전부대에서 대응한 경험이 있는 자는 26명(20.0%)으로 나타났다.

행동지표의 내적 일관성 신뢰도를 확인하였다. 실무적합성 전체의 chronbach’s α는

.996이었고, 위기관리단계별로는 기본역량 .969, 감시단계 .970, 대비 및 예방단계 .994,

대응단계 .985, 회복단계 .984이었다. 수행수준 전체의 chronbach’s α는 .996이었고, 위

기관리단계별로는 기본역량 .965, 감시단계 .966, 대비 및 예방단계 .993, 대응단계

.982, 회복단계 .982이었다.

1. 위기관리 역량(안)에 대한 실무적합성 검증

1) 역량(안)에 대한 실무적합성 검증

소령급 이상 군 의무병과 장교 130명을 대상으로 실무적합성을 조사한 결과 신종감

염병 위기관리 역량(안)의 적합성은 26개 역량 모두 80% 이상의 적합성을 보였으며

최소 88.4%에서 최대 99.2% 범위였다. 가장 높은 실무적합성을 보인 역량(안)은 대응

단계의 “역량 19. 군내 확진자 발생 대응 역량”으로 99.2%의 적합성을 보였으며 두

번째로는 기본 역량인 “역량 1. 리더십”으로 98.5%의 적합성을 보였다<Table 10>. 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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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7> General Characteristics of Survey participants (n=130)

Characteristics Categories n %

Military Branch Nursing Corps
Military Doctor
Veterinarian
Medical Service Corps
Dentist

48

18

7

51

6

36.9

13.8

5.4

39.2

4.6

Sex Male

Female

64

66

49.2

50.8

Military Rank General ･ Colonel

Lieutenant Colonel

Major

13

39

78

10.0

30.0

60.0

Working period *

(Year)

Average 17.5 ± 4.8

<15

15～< 20

20～< 25

25～< 30

≥30

42

56

21

9

2

32.3

43.1

16.2

6.9

1.5

Past responding

experience to Emerging

Communicable disease **

SARS (2003)

H1N1 (2009)

Ebola (2014)

MERS (2015)

No experience

3

54

6

50

53

2.3

41.5

4.6

38.5

40.8

Responding to COVID-19 Yes

No

107

23

82.3

17.7

Experienced to COVID-19

(n=107)

Average working period (Year) 1.3 ± 0.6

Working
Institution **

Military policy organization ***

Military Hospital

Field medical unit

Training / Research institution

Others

75

67

26

2

6

57.7

51.5

20.0

0.2

0.5
* Including Military service and Civilian medical experience

** all applicable categories were selected.
*** Military National Defense, Armed Forces Medical Command, Head Quater of ARMY/NAVY/Air Forc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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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은 대비 및 예방단계의 “역량 12. 군 보건의료인력 배치 역량”, 대응단계의 “역량

23. 인적･물적 자원의 통합적 관리 역량”이 각각 98.4%의 적합성을 보였다. 4점 척도

의 적합도 점수로 분석하였을 때는 전체 역량(안)의 적합도은 3.69 ± 0.47점으로 나타났

으며, 위기관리 단계별로 구분하였을 때는 대비 및 예방단계 역량(안)이 3.83 ± 0.53점으

로 가장 높았으며 다음으로 대응단계 역량(안)(3.63 ± 0.44점), 기본역량(안) (3.59 ± 0.51

점), 회복단계 역량(안)(3.55 ± 0.56점) 순이었으며, 감시단계의 역량(안)이 3.42 ± 0.60점

으로 가장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Table 8>.

2) 하위역량(안)에 대한 실무적합성 검증

하위역량(안)에 대한 실무적합성을 분석한 결과 전체 74개의 하위역량(안)의 적합성

이 80% 이상인 것으로 나타났으며, 최소 89.1%에서 최대 99.2%의 적합성을 보였다.

가장 높은 실무적합성을 보인 하위역량(안)은 기본역량에 포함되는 “2.4 군내외 이해

당사자들과 적극적 소통”, 대응단계의 “19.1 군내 확진자 관리”, “19.2 역학조사 결과

에 따른 적절한 부대 병역조치 이행”이 각각 99.2%의 적합성을 보였으며 다음으로는

기본 역량의 “1.1 리더십 그룹 구성”, 대응단계의 “20.1 감염병 대응을 위한 군 의료기

능 유지”가 98.5%로 그 뒤를 이었다. 하위역량(안)별 적합성과 적합도 점수는 <Table

10>에 제시하였다. 하위역량(안)의 적합도는 전체 평균 3.55 ± 0.44점 이었으며 단계별

로는 대응단계(3.58 ± 0.44점), 대비 및 예방단계(3.55 ± 0.47점), 기본 역량(3.55 ± 0.45

점), 회복단계(3.54 ± 0.50점), 감시단계(3.43 ± 0.57점) 순으로 나타났다<Table 8>.

<Table 8> Average of Practical relevance’s for crisis management phase

Phase
Competencies Sub-competencies

Behavioral
indicators

M ± SD M ± SD M ± SD

Overall 3.69 ± 0.47 3.55 ± 0.44 3.53 ± 0.43

Basic 3.59 ± 0.51 3.55 ± 0.45 3.55 ± 0.43

Detection 3.42 ± 0.60 3.43 ± 0.57 3.44 ± 0.55

Preparation / Prevention 3.83 ± 0.53 3.55 ± 0.47 3.53 ± 0.46

Response 3.63 ± 0.44 3.58 ± 0.44 3.56 ± 0.43

Recovery 3.55 ± 0.56 3.54 ± 0.50 3.49 ± 0.51

(4 point sca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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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행동지표(안)에 대한 실무적합성 검증

행동지표(안)에 대한 실무적합성을 분석한 결과 전체 254개의 행동지표(안)의 적합

성이 80% 이상인 것으로 나타났으며, 최소 83.1%에서 최대 100.0%의 적합성을 보였

다. 100.0%의 적합성을 보인 행동지표(안)은 대응단계의 “19.1.2 확진자 관리를 위해

보건당국과 협조한다” (3.71 ± 0.45점), “19.1.3 확진자의 건강 추적 시스템을 운영한다”

(3.63 ± 0.48점), “19.3.2 진단검사 결과에 따라 추가 조치 계획을 수립한다”(3.62 ± 0.49

점) 이었다. 가장 낮은 적합성을 보인 행동지표(안)은 감시단계의 “3.1.1 해외정보(국

제기구, 연구논문, 해외 현지 언론 등)을 수집한다”였으며 적합도 점수도 3.18 ± 0.74점

으로 가장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행동지표(안) 전체의 평균 적합도는 3.53 ± 0.08점이

었으며, 행동지표(안)별 적합성과 적합도 점수는 <Table 10>에 제시하였다. 위기관리

단계별로는 대응단계(3.56 ± 0.43점), 기본 역량(3.55 ± 0.43점), 대비 및 예방단계(3.53 ±

0.46점), 회복단계(3.49± 0.51점), 감시단계(3.44 ± 0.55점) 순으로 나타났다<Table 8>.

2. 위기관리 역량(안)에 대한 수행수준 평가

1) 역량(안)에 대한 수행수준 평가

소령급 이상 의무병과 장교들이 주관적으로 수행수준을 평가한 결과 전 영역 평균

수행수준은 2.78 ± 0.19점으로 나타났으며 위기관리 단계별로는 기본역량이 2.98 ± 0.01

점으로 가장 높았고, 대응단계가 2.95 ± 0.10점, 대비 및 예방단계가 2.75 ± 0.17점, 회복

단계가 2.69 ± 0.05점, 감시단계가 2.52 ± 0.08점 순이었다<Table 9>. 개별 역량(안)에서

가장 높은 수행수준을 보인 역량(안)은 대응단계의 “19. 군내 확진자 발생 대응조치

역량”(3.09 ± 0.74점), “20. 군 의료기관 임무 수행역량”(3.05 ± 0.71점), “군 의료기관 임

무 수행 준비 역량”(3.02 ± 0.73점) 이었다. 평균 이하의 수행수준을 보인 역량(안)은

감시단계의 “3. 신종감염병 감시 역량”(2.60 ± 0.79점), “4. 신종감염병 조기경보 역

량”(2.41 ± 0.83점), “5. 신종감염병 군내 유입 및 확산 위험을 평가 및 분석 역량”(2.53

± 0.85점)으로 감시 단계의 모든 역량은 평균 이하인 것으로 나타났다. 대비 및 예방

단계의 “6. 신종감염병 위기관리 네트워크 운영 역량”(2.58 ± 0.80점), “13. 군 의무군수

지원 계획 역량”(2.69 ± 0.87점), “14. 재정자원 확보 역량”(2.46 ± 0.90점), “15. 윤리적이

고 적법한 대응체계 구축 역량”(2.75 ± 0.77점), “17. 감염병 대응 연구 기술 인프라 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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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 역량”(2.46 ± 0.86점) 등 5개 역량이 평규 이하의 수행수준을 보였다. 더불어 회복단

계에서는 “24. 사후 평가 시스템 운영 역량”(2.66 ± 0.80점), “25. 회복 및 복구 시스템

운영 역량”(2.75 ± 0.79점), “26. 감염병 대응을 역량 강화를 위한 제도 개선 역량”(2.65

± 0.79점) 등 모든 역량이 평균 이하의 수행 수준을 보이는 것으로 나타났다. 대응 단

계의 모든 역량은 평균 이상의 수행수준인 것으로 나타났다. 세부 점수는 <Table

10>에 제시하였다.

2) 하위역량(안)에 대한 수행수준 평가

전체 하위역량(안)의 수행수준은 2.80 ± 0.18점이었고, 위기관리 단계별로는 기본역량

2.98 ± 0.07점, 대응단계 2.91 ± 0.10점, 대비 및 예방단계 2.78 ± 0.17,점 회복단계 2.69 ±

0.07점, 감시단계 2.54 ± 0.09점 순으로, 기본역량과 감시단계 역량의 평균의 차이는

0.46점이었다<Table 9>. 개별 하위역량(안) 중 수행 수준이 가장 높은 항목은 대비

및 예방단계의 ”8.2 군 보건의료조직의 역할과 책임을 인식“(3.08 ± 0.72점)이었으며,

다음으로는 기본역량의 ”1.3 유연한 조직문화 조성“(3.08 ± 0.75점), 대응단계의 ”22.1

군내 방역지침 조정 및 통제“(3.06 ± 0.06점)”이 그 뒤를 이었다. 수행수준이 가장 낮은

항목은 대비 및 예방단계의 “14.1 안정적으로 재정 확보”(2.41 ± 0.87점)이었으며 그 다

음으로는 감시단계의 “4.1 신종감염병 조기 경보를 위한 프로토콜 운영”(2.42 ± 0.80

점), “5.1 위험 평가･분석을 위한 프로토콜 운영”(2.45 ± 0.82점) 이었다<Table 10>.

<표 9> Average of Performance level’s for crisis management phase

Phase
Competencies Sub-competencies

Behavioral

indicators

M ± SD M ± SD M ± SD

Overall 2.78 ± 0.59 2.80 ± 0.57 2.78 ± 0.55

Basic 2.96 ± 0.60 2.98 ± 0.57 2.97 ± 0.53

Detection 2.52 ± 0.71 2.54 ± 0.68 2.59 ± 0.65

Preparation / Prevention 2.95 ± 0.66 2.78 ± 0.62 2.76 ± 0.59

Response 2.95 ± 0.61 2.91 ± 0.61 2.87 ± 0.58

Recovery 2.69 ± 0.69 2.69 ± 0.67 2.64 ± 0.65

(4 point sca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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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행동지표(안)에 대한 수행수준 평가

전체 행동지표(안)의 수행수준은 2.78 ± 0.17점이었고, 위기관리 단계별로는 기본역량

에 속하는 행동지표의 수준이 2.98 ± 0.11점으로 가장 높았고, 대응단계 2.87 ± 0.11점,

대비 및 예방단계 2.77 ± 0.16점 회복단계 2.64 ± 0.08점, 감시단계 2.59 ± 0.13점 순으로,

하위역량(안)과 동일하였다. 역량(안), 하위역량(안), 행동지표(안)에서 기본역량의 수

행수준이 가장 높은 것으로, 감시단계의 수행수준이 가장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Table 9>. 항목별 가장 높은 수행수준을 보인 행동지표(안)은 기본역량의 “1.3.3 의

사결정의 위계와 별개로 전문가의 견해를 인정한다”(3.26 ± 0.73점), “1.2.4 의사결정에

대한 책임이 있다”(3.20 ± 0.78점), 대응단계의 “확진자 발생시 계획에 따라 처리하는

과정을 감독한다”(3.12 ± 0.76점)이었다. 가장 낮은 수해수준을 보인 행동지표(안)은 대

비 및 예방 단계의 “6.1.4 군내 거버넌스에 법률 자문 시스템을 포함한다”가 2.24 ±

0.81점으로 가장 낮았고, 감시단계의 “3.1.1 해외 정보(국제기구, 연구논문, 해외현지

언론 등)을 수집한다”가 2.28 ± 0.81점으로 그 뒤를 이었다. 3.1.1 지표는 실무적합성 검

증에서 가장 낮은 적합도를 보인 행동지표(안)이기도 하였다. 행동지표(안)별 수행수

준은 <Table 10>에 제시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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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10> Practical relevance and Performance level of Competencies
Practical
Relevance
(%)

Relevance
Preliminary competencies, Subompetency & Behavioral indicators

Performance
Means SD Means SD
(4 point scale) (4 point scale)
3.59 0.51 <Basic Competency> 2.96 0.60

98.5 3.59 0.52 Competency 1. Leadership 2.97 0.66
98.5 3.54 0.53 Sub 1.1 Organizing leadership group 2.92 0.69
99.2 3.56 0.54 B･I 1.1.1 Organize the team that can perform functional roles. 2.92 0.67
96.9 3.52 0.58 B･I 1.1.2 Allocate feasible roles by staff function. 2.93 0.70
94.6 3.58 0.62 Sub 1.2 Decision making 3.05 0.74

93.8 3.55 0.61 B･I 1.2.1 Prepare the justification for decision making based on
the expertise as the healthcare professional. 2.90 0.77

93.1 3.53 0.65 B･I 1.2.2 Have the skills of persuasion and negotiation. 2.90 0.73
95.4 3.58 0.63 B･I 1.2.3 Make decision flexibly according to the situational changes. 3.08 0.77
95.4 3.62 0.57 B･I 1.2.4 Have the sense of responsibility on decision making. 3.20 0.78
96.2 3.51 0.62 Sub 1.3 Organizing flexible organization culture 3.08 0.75

96.2 3.54 0.60 B･I 1.3.1 Prepare the opportunity to listen to members’ opinions
regularly. 3.05 0.71

92.3 3.38 0.65 B･I 1.3.2 Prepare the creative problem-solving skill. 2.81 0.78

97.7 3.62 0.53 B･I 1.3.3 Acknowledge expert’s opinion regardless of the
decision-making hierarchy. 3.26 0.73

96.9 3.63 0.57 Sub 1.4 Conflict management 2.95 0.76

95.4 3.58 0.58 B･I 1.4.1 Check the difficulties in the site and prepare the
feedback system to improve those. 2.90 0.75

94.6 3.53 0.62 B･I 1.4.2 Let stakeholders participate in the communication process. 2.96 0.80
96.9 3.52 0.58 Sub 1.5 Sharing public values 3.05 0.78
93.8 3.45 0.63 B･I 1.5.1 Practice seamless challenges and sincere attitude. 3.02 0.78

97.7 3.52 0.57 B･I 1.5.2 Acknowledge and share the importance of
collaboration and cooperation. 3.03 0.76

96.2 3.55 0.60 B･I 1.5.3 Facilitate motivation of healthcare professionals in the military. 2.92 0.75
97.7 3.62 0.53 Competency 2. Risk communication 2.98 0.67
96.2 3.54 0.57 Sub 2.1 Understanding and practice of communication principles 2.86 0.71
95.4 3.54 0.58 B･I 2.1.1 Deliver core messages in a simple manner. 3.02 0.73

95.4 3.48 0.58 B･I 2.1.2 Deliver the positive information that can facilitate the
behavioral changes in public. 2.92 0.70

97.7 3.58 0.54 B･I 2.1.3 Communicate in a timely manner and, if necessary, deliver
the information upon determining the proper time. 3.02 0.70

95.4 3.55 0.58 B･I 2.1.4 Respond to wrong information and prevent it in advance. 2.79 0.73
95.4 3.59 0.58 B･I 2.1.5 Provide trust by transparent communication. 3.07 0.76
95.4 3.53 0.58 Sub 2.2 Establishment of communication process and strategy 2.96 0.71
89.2 3.42 0.72 B･I 2.2.1 Organize official team dedicated for communication. 2.75 0.81

95.4 3.61 0.58 B･I 2.2.2 Deliver the consistent message with the direction of
domestic health authority. 3.07 0.77

97.7 3.59 0.54 B･I 2.2.3 Organize the message considering the impacts by subjects
(military, healthcare professionals, general citizens, etc.) 2.93 0.74

93.1 3.48 0.62 Sub 2.3 Diversification of communication methods 3.00 0.74

93.8 3.48 0.61 B･I 2.3.1
Utilize multiple communication methods including
face-to-face, documentation, digitals, etc. depending on
the information contents.

3.05 0.72

93.8 3.52 0.61 B･I 2.3.2 Prepare the channel to be communicated all the times. 3.01 0.7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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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ractical
Relevance
(%)

Relevance
Preliminary competencies, Subompetency & Behavioral indicators

Performance
Means SD Means SD
(4 point scale) (4 point scale)

99.2 3.66 0.49 Sub 2.4 Active communication with internal/external stakeholders
in the military 2.94 0.70

96.9 3.63 0.54 B･I 2.4.1 Deliver countermeasure plans, adjustments of guidelines,
and their reasons in a timely manner. 3.05 0.77

95.4 3.62 0.57 B･I 2.4.2
Deliver the up-to-date treatment and prevention
guideline to the healthcare professionals in the military
in a timely manner.

3.05 0.69

95.4 3.55 0.61 B･I 2.4.3 Introduce soldiers the system that they can be supported. 2.93 0.77

99.2 3.68 0.48 B･I 2.4.4 Communicate with upper units and external institutions
in the military in a timely manner. 2.94 0.71

96.2 3.62 0.59 B･I 2.4.5 Communicate with domestic health authority and
expert groups actively. 2.84 0.76

3.42 0.60 <Detection> 2.52 0.71
92.3 3.48 0.66 Competency 3 Monitoring emerging infectious diseases 2.60 0.79
90.0 3.42 0.69 Sub 3.1 Information collection to monitor emerging infectious diseases 2.59 0.79

83.1 3.18 0.74 B･I 3.1.1 Collect overseas information (international organizations,
publications, overseas media, etc.). 2.28 0.82

93.1 3.42 0.67 B･I 3.1.2 Collect domestic information (quarantine authority, media, etc.). 2.75 0.84
91.5 3.45 0.69 Sub 3.2 Early detection of crisis operating monitoring system 2.54 0.77

94.6 3.50 0.65 B･I 3.2.1 Understand domestic and overseas network for
monitoring of infectious diseases. 2.68 0.76

93.1 3.49 0.67 B･I 3.2.2 Operate the system to share the information on
emerging infectious diseases with health authority. 2.56 0.81

94.6 3.49 0.65 B･I 3.2.3 Operate monitoring system for infectious diseases and
collect the outbreak information in the military. 2.73 0.78

93.8 3.49 0.66 B･I 3.2.4 Integrate information to detect the risks. 2.63 0.81
93.1 3.52 0.67 B･I 3.2.5 Evaluate the monitoring system regularly. 2.55 0.79
93.1 3.36 0.66 Competency 4. Early alert of emerging infectious diseases 2.42 0.83

92.3 3.35 0.66 Sub 4.1 Operation of protocol to alert emerging infectious diseases
earlier 2.42 0.79

93.1 3.45 0.69 B･I 4.1.1 Alert and disseminate the information in a timely manner
determining the timing based on the evidences. 2.51 0.81

90.8 3.31 0.68 B･I 4.1.2 Evaluate the early alert system regularly. 2.38 0.79

93.1 3.42 0.67 Competency 5. Evaluation and analysis for the risks of introduction andoutbreak of emerging infectious diseases in the military 2.53 0.84

93.1 3.45 0.67 Sub 5.1 Operation of protocol to evaluate and analyze the risks 2.45 0.81
91.5 3.38 0.68 B･I 5.1.1 Operate the team to evaluate and analyze the risks. 2.45 0.79

90.0 3.41 0.71 B･I 5.1.2 Integrate the information on the internal and external
situation in a timely manner. 2.59 0.82

90.8 3.43 0.68 B･I 5.1.3 Manage the statistics and information on the outbreak in
the military. 2.65 0.84

94.6 3.43 0.64 Sub 5.2 Evaluation of risks by stage and area of crisis alert 2.55 0.85
90.8 3.42 0.70 B･I 5.2.1 Evaluate level of risks by area. 2.52 0.86
92.3 3.45 0.66 B･I 5.2.2 Evaluate and analyze the risks based on the evidences. 2.59 0.82
94.6 3.52 0.62 B･I 5.2.3 Collect experts’ opinions during risk evaluation. 2.83 0.85

92.3 3.41 0.65 B･I 5.2.4 Evaluate level of risks depending on the progress of
situation and predict the future risk level regularly. 2.53 0.8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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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ractical
Relevance
(%)

Relevance
Preliminary competencies, Subompetency & Behavioral indicators

Performance
Means SD Means SD
(4 point scale) (4 point scale)

95.4 3.48 0.61 Sub 5.3 Sharing results of risk evaluation and analysis 2.68 0.83

94.6 3.48 0.62 B･I 5.3.1 Prepare the system to share the contents of evaluation
and analysis. 2.71 0.82

95.4 3.52 0.61 B･I 5.3.2 Apply the results of risk evaluation and analysis to the
countermeasure plans. 2.68 0.78

93.1 3.48 0.65 Competency 6. Operation of network for risk management ofemerging infectious diseases 2.58 0.79

91.5 3.46 0.65 Sub 6.1 Operation of governance within the military 2.48 0.78

94.6 3.53 0.60 B･I 6.1.1 Understand authorities, role and responsibility of each
organization. 2.75 0.77

86.9 3.41 0.75 B･I 6.1.2 Allocate healthcare professionals to each organization by
unit.(e.g. division level or greater) 2.55 0.83

87.7 3.40 0.70 B･I 6.1.3 Include the function that can review legal matters,
regulations, and policies in the governance. 2.49 0.79

86.2 3.31 0.74 B･I 6.1.4 Include legal consulting system. 2.25 0.81

93.8 3.52 0.61 B･I 6.1.5 Discuss the system to operate the roles and functions
flexibly depending on the crisis situation. 2.73 0.80

92.3 3.42 0.65 B･I 6.1.6 Prepare the process of opinion mediation within the governance. 2.55 0.83
93.1 3.48 0.62 B･I 6.1.7 Operate emergency contact system within the governance. 2.70 0.82

92.3 3.52 0.64 Sub 6.2 Collaboration with expert groups in private and public
and organizing consulting network 2.59 0.88

93.8 3.53 0.61 B･I 6.2.1 Prepare the system to share the information with central
government and health authorities in the community. 2.55 0.84

87.7 3.36 0.71 B･I 6.2.2 Organize the expert panels by area. 2.45 0.87
93.8 3.45 0.63 B･I 6.2.3 Establish the collaborative exercise plan. 2.54 0.82
94.6 3.53 0.62 B･I 6.2.4 Share the collaborative supporting capabilities. 2.68 0.81

3.83 0.53 <Preparation / Prevention> 2.95 0.66
96.2 3.60 0.56 Competency 7. Knowledge and skills to manage emerging infectious diseases 2.89 0.72
96.9 3.63 0.54 Sub 7.1 Knowledge on the management of emerging infectious diseases 2.94 0.71

96.2 3.59 0.56 B･I 7.1.1
Understand the characteristics of infectious diseases
such as dissemination, latent period, etc. and their
management principles to manage them.

2.95 0.71

95.4 3.60 0.58 B･I 7.1.2 Understand the characteristics of pathogens for emerging
infectious diseases. 2.95 0.75

95.3 3.58 0.61 Sub 7.2 Awareness of the countermeasure experiences against the
emerging infectious diseases in the past 3.03 0.73

96.1 3.58 0.57 B･I 7.2.1 Know the countermeasure experiences against the emerging
infectious diseases directly and indirectly in the military. 3.05 0.68

96.9 3.60 0.55 B･I 7.2.2 Utilize the lessons from the past countermeasure
experiences to the current evaluation on the situation. 3.05 0.72

96.2 3.64 0.58 Sub 7.3 Planning skill of countermeasure against the emerging
infectious diseases 2.87 0.81

96.2 3.59 0.59 B･I 7.3.1 Understand national and military crisis management
system and the strategies. 2.90 0.78

95.4 3.60 0.60 B･I 7.3.2 Understand the main contents of the regulations, rules, and
manuals related to infectious diseases in the nation and military. 2.98 0.78

97.7 3.63 0.56 B･I 7.3.3 Set and share the roles and goals of medical organization in
the military by crisis stage of infectious diseases. 2.93 0.78

96.9 3.63 0.54 B･I 7.3.4
Have the administrative capability required to establish
and prepare the countermeasure plans against the
emerging infectious diseases.

2.95 0.7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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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6.2 3.62 0.56 Competency 8. Establishment of the countermeasure plans againstthe emerging infectious diseases 2.79 0.80

95.4 3.58 0.58 Sub 8.1 Determination of the required countermeasure level
depending on the crisis situation 2.80 0.77

96.2 3.52 0.57 B･I 8.1.1 Determine the present competency level and required
level by area before establishment of plans. 2.75 0.74

96.2 3.55 0.57 B･I 8.1.2 Apply the results of stepwise risk evaluation to the plans. 2.81 0.77

96.2 3.65 0.58 Sub 8.2 Recognizing the role and responsibility of healthcare
organization in the military 3.08 0.72

96.2 3.65 0.58 B･I 8.2.1 Consider the duties and priorities of the military organization. 3.05 0.72

96.2 3.62 0.59 B･I 8.2.2 Recognize the healthcare requirements in the military organization. 2.92 0.78

96.9 3.64 0.57 B･I 8.2.3 Understand environmental and functional characteristics
of the military organization. 3.08 0.75

96.9 3.65 0.57 Sub 8.3
Establishment of countermeasure plans considering the
principles of countermeasure against emerging infectious
diseases

2.88 0.78

95.4 3.58 0.61 B･I 8.3.1 Organize countermeasure strategy and roadmap. 2.75 0.79

96.9 3.62 0.57 B･I 8.3.2 Establish the plans to be consistent with the guidelines
by the national health authority. 2.97 0.80

96.2 3.61 0.59 B･I 8.3.3
Integrate the countermeasure plans against the infectious
diseases by the Ministry of Defense and apply them into
the plan.

2.92 0.82

96.2 3.58 0.59 B･I 8.3.4 Apply the viewpoint to secure the safety of the military
organization members. 2.96 0.76

94.6 3.53 0.62 B･I 8.3.5 Apply the processes to be able to collaborate with
relevant internal and external institutions. 2.87 0.78

95.4 3.56 0.61 B･I 8.3.6
Apply the evaluation methods for the situation before,
during, and after responding the crisis of infectious
diseases into the plan.

2.78 0.76

96.9 3.58 0.58 B･I 8.3.7 Plan them to be able to apply flexibly and timely
depending on the situation. 2.85 0.78

95.4 3.59 0.60 B･I 8.3.8 Establish countermeasure plans by stage of crisis alert. 2.80 0.78

94.6 3.51 0.62 B･I 8.3.9 Review and apply the criteria to normalize the military
activities and to ease the blockade. 2.72 0.81

95.4 3.58 0.61 B･I 8.3.10 Establish them in detail so as to apply at the site easily. 2.81 0.73
96.9 3.55 0.58 B･I 8.3.11 Apply role and responsibility of each unit. 2.85 0.77
97.7 3.67 0.55 Sub 8.4 Dissemination of countermeasure plans 3.00 0.79

97.7 3.67 0.55 B･I 8.4.1 Prepare the system for reporting, issuing, and delivering
the countermeasure plans. 2.95 0.79

96.2 3.59 0.59 B･I 8.4.2 Prepare Q&A channel not to be distorted during the
dissemination process of countermeasure plans. 2.89 0.79

95.4 3.55 0.61 Sub 8.5 Establishment of emergency plan considering the
pandemic situation 2.63 0.85

95.4 3.51 0.61 B･I 8.5.1 Detect the pandemic and predict its impact. 2.55 0.82

94.6 3.53 0.62 B･I 8.5.2
Establish the detailed plans to prepare the pandemic
situation including emergency mobilization, support,
enhanced management, etc.

2.57 0.8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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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5.4 3.54 0.61 Sub 8.6 Evaluation of countermeasure plans 3.02 3.78

93.8 3.49 0.64 B･I 8.6.1 Evaluate the feasibilities of countermeasure plans in
advance.(e.g. TTX, etc.) 2.67 0.84

96.2 3.52 0.60 B･I 8.6.2 Update evaluation plans regularly. 2.73 0.87

93.8 3.52 0.64 Sub 8.7 Establishment of the recovery plan collaborating with
relevant institutions 2.68 0.83

93.1 3.49 0.65 B･I 8.7.1 Share the recovery plan with health authority and community. 2.68 0.81

96.2 3.55 0.60 B･I 8.7.2 Establish the plan collecting opinions from medical units
and frontal line units in the military. 2.85 0.82

95.4 3.51 0.61 Sub 8.8 Preparation of the protocol for post-event evaluation 2.67 0.84

90.8 3.45 0.68 B･I 8.8.1 Organize dedicated post-event evaluation team with internal
and external stakeholders. (e.g. future operations section) 2.62 0.85

93.1 3.47 0.65 B･I 8.8.2 Prepare the evaluation criteria by phase, area, and time. 2.59 0.86
94.6 3.56 0.64 Competency 9. Establishment of risk management organization 2.80 0.84

94.6 3.60 0.64 Sub 9.1
Operation of the relevant risk management organization
depending on the organization level (e.g. quarantine
countermeasure headquarter)

2.84 0.82

94.6 3.58 0.64 B･I 9.1.1 Organize commanding and control organizations. 2.82 0.82
93.8 3.59 0.65 B･I 9.1.2 Materialize role and responsibility by function. 2.88 0.81
94.6 3.55 0.67 B･I 9.1.3 Maintain collaborative relationship with relevant institutions. 2.82 0.79

92.3 3.45 0.68 B･I 9.1.4 Perform simulation in advance with those who will be
dispatched to crisis management organization. 2.72 0.83

93.1 3.52 0.65 B･I 9.1.5 Organize dedicated organization to be able to operate
24/7, depending on the stage of crisis alert. 2.82 0.85

94.6 3.57 0.62 Sub 9.2 Preparation of operation manual for crisis management
organization 2.81 0.82

93.8 3.55 0.63 B･I 9.2.1 Establish operation plans by stage and area. 2.82 0.80
93.8 3.54 0.63 B･I 9.2.2 Include the implementation processes by function. 2.85 0.82
94.6 3.52 0.65 B･I 9.2.3 Organize decision-making process. 2.78 0.81

96.9 3.63 0.57 Competency 10. Preparing the implementation of duties in themilitary medical units 3.02 0.73

96.9 3.61 0.58 Sub 10.1 Establishment of countermeasure plans in the military
medical units 2.96 0.78

96.9 3.65 0.56 B･I 10.1.1 Check the level of competency in the military medical units. 2.99 0.75

95.4 3.59 0.60 B･I 10.1.2 Establish the plans to secure the competency to meet
the requirements. 2.95 0.77

94.6 3.53 0.62 B･I 10.1.3 Consider additional (new) functions to respond infectious diseases. 2.85 0.79
94.6 3.52 0.65 B･I 10.1.4 Adjust non-essential functions by choice and concentration. 2.94 0.79
96.2 3.55 0.60 B･I 10.1.5 Maintain essential function of routine medical supports. 2.99 0.75

96.2 3.52 0.60 B･I 10.1.6 Include the methods to supplement declined functions in
the plan such as entrusted medical care, etc. 2.85 0.81

97.7 3.64 0.53 Sub 10.2 Preparation of the medical care system for patients 2.97 0.74
96.9 3.66 0.53 B･I 10.2.1 Establish the admission and treatment plan for diagnosed patients. 2.98 0.79

96.9 3.58 0.55 B･I 10.2.2 Prepare the system to monitor physical and mental
health of diagnosed patients. 2.92 0.81

96.2 3.65 0.55 B･I 10.2.3 Prepare transportation system for diagnosed patients. 2.95 0.7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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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8.4 3.68 0.50 Sub 10.3 Establishment of the plan to prevent from hospital
acquired infections 3.02 0.78

98.4 3.65 0.51 B･I 10.3.1 Check and supplement the facility according to the
characteristics of infectious diseases. 3.02 0.76

98.4 3.66 0.51 B･I 10.3.2 Plan to separate the moving lines in the hospital in advance
according to the characteristics of infectious diseases. 3.05 0.77

97.7 3.63 0.53 B･I 10.3.3 Materialize the operation concepts of triage center,
screening center, etc. 2.98 0.81

96.1 3.60 0.56 B･I 10.3.4 Establish patient care process in ER, outpatient clinic,
and operating room, etc. 2.90 0.83

97.7 3.66 0.52 B･I 10.3.5 Establish admission and management plans for
suspicious patients. 2.91 0.82

96.2 3.59 0.56 Sub 10.4 Preparation of the system for diagnostic tests 2.80 0.85

96.2 3.64 0.55 B･I 10.4.1 Evaluate test capability, and if necessary, establish the
expansion plan. 2.76 0.87

96.2 3.60 0.56 B･I 10.4.2 Adjust the functions of lab determining priority. 2.75 0.86
95.4 3.52 0.61 B･I 10.4.3 Organize lab network within the military medical institutions. 2.75 0.85

95.4 3.50 0.59 B･I 10.4.4 Operate the system to analyze the risk within the
military integrating lab information. 2.69 0.82

92.3 3.54 0.63 Sub 10.5 Review of national crisis supports in advance 2.71 0.86

93.8 3.50 0.61 B･I 10.5.1 Acquire the information on the national crisis supports
in advance. 2.71 0.83

94.6 3.55 0.60 B･I 10.5.2 Review the operation plan of hospitals dedicated for
infectious diseases by stage. 2.74 0.85

95.4 3.55 0.58 B･I 10.5.3 Review priority standard when dispatching medical staff
in the military. 2.74 0.81

97.7 3.61 0.53 Competency 11. Preparation of epidemiologic investigation 2.93 0.75

96.9 3.60 0.55 Sub 11.1 Understanding of the epidemiologic investigation on the
infectious diseases 3.05 0.77

98.4 3.62 0.52 B･I 11.1.1 Understand the process and methods of epidemiologic investigation. 2.98 0.77
97.7 3.60 0.53 B･I 11.1.2 Understand how to manage patients and contacts. 3.05 0.74

96.1 3.67 0.55 Sub 11.2 Establishment of the system for systemic epidemiologic
investigation 2.75 0.88

96.1 3.64 0.56 B･I 11.2.1 Unify the operation and management system for officers
of military central epidemiologic investigation. 2.70 0.82

96.1 3.57 0.57 B･I 11.2.2 Prepare the qualification standard for officers of military
central epidemiologic investigation. 2.69 0.85

95.3 3.57 0.58 B･I 11.2.3 Assign central and local officers of military
epidemiologic investigation and allocate them duties. 2.75 0.84

95.3 3.55 0.58 B･I 11.2.4 Develop working manual for officers of military
epidemiologic investigation. 2.67 0.81

96.1 3.60 0.56 B･I 11.2.5 Establish training plan to strengthen the competency of
military epidemiologic investigation officers. 2.77 0.85

94.6 3.50 0.60 B･I 11.2.6
Establish the plan to evaluate the level of epidemiologic
investigation regularly such as individual officer’s
competency and the system competency.

2.59 0.84

93.8 3.53 0.61 B･I 11.2.7 Maintain the network between public and private
epidemiologic investigation institutions. 2.59 0.82

92.2 3.49 0.64 B･I 11.2.8 Organize the separate team to integrate and analyze the
results of epidemiologic investigation. 2.63 0.82

96.1 3.52 0.57 B･I 11.2.9 Organize the system of case monitoring and follow up
for contacts. 2.63 0.84

96.9 3.57 0.55 B･I 11.2.10 Guarantee the working conditions of epidemiologic
investigation officers such as resting hours, compensation, etc. 2.85 0.8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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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8.4 3.60 0.52 Competency 12. Preparing the dispatchment of the military healthcare professionals 2.83 0.77

96.1 3.54 0.60 Sub 12.1 Development of public healthcare experts for emerging
infectious diseases 2.63 0.82

96.1 3.57 0.57 B･I 12.1.1 Organize roadmap to strengthen competency. 2.60 0.72

95.3 3.57 0.58 B･I 12.1.2 Perform training on the infectious disease status in a
timely manner. 2.77 0.74

93.8 3.43 0.61 B･I 12.1.3 Develop scenario by situation to perform simulation training. 2.63 0.74

95.3 3.50 0.59 B･I 12.1.4 Perform integrative training with relevant institutions in
the military. 2.70 0.75

92.2 3.40 0.63 B･I 12.1.5 Develop evaluation system for training programs. 2.55 0.80

96.9 3.57 0.55 B･I 12.1.6
Provide healthcare professionals with training
opportunities internally and externally to strengthen their
competencies.

2.77 0.79

96.1 3.61 0.59 Sub 12.2 Securing the staff in a stable manner 2.63 0.83

97.7 3.57 0.57 B･I 12.2.1 Establish the plan to secure the additional staff. 2.60 0.80

96.9 3.60 0.55 B･I 12.2.2 Plan to be able to shift into the alternative function
preparing crisis situation. 2.63 0.78

98.4 3.56 0.53 B･I 12.2.3 Plan to be able to shift into the alternative function
preparing crisis situation. (e.g. backup organization, etc.) 2.64 0.84

95.3 3.53 0.61 B･I 12.2.4 Prepare inducement and compensation to participate in
responding infectious diseases. 2.55 0.77

97.7 3.60 0.54 Sub 12.3 Establishment of the plan to manage the responding staff 2.80 0.76

98.4 3.61 0.52 B･I 12.3.1 Establish human resource plan to dispatch the right
persons in the right places according to the priority. 2.76 0.77

99.2 3.60 0.50 B･I 12.3.2 Specify the job scope by function. 2.86 0.77

99.2 3.60 0.50 B･I 12.3.3 Establish the plan to secure the resting hours. 2.80 0.80

98.4 3.64 0.51 B･I 12.3.4 Perform training in advance before dispatching the staff. 2.84 0.78

96.9 3.55 0.58 B･I 12.3.5 Prepare the system to manage the psychological and
mental health for the dispatched staff. 2.70 0.81

96.9 3.56 0.56 B･I 12.3.6 Share the value that contributes the national crisis
situation and strengthen internal motivation. 2.75 0.81

96.9 3.61 0.55 Competency 13. Planning logistic supports for medical care in the military 2.69 0.87

96.1 3.57 0.59 Sub 13.1 Securing the materials of logistic supports for medical
care in a stable manner 2.69 0.89

96.9 3.54 0.58 B･I 13.1.1 Organize the roadmap for logistic supports. 2.63 0.87
96.9 3.58 0.58 B･I 13.1.2 Evaluate the current and required inventory level. 2.78 0.86

96.1 3.55 0.57 B･I 13.1.3 Prepare the system to store and receive the materials
and tools. 2.72 0.87

96.9 3.57 0.55 B･I 13.1.4 Establish the contingency plan such as inventory
shortage, etc. (support by health authority, etc.) 2.72 0.83

96.1 3.61 0.56 Sub 13.2 Establishment of the logistic support plan for medical care 2.75 0.85
96.1 3.57 0.57 B･I 13.2.1 Review the priority standard of supply. 2.75 0.82

96.1 3.52 0.60 B･I 13.2.2 Operate tool to be able to evaluate the level of supply
and consumption. 2.66 0.8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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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7.7 3.67 0.52 Sub 13.3 Establishment of the plan to manage the military medical
facility 2.83 0.80

97.7 3.60 0.54 B･I 13.3.1 Check the facility to respond the situation such as
negative pressure facility, etc. 2.82 0.82

97.7 3.60 0.54 B･I 13.3.2 Check the additional facility to respond the situation and
determine the priority. 2.83 0.79

96.9 3.58 0.55 B･I 13.3.3 Secure the resources to expand the facility and establish
the installation plan. 2.73 0.80

88.4 3.47 0.74 Competency 14. Securing financial resources 2.46 0.90
89.1 3.47 0.73 Sub 14.1 Securing the financial resources in a stable manner 2.41 0.87

88.4 3.43 0.74 B･I 14.1.1 Prepare the financial support system to respond the
emergency situation in a timely manner. 2.38 0.86

91.5 3.50 0.67 B･I 14.1.2 Prepare the priority standard to use the financial resources. 2.46 0.84
94.6 3.47 0.62 Competency 15. Establishment of ethical and legal response system. 2.75 0.77

93.8 3.45 0.63 Sub 15.1 Understanding the ethical viewpoints and applying them
to the countermeasure plans 2.74 0.76

95.3 3.45 0.61 B･I 15.1.1 Form the consensus on the common values of the
military healthcare professionals. 2.78 0.73

96.1 3.48 0.60 B･I 15.1.2 Secure the trust by sharing transparent decision-making
process and results. 2.79 0.77

92.2 3.40 0.65 B･I 15.1.3 Prepare separate management plans to protect high-risk
group and vulnerable group. 2.65 0.77

90.7 3.34 0.66 B･I 15.1.4 Establish the manual predicting the potential social, moral, and
ethical problems during the responding process. 2.57 0.76

94.6 3.47 0.65 Sub 15.2 Organizing the protocol for legally acceptable responses 2.72 0.79
93.0 3.45 0.67 B･I 15.2.1 Understand the regulations related to infectious diseases. 2.74 0.76

93.0 3.43 0.67 B･I 15.2.2 Secure the system to oversee the legality of the
countermeasure plans. 2.65 0.78

93.8 3.47 0.64 Sub 15.3 Prevention from infringing the rights unnecessarily 2.83 0.78

93.0 3.44 0.65 B･I 15.3.1
Prepare and disseminate the process on the ethical
issues that can be occurred during the responding
process to infectious diseases such as consent for
essential test, privacy protection, etc.

2.74 0.75

93.8 3.47 0.64 B･I 15.3.2 Protect human rights such as privacy and personal
information. 2.85 0.73

96.9 3.61 0.55 Competency 16. Establishment of infrastructure for vaccinations 2.79 0.78
97.7 3.60 0.54 Sub 16.1 Establishment of vaccination plan 2.88 0.78
96.1 3.57 0.62 B･I 16.1.1 Determine priority of vaccination in the military. 2.93 0.77
96.1 3.60 0.62 B･I 16.1.2 Establish the plan to prepare the massive vaccination. 2.88 0.79
95.3 3.55 0.61 B･I 16.1.3 Establish the plan to manage the adverse events. 2.78 0.77
96.1 3.53 0.62 Sub 16.2 Securing the assets for vaccination 2.78 0.81

95.3 3.53 0.61 B･I 16.2.1 Check the military assets for cold chain and secure
them additionally. 2.75 0.84

97.7 3.60 0.56 B･I 16.2.2 Distribute the assets according to the vaccination plan. 2.85 0.77
90.7 3.40 0.65 Competency 17. Strengthening R&D infrastructure to respond infectious diseases 2.46 0.86
89.1 3.31 0.68 Sub 17.1 New technology review 2.49 0.88

90.7 3.40 0.65 B･I 17.1.1 Review the introductions of new technologies flexibly
such as diagnostic tests, devices, applications, etc. 2.58 0.83

89.1 3.36 0.67 Sub 17.2 Planning and supporting researches related to infectious
diseases 2.49 0.89

89.1 3.32 0.68 B･I 17.1.2 Select the project for the policy research. 2.46 0.87
88.4 3.33 0.70 B･I 17.1.3 Organize and support the team for planning research. 2.48 0.9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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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63 0.44 <Response> 2.95 0.61

96.9 3.60 0.55 Competency 18. Maintaining the response system to emerging infectious diseases 2.90 0.76
96.9 3.58 0.55 Sub 18.1 Update of the countermeasure plans by stage 2.83 0.72
98.5 3.62 0.52 B･I 18.1.1 Determine the situation continuously. 2.90 0.73

95.4 3.55 0.58 B･I 18.1.2 Analyze the outbreak status of infectious diseases within
the military and predict the future outbreak. 2.74 0.79

97.7 3.60 0.56 B･I 18.1.3 Apply the results of risk evaluation to the plans continuously. 2.78 0.79

96.9 3.58 0.55 B･I 18.1.4 Evaluate the current response level and identify
additional response elements. 2.84 0.74

98.5 3.59 0.52 B･I 18.1.5 Disseminate updated guidelines in a real time basis. 2.99 0.76
96.9 3.58 0.55 Sub 18.2 Operation of risk management organization 2.78 0.80

93.1 3.47 0.62 B･I 18.2.1 Maintain military governance and internal and external
network. 2.71 0.79

97.7 3.58 0.54 B･I 18.2.2 Operate it according to the specified role and responsibility. 2.85 0.78
95.4 3.52 0.58 B･I 18.2.3 Operate common decision-making system. 2.78 0.79
97.7 3.57 0.54 Sub 18.3 Management of risk cases 2.84 0.79

96.9 3.55 0.56 B･I 18.3.1 Analyze causes and phenomena, and apply them to the
countermeasure process by case. 2.83 0.79

96.9 3.58 0.55 B･I 18.3.2 Prevent similar cases by sharing cases. 2.84 0.78

96.9 3.55 0.56 B･I 18.3.3 Oversee admission and management system for
suspicious patients, contacts, etc. 2.82 0.78

96.9 3.51 0.56 Sub 18.4 Evaluation of response results regularly and giving
feedback 2.85 0.76

96.2 3.52 0.57 B･I 18.4.1 Perform post-event evaluation continuously even at the
response step. 2.79 0.76

96.2 3.48 0.57 B･I 18.4.2 Evaluate the prevention effects (performance) and loss
from responses. 2.77 0.79

97.7 3.54 0.54 B･I 18.4.3 Apply the evaluation on the responses when updating
the response plan. 2.82 0.77

99.2 3.71 0.47 Competency 19. Implementation of countermeasures for diagnosedpatients in the military 3.09 0.74

99.2 3.65 0.49 Sub 19.1 Management of diagnosed patients within the military 3.05 0.77

99.2 3.67 0.49 B･I 19.1.1
Oversee the process to handle the diagnosed patients
according to the plan, if occurred (steps of report,
admission, treatment, and after treatment completion).

3.12 0.75

100.0 3.71 0.45 B･I 19.1.2 Collaborate with health authority to manage diagnosed
patients. 2.96 0.84

100.0 3.63 0.48 B･I 19.1.3 Operate follow-up system for the health conditions of
diagnosed patients. 2.92 0.86

96.2 3.55 0.57 B･I 19.1.4 Establish the return process to force after discharging. 2.95 0.81

99.2 3.66 0.49 Sub 19.2 Implementation of proper quarantine procedure in the unit
depending on the results of epidemiologic investigation 3.04 0.80

99.2 3.66 0.49 B･I 19.2.1 Evaluate further infection risk within the unit. 3.02 0.81

98.5 3.57 0.53 B･I 19.2.2 Operate follow-up system for the health conditions of
contacts. 2.94 0.8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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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7.7 3.58 0.54 Sub 19.3 Review and adjustment of additional diagnostic tests 2.96 0.80

97.7 3.59 0.54 B･I 19.3.1
Classify the subjects for diagnostic tests based on the
epidemiologic investigation and adjust the test items, if
necessary.

2.97 0.82

100.0 3.62 0.48 B･I 19.3.2 Establish additional countermeasure plans depending on
the results of diagnostic tests. 2.97 0.80

96.9 3.66 0.53 Competency 20 Performing the tasks of military medical institutions 3.05 0.71

98.5 3.63 0.51 Sub 20.1 Maintaining military medical function to respond
infectious diseases 3.02 0.70

98.5 3.64 0.51 B･I 20.1.1 Manage the operations of screening centers and
admission beds. 3.03 0.74

98.5 3.61 0.52 B･I 20.1.2 Check the transportation system for diagnosed patients
frequently. 2.96 0.73

97.7 3.65 0.52 B･I 20.1.3 Oversee whether to comply with the protocol to prevent
from hospital acquired infections. 3.01 0.73

99.2 3.65 0.49 B･I 20.1.4 Monitor whether any vacancy area for medical care. 3.00 0.73
96.2 3.62 0.56 Sub 20.2 Operation of diagnostic test system 2.81 0.86
96.2 3.59 0.56 B･I 20.3.1 Support diagnostics tests by priority. 2.83 0.83

96.9 3.58 0.55 B･I 20.3.2 Share the results by lab network within the military
medical institutions. 2.85 0.83

96.2 3.55 0.57 B･I 20.3.3 Analyze the lab information regularly to monitor
infectious diseases regularly. 2.77 0.87

94.6 3.48 0.60 B･I 20.3.4 Monitor the results of quality control in the lab. 2.68 0.84
97.7 3.63 0.53 Competency 21. Operation of epidemiologic investigation system 2.82 0.84

96.9 3.61 0.55 Sub 21.1 Oversight of epidemiologic investigation system 2.83 0.80

95.4 3.55 0.58 B･I 21.1.1
Acquire the information on the results of epidemiologic
investigation using network among private, public, and
military.

2.72 0.86

97.7 3.59 0.54 B･I 21.1.2 Analyze the results of epidemiologic investigation
regularly and share them within the military. 2.82 0.81

99.2 3.62 0.50 B･I 21.1.3 Apply the results of epidemiologic investigation to
military countermeasure plans. 2.79 0.78

97.7 3.57 0.54 B･I 21.1.4 Check the competency and working conditions of
military epidemiologic investigation officers frequently. 2.69 0.80

96.9 3.62 0.55 Competency 22. Adjustment and control of quarantine guideline in the military 2.97 0.72

96.9 3.60 0.55 Sub 22.1
Overseeing the guideline implementation to block the
introduction and outbreak of infectious diseases in the
military

3.06 0.69

96.2 3.61 0.56 B･I 22.1.1 Establish quarantine guideline with standardized criteria. 3.00 0.69

95.4 3.55 0.58 B･I 22.1.2 Control the military activities limitedly to prevent the
outbreak of infectious diseases in the military. 3.02 0.74

96.2 3.58 0.57 B･I 22.1.3 Check the status of guideline implementation by type of unit. 3.03 0.73

96.2 3.52 0.57 B･I 22.1.4 Share the perception that limited countermeasure is a public duty. 3.00 0.74

96.9 3.52 0.56 B･I 22.1.5 Provide the tool to evaluate the hygiene and risk in the
unit to be able to evaluate themselves. 2.85 0.8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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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ractical
Relevance
(%)

Relevance
Preliminary competencies, Subompetency & Behavioral indicators

Performance
Means SD Means SD
(4 point scale) (4 point scale)

93.8 3.47 0.61 Sub 22.2 Deduction of the mutual supplementary project according
to the countermeasure to limit military activities 2.95 0.72

92.2 3.45 0.66 B･I 22.2.1 Secure resting condition of soldiers. 3.00 0.71

93.0 3.45 0.65 B･I 22.2.2 Operate health enhancement programs such as stress
management, etc. 2.82 0.76

91.5 3.35 0.65 B･I 22.2.3 Operate social supporting services of soldiers. 2.71 0.82

98.4 3.62 0.52 Competency 23. Management of human and material resources in anintegrative way 2.85 0.80

98.4 3.59 0.52 Sub 23.1 Management of human resources by plan 2.89 0.78
97.7 3.61 0.53 B･I 23.1.1 Dispatch the human resources by priority. 2.92 0.74
93.8 3.47 0.64 B･I 23.1.2 Monitor physical and psychological health. 2.78 0.75

94.6 3.49 0.60 B･I 23.1.3
Evaluate the competency of whole staff including
healthcare professionals, administrative supporting
members, etc.

2.81 0.75

96.9 3.57 0.55 Sub 23.2 Logistic supports for medical care by plan 2.83 0.79
96.1 3.56 0.57 B･I 23.2.1 Distribute them by priority considering inventory level. 2.86 0.77

96.1 3.55 0.57 B･I 23.2.2 Set the goal of inventory level to control and manage
the supply and consumption. 2.85 0.81

3.55 0.56 <Recovery> 2.69 0.69
95.4 3.55 0.61 Competency 24. Operation of post-event evaluation system 2.66 0.80
94.6 3.55 0.60 Sub 24.1 Systemic post-event evaluation 2.69 0.81
89.2 3.42 0.68 B･I 24.1.1 Perform evaluation after countermeasure as fast as possible. 2.66 0.81
94.6 3.49 0.62 B･I 24.1.2 Evaluate it depending on the evaluation criteria. 2.68 0.80

92.3 3.44 0.63 B･I 24.1.3 Analyze the effects of countermeasure against infectious
diseases on the military organization and nation. 2.58 0.81

93.8 3.46 0.61 B･I 24.1.4 Prepare the statistics data on the diseases integrating
outbreak information within the military. 2.66 0.78

96.2 3.54 0.57 B･I 24.1.5 Deduct the lessons such as further improvement tasks, etc. 2.77 0.80
94.6 3.51 0.60 B･I 24.1.6 Store the materials on the response process. 2.83 0.81
97.7 3.58 0.54 Sub 24.2 Feedback with post-event evaluation results 2.76 0.82
96.2 3.51 0.57 B･I 24.2.1 Prepare the report with evaluation results systemically. 2.74 0.79

96.9 3.54 0.58 B･I 24.2.2 Apply evaluation results to the countermeasure plans
against emerging infectious diseases. 2.76 0.80

95.4 3.53 0.63 Competency 25. System operation for recovery and restoration 2.75 0.79
95.4 3.55 0.61 Sub 25.1 Recovery of the military healthcare system 2.70 0.74
96.2 3.55 0.60 B･I 25.1.1 Review normalization of military medical functions. 2.73 0.76

97.7 3.55 0.57 B･I 25.1.2 Review the role shift and return plan of military
healthcare professionals. 2.79 0.76

96.2 3.52 0.60 B･I 25.1.3 Evaluate physical and psychological burnout and support
treatments, if necessary. 2.67 0.82

93.8 3.52 0.64 B･I 25.1.4 Review return processes of volunteers and dispatched staff. 2.72 0.78

96.9 3.57 0.58 Sub 25.2 Maintaining the management of diagnosed patients for
emerging infectious diseases 2.79 0.77

95.4 3.48 0.64 B･I 25.2.1 Operate the system to evaluate long-term health effects
from infectious diseases. 2.73 0.79

94.6 3.44 0.64 B･I 25.2.2 Operate programs to recover mental health. 2.62 0.80
96.9 3.53 0.58 Sub 25.3 Restoration of military combat power 2.75 0.73

93.8 3.44 0.66 B･I 25.3.1 Evaluate psychological burnout of military staff from
multiple functions and support them, if necessary. 2.61 0.80

93.8 3.42 0.63 B･I 25.3.2 State opinions on the paradigm shift of training. 2.68 0.7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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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ractical
Relevance
(%)

Relevance
Preliminary competencies, Subompetency & Behavioral indicators

Performance
Means SD Means SD
(4 point scale) (4 point scale)

96.9 3.56 0.58 Competency 26. Strengthening the competency to respond the nextemerging infectious diseases 2.65 0.78

93.1 3.51 0.65 Sub 26.1 Reorganizing the military medical functions to respond
the next emerging infectious diseases 2.60 0.77

93.8 3.48 0.64 B･I 26.1.1
Set the role and responsibility of military medical
organization to respond the next emerging infectious
diseases.

2.60 0.80

94.6 3.50 0.60 B･I 26.1.2 Reestablish the role and relationship of military control
organization for efficiency of countermeasures. 2.60 0.82

93.8 3.48 0.61 B･I 26.1.3
Review whether to make regular functions and
organizations for those established to respond the
emerging infectious diseases.

2.53 0.82

91.5 3.43 0.64 B･I 26.1.4
Review the operation of mutual exchange program with
health authority to strengthen competency (dispatch
liaison officer regularly, etc.).

2.58 0.78

96.2 3.52 0.60 Sub 26.2 System improvement to strengthen competency to respond
infectious diseases 2.68 0.84

96.2 3.53 0.60 B･I 26.2.1 Secure the financial supports to respond the next
emerging infectious diseases. 2.57 0.79

93.1 3.46 0.65 B･I 26.2.2
Prepare the system for dedicated functions of monitoring
infectious diseases, countermeasures, and post-event
evaluation.

2.53 0.84

95.4 3.48 0.61 B･I 26.2.3 Propose the system to acquire professional human resources. 2.56 0.80

94.6 3.48 0.62 B･I 26.2.4 Propose the system to introduce medical materials and
devices timely. 2.65 0.79

94.6 3.49 0.60 B･I 26.2.5 Propose the amendment and maintenance of medical
facilities to respond infectious diseases safely. 2.58 0.83

94.6 3.49 0.60 B･I 26.2.6
Apply the curriculum for general soldiers to strengthen
their response competency to the response process to
infectious diseases.

2.59 0.82

96.2 3.59 0.56 Sub 26.3 Strengthening the competency of the military healthcare
professionals 2.68 0.82

95.4 3.55 0.61 B･I 26.3.1 Develop and normalize the curriculum to respond
infectious diseases for healthcare professionals. 2.60 0.84

94.6 3.53 0.60 B･I 26.3.2 Develop scenario-based training program (combat under
COVID-19 situation, etc.). 2.55 0.82

96.2 3.53 0.57 B･I 26.3.3 Strengthen competency of epidemiologic investigation for
infectious diseases. 2.68 0.82

92.3 3.49 0.66 B･I 26.3.4 Strengthen research infrastructure related to infectious
diseases within the military. 2.60 0.84

95.4 3.49 0.61 Sub 26.4 Strengthening lab competency for diagnostic tests 2.54 0.90

95.4 3.45 0.63 B･I 26.4.1 Review and introduce new technologies actively to
strengthen the monitoring competency. 2.57 0.90

94.6 3.45 0.65 B･I 26.4.2 Design military strength with real-time monitoring
system for infectious diseases, etc. 2.52 0.8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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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 최종 역량 및 행동지표 확정

내용타당도 검증을 통해 도출된 역량(안)은 위기관리 단계별 26개의 역량(안), 74개

의 하위역량(안), 254개의 행동지표(안)으로 구성되어 현장 수용성을 향상시키기 위해

추가적으로 군 보건의료전문가 워크샵을 실시했고, 역량의 중복성을 검토하여 최종

역량을 확정하였다.

위기관리 단계와 무관하게 기본적으로 갖추어야 할 역량 중 위기관리 의사소통은

“리더십” 역량으로 통합하였고, 감시단계의 신종감염병 감시, 조기경보, 위험평가 및

분석은 “신종감염병 감시 및 경보”로 통합하였다. 대비 및 예방단계의 역량은 유지하

되 일부 용어를 수정하고 하위역량과 행동지표를 수정, 통합하여 최종적으로 “신종감

염병 위기관리 네트워크 운영 역량”, “신종감염병 관리를 위한 지식과 기술”, “대응

계획 수립 역량”, “위기관리조직 운영 역량”, “군 의료기관 임무 수행 준비 역량”, “역

학조사 준비 역량”, “군 보건의료인력 배치 준비 역량”, “군 의무군수지원 계획 역량”,

“재정자원 확보 역량”, “윤리 및 적법한 대응 체계 구축 역량”, “예방접종 인프라 구

축”, “연구기술 인프라 강화” 등 12개로 확정하였다. 대응단계에서는 군 의료기관 운

영과 역학조사 시스템 운영을 “군 의료기능 유지”로 통합하였고, 인적･물적 자원의 통

합적 관리는 대비 및 예방의 내용과 중복된다고 판단하여 삭제하여 “신종감염병 대응

체계 유지 역량”, “군내 확진자 발생 대응 역량”, “군 의료기능 유지 역량”, “군내 방

역지침 조정 및 통제 역량” 등 4개 역량을 확정하였다. 회복단계에서는 “사후 평가 시

스템 운영 역량”, “회복 및 복구 시스템 운영 역량”, “차기 신종감염병 대응을 위한

역량 강화 역량” 등 3개 역량을 유지하되 하위역량과 행동지표를 통합, 수정하였다.

검토과정은 <Table 11>와 <부록 10>에 제시하였으며 최종적으로 역량 21개, 하위역

량 48개, 행동지표 146개를 확정하였다<Table 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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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11> Determination of final competency

Phase Competencies Phase Final Competencies

Basic
(2)

1. Leadership
2. Risk communication

Leadership
(1)

1. Leadership

Detection
(3)

3. Monitoring emerging infectious diseases
4. Early alert of emerging infectious diseases
5. Evaluation and analysis for the risks of

introduction and outbreak of emerging
infectious diseases in the military

Detection
(1)

2. Monitoring and detection emerging
infectious diseases

Preparation
/

Prevention
(12)

6. Operation of network for risk management
of emerging infectious diseases

7. Knowledge and skills to manage
emerging infectious diseases

8. Establishment of the countermeasure plans
against the emerging infectious diseases

9. Establishment of risk management
organization

10. Preparing the implementation of duties
in the military medical units

11. Preparation of epidemiologic investigation
12. Preparing the dispatchment of the

military healthcare professionals
13. Planning logistic supports for medical

care in the military
14. Securing financial resources
15. Establishment of ethical and legal

response system.
16. Establishment of infrastructure for

vaccinations
17. Strengthening R&D infrastructure to

respond infectious diseases

Preparation
/

Prevention
(12)

3. Operation of network for risk management
of emerging infectious diseases

4. Knowledge and skills to manage
emerging infectious diseases

5. Establishment of the countermeasure plans
against the emerging infectious diseases

6. Operation of risk management
organization

7. Preparing the implementation of military
medical duties

8. Preparation of epidemiologic investigation
9. Preparing the dispatchment of the

military healthcare professionals
10. Planning logistic supports for medical

care in the military
11. Securing financial resources
12. Establishment of ethical and legal

response system.
13. Establishment of infrastructure for

vaccinations
14. Strengthening R&D infrastructure to

respond infectious diseases
Response
(6)

18. Maintaining the response system to
emerging infectious diseases

19. Implementation of countermeasures for
diagnosed patients in the military

20. Performing the tasks of military
medical institutions

21. Operation of epidemiologic investigation
system

22. Adjustment and control of quarantine
guideline in the military

23. Management of human and material
resources in an integrative way

Response
(4)

15. Maintaining the response system to
emerging infectious diseases

16. Implementation of countermeasures for
diagnosed patients in the military

17. Performing the tasks of military
medical functions

18. Adjustment and control of quarantine
guideline in the military

Recovery
(3)

24. Operation of post-event evaluation system
25. System operation for recovery and

restoration
26. Strengthening the competency to respond

the next emerging infectious diseases

Recovery
(3)

19. Operation of post-event evaluation system
20. System operation for recovery and

restoration
21. Strengthening the competency to respond

the next emerging infectious diseas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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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12> Final Competencies and Behavioral indicators
<Leadership>

Competency 1. Leadership
Sub 1.1 Organizing leadership group

B･I 1.1.1 Allocate feasible roles by staff function.
Sub 1.2 Decision making

B･I 1.2.1 Prepare the justification for decision making based on the expertise as the healthcare professional.
B･I 1.2.2 Make decision flexibly according to the situational changes.

Sub 1.3 Conflict management
B･I 1.3.1 Check the difficulties in the site and prepare the feedback system to improve those.
B･I 1.3.2 Acknowledge expert’s opinion regardless of the decision-making hierarchy.
B･I 1.3.3 Have the skills of persuasion and negotiation.
B･I 1.3.4 Acknowledge and share the importance of collaboration and cooperation.

Sub 1.4 Understanding and practice of communication principles
B･I 1.4.1 Organize official team dedicated for communication.

B･I 1.4.2 Organize the message considering the impacts by subjects (military, healthcare professionals, general
citizens, etc.)

B･I 1.4.3 Communicate in a timely manner and, if necessary, deliver the information upon determining
the proper time.

B･I 1.4.4 Respond to wrong information and prevent it in advance.
<Detection>

Competency 2 Monitoring and detection emerging infectious diseases
Sub 2.1 Early detection of crisis operating monitoring system

B･I 2.1.1 Understand domestic and overseas network for monitoring of infectious diseases.

B･I 2.1.2 Operate the system to share the information on emerging infectious diseases with health
authority.

B･I 2.1.3 Operate monitoring system for infectious diseases and collect the outbreak information in the military.
B･I 2.1.4 Manage the statistics and information on the outbreak in the military.

Sub 2.2 Evaluation of risks by stage and area of crisis alert

B･I 2.2.1 Evaluate level of risks depending on the progress of situation and predict the future risk level
regularly.

B･I 2.2.2 Apply the results of risk evaluation and analysis to the countermeasure plans.
Sub 2.3 Operation of protocol to alert emerging infectious diseases earlier

B･I 2.3.1 Alert and disseminate the information in a timely manner determining the timing based on the
evidences.

<Preparation / Prevention>
Competency 3. Operation of network for risk management of emerging infectious diseases
Sub 3.1 Operation of governance within the military

B･I 3.1.1 Understand authorities, role and responsibility of each organization.
B･I 3.1.2 Include the function that can review legal matters, regulations, and policies in the governance.
B･I 3.1.3 Prepare the process of opinion mediation within the governance.

Sub 3.2 Collaboration with expert groups in private and public and organizing consulting network
B･I 3.2.1 Prepare the system to share the information with central government and health authorities in the community.
B･I 3.2.2 Organize the expert panels by area.
B･I 3.2.3 Establish the collaborative exercise plan.

Competency 4. Knowledge and skills to manage emerging infectious diseases
Sub 4.1 Knowledge on the management of emerging infectious diseases

B･I 4.1.1 Understand the characteristics of infectious diseases such as dissemination, latent period, etc.
and their management principles to manage them.

B･I 4.1.2 Understand national and military crisis management system and the strategies.

B･I 4.1.3 Understand the main contents of the regulations, rules, and manuals related to infectious
diseases in the nation and milita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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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ub 4.2 Planning skill of countermeasure against the emerging infectious diseases

B･I 4.2.1 Set and share the roles and goals of medical organization in the military by crisis stage of
infectious diseases.

B･I 4.2.2 Utilize the lessons from the past countermeasure experiences to the current evaluation on the
situation.

B･I 4.2.3 Have the administrative capability required to establish and prepare the countermeasure plans
against the emerging infectious diseases.

Competency 5. Establishment of the countermeasure plans against the emerging infectious diseases
Sub 5.1 Establishment of countermeasure plans

B･I 5.1.1 Organize countermeasure strategy and roadmap.
B･I 5.1.2 Consider the duties and priorities of the military organization.
B･I 5.1.3 Recognize the healthcare requirements in the military organization.
B･I 5.1.4 Establish the plans to be consistent with the guidelines by the national health authority.

B･I 5.1.5 Integrate the countermeasure plans against the infectious diseases by the Ministry of Defense and apply
them into the plan.

B･I 5.1.6 Apply the processes to be able to collaborate with relevant internal and external institutions.
B･I 5.1.7 Plan them to be able to apply flexibly and timely depending on the situation.
B･I 5.1.8 Prepare the system for reporting, issuing, and delivering the countermeasure plans.
B･I 5.1.9 Evaluate the feasibilities of countermeasure plans in advance.(e.g. TTX, etc.)

Sub 5.2 Establishment of emergency plan considering the pandemic situation
B･I 5.2.1 Detect the pandemic and predict its impact.

B･I 5.2.2 Establish the detailed plans to prepare the pandemic situation including emergency mobilization,
support, enhanced management, etc.

Sub 5.3 Establishment of the military recovery plan
B･I 5.3.1 Share the recovery plan with health authority and community.
B･I 5.3.2 Establish the plan collecting opinions from medical units and frontal line units in the military.

Sub 5.4 Preparation of the protocol for post-event evaluation

B･I 5.4.1 Organize dedicated post-event evaluation team with internal and external stakeholders. (e.g.
future operations section)

B･I 5.4.2 Prepare the evaluation criteria for response results by phase, area, and time.
Competency 6. Operation of risk management organization

Sub 6.1 Operation of the relevant risk management organization depending on the organization level
(e.g. quarantine countermeasure headquarter)

B･I 6.1.1 Organize commanding and control organizations.
B･I 6.1.2 Materialize role and responsibility by function.
B･I 6.1.3 Maintain collaborative relationship with relevant institutions.

B･I 6.1.4 Perform simulation in advance with those who will be dispatched to crisis management
organization.

B･I 6.1.5 Prepare operation manual for crisis management organization
Competency 7. Preparing the implementation of military medical duties

Sub 7.1 Establishment of countermeasure plans in the military medical units
B･I 7.1.1 Consider additional (new) functions to respond infectious diseases.
B･I 7.1.2 Establish the plans to secure the competency to meet the requirements.
B･I 7.1.3 Adjust non-essential functions by choice and concentration.
B･I 7.1.4 Maintain essential function of routine medical supports.

B･I 7.1.5 Include the methods to supplement declined functions in the plan such as entrusted medical
care, etc.

Sub 7.2 Preparation of the medical care system for patients
B･I 7.2.1 Establish the admission and treatment plan for diagnosed patients.
B･I 7.2.2 Prepare transportation system for diagnosed patients.



67

Sub 7.3 Establishment of the plan to prevent from hospital acquired infections

B･I 7.3.1 Check the medical facility operation plan such as separation the moving lines in the hospital
according to the characteristics of infectious diseases.

B･I 7.3.2 Materialize the operation concepts of triage center, screening center, etc.
B･I 7.3.3 Establish admission and management plans for suspicious patients.

Sub 7.4 Preparation of the system for diagnostic tests
B･I 7.4.1 Evaluate test capability, and if necessary, establish the expansion plan.
B･I 7.4.2 Adjust the functions of lab determining priority.

Sub 7.5 Review of national crisis supports in advance
B･I 7.5.1 Acquire the information on the national crisis supports in advance.
B･I 7.5.2 Review the operation plan of hospitals dedicated for infectious diseases by stage.
B･I 7.5.3 Review priority mission when dispatching medical staff in the military.

Competency 8 Preparation of epidemiologic investigation
Sub 81 Understanding of the epidemiologic investigation on the infectious diseases

B･I 8.1.1 Understand the process and methods of epidemiologic investigation.
B･I 8.1.2 Understand how to manage patients and contacts.

Sub 8.2 Establishment of the systemic epidemiologic investigation
B･I 8.2.1 Unify the operation and management system for officers of military central epidemiologic investigation.
B･I 8.2.2 Develop working manual for officers of military epidemiologic investigation.

B･I 8.2.3 Establish the plan to evaluate the level of epidemiologic investigation regularly such as
individual officer’s competency and the system competency.

B･I 8.2.4 Maintain the network between public and private epidemiologic investigation institutions.
B･I 8.2.5 Organize the separate team to integrate and analyze the results of epidemiologic investigation.
B･I 8.2.6 Organize the system of case monitoring and follow up for contacts.

B･I 8.2.7 Guarantee the working conditions of epidemiologic investigation officers such as resting hours,
compensation, etc.

Competency 9. Preparing the dispatchment of the military healthcare professionals
Sub 9.1 Securing expertise the expertise of healthcare personnels

B･I 9.1.1 Organize roadmap to strengthen competency.
B･I 9.1.2 Perform training on the infectious disease status in a timely manner.
B･I 9.1.3 Perform joint training with relevant institutions in the military.

Sub 9.2 Securing the staff in a stable manner
B･I 9.2.1 Establish the plan to secure the additional staff.

B･I 9.2.2 Plan to be able to shift into the alternative function preparing crisis situation. (e.g. backup
organization, etc.)

B･I 9.2.3 Prepare inducement and compensation to participate in responding infectious diseases.
Sub 9.3 Establishment of the plan to manage the responding staff

B･I 9.3.1 Establish human resource plan to dispatch the right persons in the right places according to
the priority.

B･I 9.3.2 Perform training in advance before dispatching the staff.
B･I 9.3.3 Prepare the system to manage the physical, psychological and mental health for the dispatched staff.
B･I 9.3.4 Share the value that contributes the national crisis situation and strengthen internal motivation.

Competency 10. Planning logistic supports for medical care in the military
Sub 10.1 Establishment of the logistic supports plan for medical care in a stable manner

B･I 10.1.1 Organize the roadmap for logistic supports.
B･I 10.1.2 Evaluate the current and required inventory level.
B･I 10.1.3 Establish the contingency plan such as inventory shortage, etc. (support by health authority, etc.)
B･I 10.1.4 Review the priority standard of supply.

Sub 10.2 Establishment of the plan to manage the military medical facility
B･I 10.2.1 Check the facility to respond the situation such as negative pressure facility, etc.
B･I 10.2.2 Check the additional facility to respond the situation and determine the priority.
B･I 10.2.3 Secure the resources to expand the facility and establish the installation pla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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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mpetency 11. Securing financial resources
Sub 11.1 Securing the financial resources in a stable manner

B･I 11.1.1 Prepare the financial support system to respond the emergency situation in a timely manner.
B･I 11.1.2 Prepare the priority standard to use the financial resources.

Competency 12. Establishment of ethical and legal response system.
Sub 12.1 Understanding the ethical viewpoints and applying them to the countermeasure plans

B･I 12.1.1 Form the consensus on the common values of the military healthcare professionals.
B･I 12.1.2 Prepare separate management plans to protect high-risk group and vulnerable group.

Sub 12.2 Establishment of system for legally acceptable responses

B･I 12.2.1 Prepare and disseminate the process on the legal issues that can be occurred during the responding
process to infectious diseases such as consent for essential test, privacy protection, etc.

B･I 12.2.2 Protect human rights such as privacy and personal information.
Competency 13. Establishment of infrastructure for vaccinations
Sub 13.1 Establishment of vaccination plan

B･I 13.1.1 Determine priority of vaccination in the military.
B･I 13.1.2 Establish the plan to prepare the massive vaccination.
B･I 13.1.3 Establish the plan to manage the adverse events.
B･I 13.1.4 Check the military assets for cold chain and secure them additionally.

Competency 14. Strengthening R&D infrastructure to respond infectious diseases
Sub 14.1 New technology review

B･I 14.1.1 Review the introductions of new technologies flexibly such as diagnostic tests, devices,
applications, etc.

Sub 14.2 Planning and supporting researches related to infectious diseases
B･I 14.2.1 Select the project for the policy research.
B･I 14.2.2 Organize and support the team for policy research.

<Response>
Competency 15. Maintaining the response system to emerging infectious diseases
Sub 15.1 Update of the countermeasure plans by stage

B･I 15.1.1 Analyze the outbreak status of infectious diseases within the military and predict the future outbreak.
B･I 15.1.2 Disseminate updated guidelines in a real time basis.

Sub 15.2 Evaluation of response results regularly and giving feedback
B･I 15.2.1 Perform post-event evaluation continuously even at the response step.
B･I 15.2.2 Evaluate the prevention effects (performance) and loss from responses.

Competency 16. Implementation of countermeasures for diagnosed patients in the military
Sub 16.1 Management of diagnosed patients within the military

B･I 16.1.1 Oversee the process to handle the diagnosed patients according to the plan, if occurred (steps
of report, admission, treatment, and after treatment completion).

B･I 16.1.2 Collaborate with health authority to manage diagnosed patients.
B･I 16.1.3 Establish the return system to the unit and the health conditions follow-up system for patients.

Sub 16.2 Implementation of proper quarantine procedure in the unit depending on the results ofepidemiologic investigation
B･I 16.2.1 Evaluate further infection risk within the unit.
B･I 16.2.2 Operate follow-up system for the health conditions of contacts.
B･I 16.2.3 Prevent similar cases by sharing cases.
B･I 16.2.4 Oversee admission and management system for suspicious patients, contacts, etc.

Competency 17 Performing the tasks of military medical functions
Sub 17.1 Maintaining military medical function to respond infectious diseases

B･I 17.1.1 Manage the operations of screening centers and admission beds.
B･I 17.1.2 Check the transportation system for diagnosed patients frequently.
B･I 17.1.3 Oversee whether to comply with the protocol to prevent from hospital acquired infections.
B･I 17.1.4 Monitor whether any vacancy area for medical care.
B･I 17.1.5 Support diagnostics tests by priorit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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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ub 17.2 Oversight of epidemiologic investigation system
B･I 17.2.1 Analyze the results of epidemiologic investigation regularly and share them within the military.
B･I 17.2.2 Apply the results of epidemiologic investigation to military countermeasure plans.

Competency 18. Adjustment and control of quarantine guideline in the military

Sub 18.1 Overseeing the guideline implementation to block the introduction and outbreak of infectiousdiseases in the military
B･I 18.1.1 Establish quarantine guideline with standardized criteria.

B･I 18.1.2 Control the military activities limitedly to prevent the outbreak of infectious diseases in the
military.

B･I 18.1.3 Operate integrated support programs such as stress management, etc.
<Recovery>

Competency 19. Operation of post-event evaluation system
Sub 19.1 Systemic post-event evaluation

B･I 19.1.1 Perform evaluation after countermeasure as fast as possible.

B･I 19.1.2 Analyze the effects of countermeasure against infectious diseases on the military organization
and nation.

B･I 19.1.3 Prepare the statistics data on the diseases integrating outbreak information within the military.
Sub 19.2 Feedback with post-event evaluation results

B･I 19.2.1 Store the materials on the response process.
B･I 19.2.2 Apply evaluation results to the countermeasure plans against emerging infectious diseases.

Competency 20. System operation for recovery and restoration
Sub 20.1 Recovery of the military healthcare system

B･I 20.1.1 Review normalization of military medical functions.
B･I 20.1.2 Review the role shift and return plan of military healthcare professionals.

Sub 20.2 Restoration of military combat power
B･I 20.2.1 Operate the system to evaluate long-term health effects from infectious diseases.
B･I 20.2.2 Operate programs to recover mental health.

Competency 21. Strengthening the competency to respond the next emerging infectious diseases
Sub 21.1 System improvement to strengthen competency to respond infectious diseases

B･I 21.1.1 Secure the financial supports to respond the next emerging infectious diseases.
B･I 21.1.2 Propose the system to acquire professional human resources.
B･I 21.1.3 Propose the system to introduce medical materials and devices timely.

B･I 21.1.4 Propose the amendment and maintenance of medical facilities to respond infectious diseases
safely.

B･I 21.1.5 Design military strength with real-time monitoring system for infectious diseases, etc.
B･I 21.1.6 Propose opinions on the paradigm shift of military training. from the health care perspective

Sub 21.2 Reorganizing the military medical functions to respond the next emerging infectious diseases

B･I 21.2.1 Set the role and responsibility of military medical organization to respond the next emerging
infectious diseases.

B･I 21.2.2 Reestablish the role and relationship of military control organization for efficiency of
countermeasures.

B･I 21.2.3 Review whether to make regular functions and organizations for those established to respond
the emerging infectious diseases.

Sub 21.3 Strengthening the competency of the military healthcare professionals

B･I 21.3.1 Develop and normalize the curriculum to respond infectious diseases for healthcare
professionals.

B･I 21.3.2 Strengthen competency of epidemiologic investigation for infectious diseases.
B･I 21.3.3 Strengthen research infrastructure related to infectious diseases within the milita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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Ⅵ. 논 의

본 연구는 군 보건의료관리자의 신종감염병 위기관리 역량 및 행동지표를 개발하여

역량강화를 위한 교육 프로그램과 측정도구 개발, 정책 수립의 기초자료를 제공하기

위해 시도되었다. 본 연구를 통해 21개의 역량, 48개의 하위역량, 146개의 행동지표로

구성된 군 보건의료관리자의 신종감염병 위기관리 역량 지표를 개발하였으며, 실무

적합도와 수행수준을 조사하였다. 연구 결과에 따른 구체적 논의는 다음과 같다.

A. 신종감염병 위기관리 역량 및 행동지표 구성

본 연구는 주제범위 문헌고찰과 행동사건면접에서 도출된 역량과 행동지표의 구성

요소들을 Pearson & Mitroff(1993)의 위기관리 단계에 따라 분류하여 구성하였다.

WHO가 195개의 회원국을 대상으로 5년 주기로 국가별 공중보건위기 대비 역량을 평

가할 때 JEE 도구(WHO, 2016)를 사용하는데, 이 도구는 예방(Prevent), 감시(Detect),

대응(Respond), 기타 영역으로 항목을 분류하고 있다. 본 연구에서는 위기관리 의사소

통은 위기관리 전 단계에 요구되는 역량으로 평가하여 특정 단계에 포함하지 않았는

데, JEE 도구는 대응 영역으로 분류하고 있으며, 본 연구에서 대비 및 예방단계에 포

함하고 있는 인력 역량 강화와 위기관리 네트워크 구성 등은 JEE 도구에서는 대응영

역에 분류하고 있다. 또한, Johns Hopkins의 보건안보센터와 비정부기구 핵 위협구성

(Nuclear Threat Initiative; NTI)이 WHO 회원국을 대상으로 국가별 보건안보 대비

능력을 평가하는 글로벌 보건안보지수(Global Health Security Index, 이하 GHS 지

수)에서는 예방(Prevent), 감시(Detect), 대응(Respond), 의료시스템(Health system),

규범(Norms), 위험(Risk) 의 영역으로 평가 항목을 분류하고 있다(NTI and Johns

Hopkins University Centre for Health Security, 2021). 이 도구에서도 위기관리 의사

소통와 위기관리 네트워크는 대응영역에 포함되어 있었으며 본 연구에서 대응 단계에

포함하고 있는 의료기관에 대한 평가는 별도 영역으로 분류하고 있었다. 이는 JEE 도

구나 GHS 지수의 국가 역량 평가 도구는 단면적 평가를 위해 “영역”별 평가 항목을

분류한 반면, 본 연구는 위기관리를 시간적 흐름의 “단계”로 인식하여(Pearson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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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itroff, 1993) 역량과 관련된 직무를 시간의 순서대로 배치하여 분류한 차이로 분석

된다. 본 연구에서는 연구자의 신종감염병 관리 경험에 기반하여 1차적으로 역량의

구성요소를 위기관리 단계별로 분류하였고 내용타당도 검증과정을 거쳐 수정, 보완하

여 단계별 역량을 확정하였다. 이는 불확실성이 높은 신종감염병이 군 전투력에 미치

는 영향을 효과적으로 예측, 대응, 복구하기 위해 개인과 조직의 체계적 시스템을 확

보하기 위한(Khan et al., 2018) 유용한 방법으로 평가 될 수 있다. Ning, Ren, &

Nkengurutse(2020)과 Petak(1985)가 언급한 바와 같이, 각 역량은 독립적인 것이 아니

라 상호 유기적이고 순환적인 관계를 유지하는 것으로, 각 위기관리 단계별 역량은

해당 단계에서만 한정되어 요구되는 것이 아니라 전 위기관리 과정에 상호 영향을 미

치는 역량으로 인식할 필요가 있겠다.

본 연구는 군 보건의료관리자 개인 차원의 신종감염병 위기관리 역량을 규명하였

다. 구체적으로는 모든 위기관리 단계에 공통적으로 요구되는 리더십 역량을 비롯하

여 감시단계, 대비 및 예방단계, 대응 단계, 회복단계에서 요구되는 21개의 역량을 도

출하였다. 신종감염병에 국한된 위기관리 역량과 관련된 선행 연구는 부족한 것으로

확인되어 보건안보 또는 공중보건위기와 관련된 역량을 설명한 선행연구와 그 속성을

비교해보았다.

JEE 도구(WHO, 2016)는 예방, 감시, 대응, 기타 영역으로 구성되어 최근 강조되고

있는 회복과 관련된 역량(Sun et al., 2018)은 포함되어있지 않았다. 인적자원 역량 강

화(Workforce Development)와 관련된 평가 문항이 있었으나, 이는 의료인, 보건통계

전문가 등 인적 자원을 국가 단위의 조직 체계의 일부로 인식하여 전문가 양성 체계

가 있는지, 그 수는 어느 정도 있는지 정량적으로 평가하는 것에 그쳐 인적자원의 지

식과 기술 측면을 평가하지 않았다는 아쉬움이 있었다.

GHS 지수 도구는 예방, 감시, 대응, 의료시스템, 제도, 사회적 위험 요소 등의 영역

에서 36개의 국가의 역량을 평가하고 있다(NTI and Johns Hopkins University

Centre for Health Security, 2021). GHS 지수도 회복의 영역을 별도로 분류하고 있지

는 않으나 사회적 위험 영역에 사회경제적 회복 탄력성 등을 포함하고 있어 국가차원

의 사회기반 회복에 대한 관심을 제고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하지만 GHS 지수

도구 역시 제도, 사회 기반 시설, 시스템 등을 평가하는 도구이므로, 인적자원 측면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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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도 인구 20만명당 현장 역학 전문가 수, 보건안보 위기 상황에 인적자원을 동원할

수 있는 체계 등 시스템 측면만 평가할 수 있도록 구성되어 있었다. 이러한 차이는

JEE 도구와 GHS 지수 도구는 국가 차원의 정량적 역량(Capacity)을 평가하는 것이

목적이라면, 본 연구의 목적은 관리자 개인의 직무 현장에서 요구되는 지식, 기술, 태

도로 구성된 역량(Competency)을 규명하고자 하는 차이로 인한 것으로 사료된다.

Belfoid et al(2020)는 유럽 각국의 공중보건위기 전문가를 대상으로 델파이 연구를

실시하여 국가가 공중보건위기를 대비하는데 필요한 핵심적 원칙을 6가지 선정하였는

데 구체적으로는 거버넌스 구성 및 운영, 위험 및 위기관리, 역량 강화 및 유지, 감시,

위험 평가, 사후 평가, 학습 및 교훈 영역으로 구성하였다. 거버넌스 구성 및 운영 영

역, 위험 및 위기관리 영역에는 다분야 대비 계획 수립, 부처간 명확한 책임, 우선순

위에 따른 자원관리, 정보 관리 및 소통 등이 포함되어 있어 본 연구에서 개발된 역

량의 리더십, 위기관리 의사소통, 대비 및 예방단계의 역량과 상당히 유사하였다. 역

량 강화 및 유지 영역에서는 교육 훈련의 전략적 중요성, 시뮬레이션 기반의 교육과

교육 효과 분석 등이 포함되어 있어 본 연구의 보건인력 전문성 강화와 유사하였고

감시영역과 위험도 평가 영역의 원칙은 본 연구의 감시단계 역량과 유사하였다. 사후

평가와 학습 영역에서는 대비 단계부터 위기관리 전 과정에서 평가가 지속적으로 이

루어지고 향후 대응과 정책 개선에 활용되어야 한다는 원칙을 강조하고 있어, 본 연

구의 결과와 유사한 관점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하지만 의료기관 및 의

료인력, 의료물자 등을 비축하는 내용, 사회적 혼란과 보건의료인들의 소진, 심리적

불안에 대한 관리, 윤리적, 법적 이슈를 관리하는 내용 등을 포함하지 않고 있었다.

또한 핵심적 원칙만을 중심으로 설명하여, 현장에서 적용되어야 하는 구체적 지침은

제시하지 않았다.

본 연구는 위 선행연구에서 한계점으로 지적된 회복과 학습에 대한 역량을 구체화

하여 차기 신종감염병 관리 역량을 강화하기 위한 패러다임 전환과 제도 개선까지

이끌어 내어 연구를 차별화하였다. 하지만, 대비 및 예방 단계에 필요한 역량은 12개

도출되었으나, 회복 단계에 필요한 역량은 3개로 매우 소수로 도출되었다는 것에 주

목할 필요가 있다. 공중환경에서 근무하는 보건의료인들의 감염병 대응 역량을 규명

한 de Rooij et al(2020)의 연구에서도 회복단계에 필요한 역량이 충분히 개발되지 않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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았다는 것이 제한점으로 지적되었던 것과 유사한 결과이다. IHR(WHO, 2019)는 사후

평가와 회복은 필수적이며 향후 대비와 대응 역량의 기반이 된다고 하였다. 따라서

개발된 3개의 역량이 충분히 위기관리 회복단계를 충족할 수 있는지 평가해볼 필요가

있다. 그럼에도 본 연구는 위기관리 전체 단계에 요구되는 역량을 규명하고 구체적인

행동지표를 제시하여 현장에서 적용하기 용이하다는 것이 매우 큰 강점이다. 또한 군

이라는 특수한 맥락에서 태도와 지식, 기술을 기반으로 군 보건의료관리자의 개인적

차원의 역량을 도출하여 선행문헌에서 국가, 조직, 시스템에 집중된 위기관리 역량의

연구 공백을 매우는 것에 기여했다는데 의의가 있다.

B. 신종감염병 위기관리 역량의 실무적합성 및 수행수준 확인

본 연구에서 도출한 군 보건의료관리자의 신종감염병 위기관리 역량의 모든 역량

및 행동지표의 적합성은 87.7% 이상을 보여 본 연구에서 개발된 역량이 신종감염병

관리에 적합하다고 판단할 수 있었으며 평균 점수(4점 척도)는 3.69 ± 0.47점으로 매우

높은 수준을 보였다. 수행수준(4점 척도)은 2.78 ± 0.59점으로 실무적합성 보다 낮은 수

준을 보였으며 개별 역량의 실무적합도 역시 모두 수행수준보다 높게 나타났다. 이는

감염관리간호사의 역량의 중요도와 수행도를 비교한 연구(최종림, 2017) 등 기존의 보

건의료인의 관리 역량을 다룬 선행 연구와 유사한 결과이다. 실무적합성 측면은 최근

MERS와 코로나19를 경험하면서 관리자로서 요구되는 역량의 필요성에 대한 인식이

높아지면서 본 연구에서 개발된 역량이 관리 현장에 적용되기에 적합하다고 판단한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위기관리 전 단계에 요구되는 관리 역량의 수행수준은 낮게

나타났는데, 이는 조사참여자 중 60%가 소령급 장교였기 때문으로 사료된다. 소령급

장교는 신종감염병 위기 상황을 관리하기보다 실무를 담당하는 계급으로, 각 병과의

특성에 한정된 보직과 임무를 경험하였기 때문에 위기관리 전체 역량에 대한 수행 수

준은 미흡한 것으로 예상할 수 있다. 후속 연구를 통해 병과별, 경험별 수행수준을 확

인하고, 수행수준 향상을 위한 전략과 시스템을 개발하여 할 것이다.

위기관리 전체 과정동안 기본적으로 갖추어야 하는 리더십은 실무적합성과 수행수

준이 모두 평균보다 높은 수준을 보이는 것으로 나타났다. 병원 간호관리자의 역량을

설명한 김성열(2015)의 연구에서도 통솔력, 솔선수범의 속성을 가진 리더십 역량은 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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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도와 수행도가 모두 높은 역량의 결과를 보인 것으로 나타나, 본 연구의 결과와 유

사한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코로나19 등 감염병 위기상황에서 리더십의 중요성은

지속적으로 강조되고 있고(Khan et al., 2018; Zaher et al., 2021), 실제 전쟁이라는 위

기상황을 경험하는 미군 간호관리자의 역량에 관한 연구에서도(Ma et al., 2020) 관리

자의 리더십은 조직원의 역량에 영향을 미친다고 하였다. 따라서 신종감염병으로 인

한 위기상황에서 군 조직의 불안을 최소화하고 효과적으로 관리하기 위해 리더십을

발휘하고 원활한 의사소통을 시행할 수 있도록 관리자의 리더십 역량 개발에 지속적

인 관심이 필요하다.

감시단계에 필요한 감시역량, 조기 경보역량, 위험을 평가 및 분석하는 역량은 모두

실무적합성과 수행수준이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2021년 GHS 평가에서 실시한 감시

및 보고, 검사실 역량 및 질관리 등 한국의 감시 역량은 195개 국가 중 6위로 높은

수준을 보였으나(NTI and Johns Hopkins University Centre for Health Security,

2021) 국가의 높은 수준이 군 조직의 관리자 역량에까지 충분한 영향을 미치지 못한

것으로 판단된다. 군 관리자들의 신종감염병 감시 역량에 대한 실무적합성 인식과 수

행수준이 낮은 것은, 병과별로 그 수준을 비교하지는 않았으나, 군내에서는 감시와 관

련된 업무가 진단검사의학과 군의장교 또는 수의장교 등의 소수인원을 대상이 실무를

담당하고 있어, 그 외 의무병과 장교들은 실무현장에서의 적합성에 대한 인식과 수행

수준이 낮은 것으로 사료된다. 하지만 감염병 감시 역량은 신종감염병 위협을 감소시

킬 수 있는 중요한 요소로(Semenza et al., 2019), 병영생활의 밀집된 형태, 단체로 시

행되는 교육훈련 등의 특성, 더 나아가 중국, 북한, 일본, 러시아 등 동북아 안보정세

와 생물학전 위협에 대응해야하는 군의 임무를 고려하였을 때(심윤섭 등, 2021) 신종

감염병 감시 체계와 조직, 역량의 개발은 간과해서는 안되는 부분이라 볼 수 있다. 한

국군과 미군이 생물학테러 대비와 함께 신종감염병 감시를 위해 신드롬 감시 체계를

구축하기 위한 시도를 하였으나(Rhee et al., 2016) 조직 및 인력의 부족, 군내 공감대

형성 부족으로 현재까지도 답보 상태이다. 응급실증후군 감시 체계 등 정부에서 주도

하는 감시체계 뿐 아니라 군에서 주도하는 법정 감염병 감시체계 등 기존의 감시체계

의 효율성을 강화시키고 민･관･군이 협업과 국제적 공조를 통해 국가 차원의 우수한

감시 역량이 군 의무조직에 확대될 수 있도록 노력이 요구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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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비 및 예방단계는 주제범위 문헌고찰과 행동사건 면접에서도 가장 강조되었던 단

계(Gibson et al., 2012; Khan et al., 2018; Semenza et al., 2019)로 총 12개의 역량

중 7개의 역량이 평균 수행수준 이상인 것으로 나타났는데, 특히 군 의료 임무 수행

준비 및 역학조사 준비 역량이 가장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질병관리청에서 제

공한 코로나19 대응 지침에서 핵심적으로 다루는 내용으로(질병관리청, 2021) 실무 현

장에서 가장 숙달할 수 있었던 영역이었기 때문으로 판단된다. 따라서 실질적인 역량

이 강화되기 위해서는 각 역량에 대한 구체적 지침을 제공할 필요가 있다는 것을 다

시 한번 확인할 수 있었다.

평균 이하의 수행수준으로 상대적으로 취약성을 보인 역량은 신종감염병 위기관리

네트워크 운영 역량, 군 의무군수지원 계획 역량, 재정자원 확보 역량, 윤리적이고 적

법한 대응 체계 구축 역량, 감염병 대응 연구 기술 인프라 강화 역량 등 5개였다. 첫

째, 네트워크 운영 측면을 보면, 한국의 공공보건당국간의 네트워크 구성역량은 GHS

평가에서 1위를 차지할 정도로 우수한 수준이다(NTI and Johns Hopkins University

Centre for Health Security, 2021). 이는 MERS 초기 대응 실패의 원인으로 지적된

네트워크 부족(구주영, 나태준, 2018)을 극복하기 위한 국가차원의 노력의 결과로 볼

수 있다. 따라서 강력한 전투력을 유지하기 위해서 군내･외 전략적 네트워크를 구성

하도록 제도를 마련할 필요가 있다. 둘째, 의무군수 계획 역량 측면을 보면, 의무군수

분야는 의정병과 장교들의 실무 영역이나, 관리자의 차원에서는 의약품, 백신, 의무물

자의 소요를 판단할 수 있도록 임상 의료인과의 소통 창구를 마련하고, 긴급 소요 발

생시 자원을 신속하게 확보(Sun et al., 2018; Llorente-Parrado et al., 2020)할 수 있

도록 보건당국 등과 긴밀한 관계를 유지해야한다. 셋째, 재정자원 확보 역량 측면에서

보자면, 군에서는 재정을 담당하는 재정병과가 별도로 분리되어 있어 의무병과 장교

들의 관심과 업무에 대한 전문성이 부족할 수 있다. 미 육군 간호장교의 관리 역량을

규명한 연구(Ma et al., 2020; Naranjee, Ngxongo, & Sibya, 2019)에서도 불확실성이

강한 전장에서 간호관리자가 주도적으로 변화를 유도하기 위해서는 재정 관리에 대한

역량을 갖추어야 한다고 강조하고 있다. 따라서 군 보건의료관리자의 역량을 개발하

는 프로그램 등을 구성할 때 재정자원을 확보하고 운영하는 교육 내용을 포함할 필요

가 있음을 확인하였다. 넷째, 윤리적이고 적법한 대응 체계 구축 역량 측면을 살펴보

면, 프랑스, 영국, 독일 등에서는 감염병 위기대응의 윤리적 원칙을 검토하고 있으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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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mité Consultatif National D’éthique, 2020; Deutscher Ethikrat, 2020; Nuffield

Council on Bioethics, 2020) 우리나라도 사회적 책임, 취약계층에 대한 지원 등에 대

하여 윤리적 프레임워크를 검토하고 있다(이인영, 2021). 실제로 감염병 유행 상황에

서 개인정보와 자유 등 기본권 침해 발생에 대한 우려는 지속되어 왔다(김재광, 2020;

French & Raymond, 2009). 특히, 계급 구조로 이루어져 있는 군 조직은 인권 보호를

위한 각별한 관심이 요구되므로(이자연, 2018) 관리자는 감염병 관리와 인권보호의 균

형을 유지하기 위해 제도와 지침을 검토할 수 있어야 할 것이. 마지막으로 감염병 대

응을 위한 연구 기술 역량 강화 측면을 살펴보면, 코로나19 위기 상황에서 군은 취합

검사법(pooling test)을 개발하여 대규모 전수조사 검사방법으로 인증받았고, 등온증폭

기술(LAMP)을 이용한 신속검사 방법을 개발하여 기술이전 등을 추진하였다(국군의

무사령부, 2020). 하지만 이러한 성과는 연구를 임무로 하는 국군의학연구소의 성과에

제한되어 있으며, 실제 임상과 야전 현장의 보건의료관리자들은 경험의 부족으로 해

당 직무에 대한 상당한 부담감을 가질 것이다. 차기 신종감염병에 대한 군 대응 뿐

아니라 생물학전 대비능력을 향상시키기 위해서는 신기술 도입 뿐 아니라 감염병으로

인한 신체적, 정신적, 사회적 건강영향력 등을 분석할 수 있도록 정책 연구를 기획할

수 있는 역량을 갖출 필요가 있다.

대응단계의 역량은 실무적합성과 수행수준이 모두 평균 이상의 수준을 보인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응답자의 82.3%가 현재 유행중인 코로나19를 직접 대응한 경험이 있

기 때문인 것으로 생각된다. 코로나19 유행을 거치며 병원의 대응역량 (자원의 조정,

현장의 배치, 지침 이행 감독 등)이 향상하였다는 것을 밝힌 Cuia et al.(2021) 연구와

유사한 결과로 볼 수 있다. GHS 지수 평가에 따르면 한국의 비상대응 시스템 운영 1

위, 의료기관 감염 관리 1위, 의료기관의 역량 2위, 의료인력 배치 5위로 매우 높은

수준의 대응 능력인 것으로 나타났다(NTI and Johns Hopkins University Centre for

Health Security, 2021). 특히 의료기관 감염관리 분야는 MERS 이후 감염병 대응 법

률과 제도를 개선하여 상당히 개선된 것으로 볼 수 있다(이일환, 2017; 정윤진, 최선,

2017). 군은 국가지정입원치료병상 뿐 아니라 감염병 전담병원 등을 운영하고 있으며

(국군의무사령부, 2020) 생물학 테러에 대비하기 위한 안전한 역량을 유지야하므로 꾸

준히 의료기관 내 감염 확산을 차단하고 확진자를 관리하는 시스템을 운영하고 감독

할 수 있는 종합적인 대응 역량을 갖추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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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복단계에 해당하는 사후 평가 시스템 운영 역량, 회복 및 복구 시스템 운영 역

량, 차기 신종감염병 대응을 위한 역량 강화 역량이 모두 수행 수준이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최호철(2019)에 따르면 재난상황에서 정부의 예방, 대비, 대응, 회복 역량은

모두 재난 대응 성과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으로 설명되고 있으나, 이 중, 회복 역량이

가장 큰 영향을 끼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기존의 재난 영역에서 설명하는 복구는 재

난이 발생하기 전의 상태로 신속하게 돌아가는 것을 의미하였다면(김용섭, 2016) 신종

감염병 이후의 회복은 이전의 사회적, 신체적 건강 수준 이상으로 돌아가기 위한 노력으

로 보아야 한다(Jamaludin, Azmir, Mohamad, & Zainal, 2020). 감염병으로 인한 부대

활동의 통제는 군 전투력에 직결되는 위험 요소이므로 감염병 발생 이전 또는 그보다

향상된 보건 환경을 유지하기 위해서는(Hsu et al., 2006; Mao et al. 2021) 회복단계

에서의 역량을 강화하여 미래 군 전투력에 긍정적 변화를 유도할 수 있어야 한다. 이

를 위해 관리자들은 사후평가 결과를 조직, 인력, 재정확보를 위한 제도 개선으로 연

결할 수 있도록 정책적 역량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

본 연구를 통해 위기관리 역량의 실무적합성과 수행수준을 확인하였고 향후 역량

개발과정에서 각별한 관심을 가져야 함을 강조하였다. 뿐만 아니라 개발된 전체 역량

의 수준에 미치는 영향요인을 분석하여 강화시키기 위한 전략을 모색하고 적용함으로

써, 군 보건의료관리자 개인의 역량 강화가 궁극적으로 군 조직의 신종감염병 대응력

을 향상시키는데 기여할 수 있어야 하겠다.

본 연구의 제한점은 다음과 같다.

첫째, 본 연구의 내용타당도 검증을 위한 전문가 패널은 정책부서에서 코로나19 위

기상황을 직접 관리한 경험이 있는 8명으로 구성하였다. 따라서 군 의무의 역할을 전

반적으로 이해하고 대관(大觀)적 입장에서 내용타당도 검증에 참여하였다는 장점은

있으나, 본 연구에서 규명한 역량이 병원부대, 야전부대에서 요구되는 관리 역량을 충

분히 포함했을지 우려를 배제하기 어렵다. 따라서 근무기관에 따른 관리자의 직무를

구분하여 역량을 추가적으로 분석할 필요가 있을 것으로 사료된다.

둘째, 본 연구에서 정의한 “군 보건의료관리자”는 중령 이상의 의무병과 장교이나,

실무적합성과 수행수준을 평가하는 단계에서 소령 이상의 의무병과 장교들을 포함하

였다. 실제 중령 이상의 의무병과 장교는 매우 소수로, 설문조사 진행이 제한됨에 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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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 장차 관리자 역할을 담당하게 될 소령 장교들을 포함하여 조사를 시행하였다. 하

지만 소령 장교들은 대부분 신종감염병 관리 과정에 관리자로 참여하기보다, 일부 직

무에서 실무자로 참여하기 때문에 수행수준을 평가하기에는 경험이 부족하다는 특성

을 고려하여 본 연구의 결과를 해석해야 할 것이다.

C. 연구의 의의

본 연구의 의의는 다음과 같다.

첫째, 신종감염병으로 인한 보건안보 위기는 현재 국제적 이슈로, 이와 관련된 연구의

생태계 조성이 시급한 가운데 이루어진 매우 시기 적절한 연구였다는 것에 의의가 있다.

또한 군 의무조직은 신종감염병으로 인한 국가위기 상황에 초기 대응하는 조직이나, 계

급구조로 이루어진 군 조직에서 접근하기 어려운 관리자의 역량을 질적, 양적 방법을 통

해 규명하였다는 것에 의의가 있다.

둘째, 본 연구에서 도출된 역량과 행동지표는 간호장교 뿐 아니라 군 보건의료관지라

의 신종감염병 위기관리 역량에 대한 기초적인 이해를 제공하였다. 향후 민･관･군에서

신종감염병 뿐 아니라 보건안보영역에 요구되는 역량에 대한 후속 연구를 지속할 수 있

는 초석을 마련하였다는 것에 의의가 있다.

셋째, 공중보건위기 등에 대한 국가, 조직의 역량을 설명한 선행연구는 있었으나, 관리

자 개인의 차원을 설명한 연구는 미흡하였다. 본 연구는 체계적 과정을 통해 국내에서

처음으로 신종감염병 위기 상황에 필요한 관리자 개인의 차원의 역량을 구체적으로 목

록화하였으며, 현장 수용성을 확보하여 실무 현장에 즉각적으로 활용 가능한 역량을 개

발하였다는 것에 의의가 있다.

넷째, 본 연구에서 개발된 역량을 토대로 군 보건의료관리자의 신종감염병 위기관리

역량 강화를 위한 표준화된 교육과정을 개발하는데 근거자료로 활용할 수 있을 것이다.

관리자 개인의 역량을 강화하여 궁극적으로 군의 신종감염병 대응 역량을 강화할 수 있

을 것으로 기대한다.

다섯째, 본 연구에서는 개인 차원의 역량이 군 조직 차원의 신종감염병 대응 역량

강화로 연결되기 위해서는 조직, 인력, 시스템에 대한 보완이 필요함을 설명하였다.

따라서 군 보건의료관리자들의 정책적 역량을 강화하여 군의 대응 역량을 향상시키기

위한 제도 개선의 기초 자료로 활용될 수 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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Ⅶ. 결론 및 제언

A. 결론

본 연구는 신종감염병으로 인한 위기상황에서 군 보건의료 관리자의 위기관리 역량

을 규명하여 위기관리 단계별로 분류하고, 각 역량별 지표를 개발하여 타당도를 검증

하는 방법론적 연구이다. 본 연구는 주제범위 문헌고찰, 행동사건면접, 전문가 패널에

의한 내용타당도 검증 후, 수정 보완하여 최종 역량을 개발하였다. 연구의 결과는 다

음과 같다.

내용타당도 검증 후 개발된 관리역량(안)은 역량(안) 26개, 하위역량(안) 74개, 행동

지표(안) 254개로 구성되었다. 실무적합성과 수행수준의 평균을 비교한 결과, 모든 역

량의 실무적합성이 수행수준보다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단계별 실무적합성 수준은

대비 및 예방단계, 대응단계, 기본역량, 회복단계, 감시단계 순으로 나타났고, 수행수준

은 기본역량, 대비 및 예방단계, 대응단계, 회복단계, 감시단계 순으로 나타났다.

전문가 워크샵을 통해 최종적으로 규명된 관리역량은 역량 21개, 하위 역량 48개,

행동지표는 146개이었다. 위기관리 전 단계에 기본적으로 요구되는 역량은 리더십이

었고, 감시단계에서는 신종감염병 감시 및 경보 역량이 규명되었다. 대비 및 예방단계

에서는 신종감염병 위기관리 네트워크 운영 역량, 신종감염병 관리를 위한 지식과 기

술, 신종감염병 대응계획 수립 역량, 위기관리조직 운영 역량, 군 의료 임무수행 준

비역량, 역학조사 준비 역량, 군 보건의료인력 배치 준비 역량, 군 의무군수지원 계획

역량, 재정자원 확보 역량, 윤리적이고 적법한 대응체계 구축 역량, 예방접종 인프라

구축 역량, 감염병 대응 연구기술 인프라 강화 역량이 요구됨을 알 수 있었다. 대응단

계에 필요한 역량은 신종감염병 대응체계 유지 역량, 군내 확진자 발생 대응 역량, 군

의료기능 유지, 군내 방역지침 조정 및 통제 역량이었고, 회복 단계에는 사후평가 시

스템 운영 역량, 회복 및 복구 시스템 운영 역량, 차기 신종감염병 대응을 위한 역량

강화 역량이 필요한 역량으로 규명되었다.

본 연구는 신종감염병 위기관리 상황에 필요한 군 보건의료관리자의 역량을 위기관

리단계별로 제시함으로써 향후 역량 강화를 위한 표준화된 교육과정을 개발하고 군

의무 조직 및 제도 개선의 기초 자료로 활용이 가능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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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 제언

연구결과를 토대로 실무, 연구, 교육 및 정책 영역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제언한다.

1. 실무

첫째, 본 연구의 결과를 즉각적으로 코로나19 실무 현장에 적용해볼 것을 제언한다.

신종감염병의 주요 특성인 불확실성을 고려하였을 때, 본 연구에서 개발된 관리 역량

을 검증할 수 있는 시기를 놓치지 않아야 한다. 따라서 실무적합성, 유용성에 대한 평

가를 위해 적시적인 적용을 제언한다.

둘째, 군 보건의료관리자의 역량과 행동지표가 군 의무조직의 신종감염병 대응 성

과로 이어지고, 궁극적으로 군 전투력 향상에 기여하기 위해서 실무에서 활용할 수

있는 신종감염병 직무 표준 또는 관리지침을 개발하여야 한다. 본 연구에서는 위기관

리 단계별 역량을 확인하였다. 따라서 단계별 직무 표준과 지침을 구체화하여 역량과

직무과 개연성 있게 개발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셋째, 감염병 관리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윤리적 원칙을 검토하고, 윤리적, 법적

이슈에 대한 제도적 검토를 제언한다. 이를 통해 군인이라는 사회적 취약 집단을 보

호하면서 감염병으로 인한 전투력 손실을 예방할 수 있어야 할 것이다.

2. 연구

첫째, 본 연구는 군 보건의료관리자의 신종감염병 위기관리 역량 개발을 최초로 시

도한 연구로 본 연구 결과를 실무현장에서 반복적으로 확인하여 수정 및 보완할 것을

제언한다. 위기관리 단계별 요구되는 관리역량을 보완하되, 특히, 회복단계에서 필요

한 역량을 심도있게 도출할 것을 제언한다.

둘째, 코로나19는 군 보건의료관리자들의 위기관리 의식을 높이는 기회를 마련하였

다. 따라서 면접 대상자들을 병원부대, 야전부대 등으로 확대하여 질적 연구를 통해

현장에서 요구되는 관리자의 역량과 그 속성을 도출할 것을 제언한다.

셋째, 본 연구는 주관적 수행수준을 평가하여 객관적 역량을 평가하지 못했다. 따라

서 본 연구의 결과를 기초로 객관적으로 군 보건의료관리자의 위기관리 역량을 객관

적으로 측정할 수 있는 도구를 개발할 것으로 제언한다. 더불어 개발된 객관적 역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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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표와 주관적 역량 지표의 차이를 비교하는 연구를 수행할 것을 제언한다.

넷째, 관리자 개인의 역량이 군 의무조직의 역량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는 연구를

실시하여, 조직의 역량 강화에 개인의 역량만으로는 충족되지 않는 요소를 확인하고

조직의 신종감염병 역량을 강화하기 위한 추가 연구와 제도개선을 제언한다.

3. 교육

의무병과 중령급 이상 장교의 위기관리 역량 강화를 위한 표준화된 교육 프로그램

을 개발하되 각 병과별 수행수준을 평가하여 병과별 취약 역량을 식별하고 병과별 맞

춤형 교육을 위한 모듈형 교육 프로그램을 개발을 제언한다. 교육과정을 개발할 때는

민･관･군 감염병 전문가로 다학제팀을 구성하여 교육과 평가의 전문성을 확보하기 위

한 관심을 각별히 기울일 필요가 있다.

4. 정책

본 연구에서 개발된 군 보건의료관리자의 역량이 궁극적으로 양질의 전투력 유지로

이어지기 위해서는 그 역량이 발휘될 수 있는 환경이 조성되어야 한다. 즉, 신종감염

병으로 인한 위기 상황에서 군 의무 조직의 책임과 역할을 구체화하여 명문화하며 군

내에서 보건의료 측면의 의사결정과 통제의 권한을 제도적으로 확보할 수 있도록 정

책을 개발할 것을 제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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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g)+AND+((%26quot%3bhealth+security%26quot%3b+OR+%26quot%3bglobal+health+security%26qu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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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bhealthcare+leadership%26quot%3b+OR+%26quot%3bEOC%26quot%3b+OR+%26quot%3bEmerge
ncy+Operations+Center%26quot%3b+OR+%26quot%3bcommand%26quot%3b+OR+%26quot%3bcontr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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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6quot%3bHealth+and+Care+Professions+Council%26quot%3b)+OR+(MH+%26quot%3bPublic+He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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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Paixão G, et al. 2020 Leadership in a crisis: doing things differently, doing
different things

4 Semenza JC, et al. 2019 Systemic resilience to cross-border infectious disease
threat events in Europe

5 Zhang X, et al. 2020
Prevention and control mechanism for coronavirus
disease 2019 epidemic at the primary level: perspective
from China

6 Morton Hamer
MJ, et al. 2019 Enhancing Global Health Security: US Africa

Command's Disaster Preparedness Program

7 Belfroid E, et al. 2020
Towards defining core principles of public health
emergency preparedness: scoping review and Delphi
consultation among European Union country experts

8 Llorente-Parrado
C, et al. 2020 [Assessment model for evaluating the preparedness

plan for COVID-19 in a tertiary care hospital]

9 Ning Y, et al. 2020 China's model to combat the COVID-19 epidemic: a
public health emergency governance approach

10 Mao X, et al. 2021
An illumination of the ICN's core competencies in
disaster nursing version 2.0: Advanced nursing
response to COVID-19 outbreak in China

11 Boyce MR, et al. 2020
Rapid urban health security assessment tool: a new
resource for evaluating local-level public health
preparedness

12 Schoch-Spana M. 2020
An Epidemic Recovery Framework to Jump-start
Analysis, Planning, and Action on a Neglected Aspect
of Global Health Security

13 Sell TK, et al. 2018
Public Health Resilience Checklist for
High-Consequence Infectious Diseases-Informed by the
Domestic Ebola Response in the United States

14 Johnston I 2020 Australia's public health response to COVID-19:
what have we done, and where to from here?

15 Eby C. 2014
Global agenda, local health: including concepts of
health security in preparedness programs at the
jurisdictional level

16 Hsu EB, et al. 2006 Healthcare worker competencies for disaster training

17 Markenson D, et al. 2005 Preparing health professions students for terrorism,
disaster, and public health emergencies: core competencies

18 Parker CL, et al. 2005
The Road Map to Preparedness: a competency-based
approach to all-hazards emergency readiness training
for the public health workfor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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순번 저자 연도 제목

19 James JJ, et al. 2010 Disaster medicine and public health preparedness: a
discipline for all health professionals

20 McCabe OL, et al. 2010 Ready, willing, and able: a framework for improving
the public health emergency preparedness system

21 Gibson PJ, et al. 2012
The common ground preparedness framework: a
comprehensive description of public health emergency
preparedness

22 Potter MA, et al. 2005 Cross-sector leadership development for preparedness

23 Rebmann T, et al. 2007
Disaster preparedness lessons learned and future
directions for education: results from focus groups
conducted at the 2006 APIC Conference

24 Stroud C, et al. 2009 Institute of Medicine's Forum on Medical and Public Health
Preparedness for Catastrophic Events: activities and goals

25 Nekoie-Moghadam
M, et al. 2016 Tools and Checklists Used for the Evaluation of

Hospital Disaster Preparedness: A Systematic Review

26 American College
of Physicians, et al. 2006 The health care response to pandemic influenza

27 Hu GQ, et al. 2007 Identification of a detailed function list for public health
emergency management using three qualitative methods

28 Madouni, et al. 2020 The Organizational Creativity and Its Relationship to Crisis
Management in the Light of the Coronavirus Pandemic

29 Konieczny, et al. 2012 Public health security in crisis situations. Basic
Premises and strategic objectives

30 Chand, et al. 2020 Global Health Security: Crises Assessment,
Capacities, and Response Management

31 WHO 2013 A systematic Review of Public Health Emergency
Operations Centers(EOC)

32 WHO Europe 2012 Toolkit for assessing health-system capacity for crisis
management

33 WHO 2016 Joint external evaluation tool: International Health
Regulations

34 WHO 2018 State Party self-assessment annual reporting tool:
International Health Regulations

35 NTI 2019 Global Health Security Index Building Collective
Action and Accountability

36 보건복지부 2019 「감염병 재난」위기관리 표준 매뉴얼

37 국방부 2019 「감염병 재난」위기대응 실무 매뉴얼

38 국군의무사령부 2013 군 감염병 관리 역량강화 교육 프로그램 개발 및 운영

39 이순영 2019 군 감염병 위기대응 직무도출 및 역량 강화에 관한 연구

40 국군의무사령부 2020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D+200 백서 1,2권

41 질병관리청 2021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대응지침(지자체용) 제10-1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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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록 3> 내용타당도 검증 1차 설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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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록 4> 내용타당도 검증 2차 설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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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록 5> 실무적합성 및 수행수준 평가 설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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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록 6> 연구윤리심의승인서(최초/변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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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록 7> 행동사건면접 주요 내용

면접자 면접 내용

1

･ 의사결정을 위한 전문적 자문능력
･ 우선순위를 고려한 선택과 집중
･ 기관간, 부서간 갈등관리
･ 군내 기관별 업무 협조 및 소통 중요
･ 원활한 의사소통
･ 감염병 감시 활동 (해외/지역사회)
･ 검사능력 조기 확보
･ 민간 지역사회에 적극 지원

･ 상황에 따른 역량의 수준을 판단
･ 역량지표 개발
･ 역량강화 교육프로그램 개발
･ 연락장교 파견 등 보건당국과 상시 소통
･ 적재적소의 인력 배치
･ 차기 신종감염병 대비

(인력, 조직, 시설 보강)
･ 교육훈련의 프레임워크 변화 추진

2

･ 군 전체 대응의 방향 결정
･ 신종감염병 대응에 대한 지식
･ 상황대처에 대한 자신감
･ 우선순위를 고려한 선택과 집중
･ 지속적인 위기관리를 위한 동기부여,
내적 헌신

･ 원칙을 지키되 유연한 사고 필수
･ 소통과 협업의 능력
･ 군인의 즉응력
･ 군내 대응지침에 대한 책임감
･ 군내 감염병 감시체계 강화 필요
･ 감염병 감시 능력
･ 데이터 관리 및 분석 능력
･ 미래 상황 예측 능력
･ 근거 기반 상황 평가 및 분석

･ 신종감염병 대응을 위한 기관간의 협조
･ 군내외기관의 역할과 책임을 이해
･ 제대별 수준에 따른 의사결정 수준 차등
･ 신종감염병 대응 매뉴얼 마련
･ 현실적으로 가능한 대응 지침 작성
･ 역학조사역량 강화
･ 자원확보 및 관리 능력
･ 신종감염병 대응 전담팀 구성
･ 군 보건의료인의 역랑(전문성) 강화
･ 한정된 자원의 활용에 대한 기준
･ 군내 감염병 치료 시설 확충
･ 필수 의료 기능 유지를 위한 대책 필요
･ 일반 장병들 대상 감염병 교육 강화
･ 차기 신종감염병 대비

(인력, 조직, 시설 보강)

3

･ 의사소통 능력
･ 군내 대응지침에 대한 책임감
･ 군인으로서의 직업의식, 윤리의식, 사명감
･ 업무 협조 능력
･ 군인의 즉응력
･ 계급 체계와 별개로 전문성 인정하는 문화
･ 감염병 감시 능력 강화
･ 위기 상황 조기 식별 능력
･ 정보 수집 능력
･ 군내 대응에 대한 사전 훈련 필요
･ 민간 전문 자문관과의 소통
･ 교육훈련의 프레임워크 변화 추진

･ 군내외기관의 역할과 책임을 이해
･ 신종감염병 대응 전담조직 구성
･ 신종감염병에 대한 지식
･ 보고서 작성 능력
･ 의사결정 기구의 일원화
･ 대응매뉴얼을 주기적 최신화, 빠른 전파
･ 부대 통제에 대한 보완적 대책 강구
･ 역학조사역량 강화
･ 인력 확보를 위한 전략 구성
･ 인권을 보호하는 대응지침 마련
･ 신체적, 정신적 건강 회복 프로그램 운영
･ 장차작전반 별도로 편성, 운영

4

･ 상황판단을 위한 통찰력
･ 조직을 운영할 수 있는 능력
･ 신종감염병에 대응에 대한 지식
･ 군내 감염병 감시체계 강화 필요
･ 정보 수집을 위한 군외 기관협조
･ 상시 파견 등 보건당국과의 협조강화
･ 보건의료인의 역량(전문성) 강화
･ 자원의 적재적소 운영

･ 군 보건의료인의 역랑강화
･ 군 조직의 임무의 우선순위 이해
･ 군 조직의 보건의료요구도 이해
･ 감염병을 보건안보위기로 인식
･ 민간 지역사회에 적극 지원
･ 신종감염병 관리를 위한 조직 보강
･ 감염병 관련 연구 조직
･ 감염병 감시체계 등의 전력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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면접자 면접 내용

5

･ 상황 통제 능력의 리더십
･ 계급 체계와 별개로 전문성 인정하는 문화
･ 장병 소통 창구 운영
･ 능동적 업무 태도
･ 국내외 정보 수집 및 분석 능력
･ 군내 감염병 감시체계 운영
･ 군내외 네트워크 운영
･ 전문가 집단과 핫라인 유지
･ 의사결정 기구의 일원화
･ 군 보건의료인의 역랑강화

･ 검사능력 조기 확보 및 강화
･ 신종감염병에 대응에 대한 지식
･ 제대별(군단이상) 보건의료관리자 배치
･ 원격회의 등의 온라인 소통 기회 마련
･ 감염병 대응 효과 평가
･ 미래 군 의료환경 변화 예측 능력
･ 신종감염병 관리를 위한 조직 보강

(조직 보강시 반드시 전문가 포함)
･ 차기 신종감염병 대비

(인력, 조직, 시설 보강)

6

･ 현장과의 의사소통
･ 조직내 전문가의 의사 존중 문화조성
･ 기관간, 부서간 갈등관리
･ 원활한 의사소통
･ 공통체 의식, 소명의식, 희생정신
･ 군내외 정보 수집 및 빠른 전파
･ 데이터 관리 및 분석 능력
･ 군내 대응계획 수립 능력
･ 인적자원, 물적자원 확보를 위한 계획

･ 신종감염병에 대응에 대한 지식
･ 보건의료인의 역량(전문성) 강화
･ 대응인력 휴식 등 인력관리 체계 마련
･ 필수 의료 기능 유지를 위한 대책 필요
･ 대응과정에 지속적 사후검토 필요
･ 원내 감염 예방을 위한 기능 확충

(선별진료소, 선제적격리병상 등)
･ 신종감염병 관리를 위한 조직 보강
･ 제도개선을 통하여 조직 즉응력 강화

7

･ 건전한 의사결정 능력
･ 위기의사소통 능력
･ 장병 소통 창구 운영
･ 상황에 대한 민첩하고 유연한 자세
･ 군내외 정보 수집 및 공유 능력
･ 감염병 감시체계 운영
･ 군내 감염병 분석조직 구성
･ 보건당국과 상시 협업체계 유지
･ 신종감염병에 대응에 대한 지식
･ 군 특수환경에 대한 이해

･ 일관성 있는 규정과 지침 적용 감독
･ 감염병 통제를 위한 제도적 장치 마련
･ 장병의 심리적 불안 제어 전략 수립
･ 장병 대상 교육 전담조직 필요
･ 제대별(사단이상) 보건의료관리자 배치
･ 주기적 시뮬레이션 훈련
･ 역학조사 역량 강화
･ 진료여건 보장
･ 원격진료에 대한 제도적 근거 마련
･ 필수 의료 기능 유지를 위한 대책 필요

8

･ 의사결정을 위한 전문적 자문능력
･ 의사결정 능력
･ 일관된 메시지 전달 등력
･ 계급 체계와 별개로 전문성 인정하는 문화
･ 신종감염병에 대응에 대한 지식

･ 상황에 대한 분석 능력
･ 군내 확산 차단을 위한 대응계획 수립
･ 역학조사역량 강화
･ 주기적 시뮬레이션 훈련
･ 창의적 군진의학 연구 추진 능력

9

･ 의사결정을 위한 전문적 자문능력
･ 우선순위를 고려한 선택과 집중
･ 공동의 목표 수립, 행동의 조직화
･ 보건당국과 협력체계 강화
･ 군내 감염병 관리 체계에 대한 이해
･ 군내외 정보 수집
･ 자원확보 및 관리 능력

･ 신종감염병에 대응에 대한 지식
･ 직무수행과 관련된 규정, 절차 이해
･ 군내 대응계획 수립 능력
･ 상황에 대한 주기적 평가, 대응계획 최신화
･ 평가 기준 검토 능력
･ 주기적 시뮬레이션 훈련
･ 신종감염병 관리를 위한 조직 보강

10

･ 상황 통제 능력의 리더십
･ 계급 체계와 별개로 전문성 인정하는 문화
･ 감염병 감시체계 강화
･ 정보 수집 및 분석 능력
･ 적시적 대응을 위한 조직 강화

･ 제도적으로 군 의료조직의 역할 명시
･ 군내외기관의 역할과 책임을 이해
･ 의사결정 기구의 일원화
･ 신종감염병 관련 훈령, 대응 매뉴얼 마련
･ 주기적 시뮬레이션 훈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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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록 8> 예비 역량 구성요소 출처

예비 항목 총계 주제범위 문헌고찰 행동사건면접
계 1 2 3 4 5 6 7 8 9 10 11 12 13 14 15 16 17 18 19 20 21 22 23 24 25 26 27 28 29 30 31 32 33 34 35 36 37 38 39 40 41 계 1 2 3 4 5 6 7 8 9 10

 공통 역량
역량 1 리더십을 발휘한다. 10 9 O O O O O O O O O 1 O
하위 1.1 리더십 그룹을 구성한다. 4 4 O O O O 0

지표 1.1.1 참모기능별가시적역할을부여한다. 2 2 O O 0
지표 1.1.2 기능적역할을위한팀을구성한다. 3 3 O O O 0

하위 1.2 우선순위를 판단한다. 4 2 O O 2 O O

지표 1.2.1 신뢰할만한정보원으로부터정보를획득하여우선순위를평가한다. 3 2 O O 1 O

지표 1.2.2 상황별우선순위를판단한다. 2 2 O O 0

지표 1.2.3 우선순위에따라자원활용의수준을
판단할수있다. 2 0 2 O 0

하위 1.3 의사결정을 시행한다. 2 0 2 O O

지표 1.3.1 의료전문가로서전문적식견을
기반으로의사결정근거를마련한다. 14 5 O O O O O 9 O O O O O O O O O

지표 1.3.2 설득과협상의능력이있다. 3 2 O O 1 O

지표 1.3.3 상황변화에따라의사결정유연하게
바꿀수있는자신감이있다. 6 6 O O O O O O 0

지표 1.3.4 상황변화에따라의사결정을적시에바꿀수있는기술이있다. 5 5 O O O O O 0

지표 1.3.5 의사결정에대한책임감이있다. 2 0 2 O O
하위 1.4 건강한 리더십을 유지한다. 2 2 O O 0

지표 1.4.1 리더십그룹스스로건강과
스트레스를관리한다. 2 2 O O 0

지표 1.4.2 지속적인도전성과헌신의자세를실천한다. 6 1 O 5 O O O O 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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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비 항목 총계 주제범위 문헌고찰 행동사건면접
계 1 2 3 4 5 6 7 8 9 10 11 12 13 14 15 16 17 18 19 20 21 22 23 24 25 26 27 28 29 30 31 32 33 34 35 36 37 38 39 40 41 계 1 2 3 4 5 6 7 8 9 10

하위 1.5 유연한 조직문화를 조성한다. 3 3 O O O 0
지표 1.5.1 주기적으로구성원의의견을청취할

수있는기회를마련한다. 2 1 O 1 O
지표 1.5.2 창의적문제해결능력을구비한다. 2 1 O 1 O
지표 1.5.3 의사결정의위계와별개로전문가의

견해를인정한다. 7 0 7 O O O O O O O
하위 1.6 갈등을 관리한다. 6 3 O O O 3 O O O

지표 1.6.1 현장의애로사항을확인하는시스템을
갖춘다. 2 1 O 1 O

지표 1.6.2 의사소통과정에이해관계자들을참여시킨다. 4 4 O O O O 0
하위 1.7 공공의 가치를 공유한다. 8 5 O O O O O 3 O O O

지표 1.7.1 연대와협력의중요성을인식한다. 9 5 O O O O O 4 O O O O
지표 1.7.2 야전부대의자발적참여를유도한다. 4 2 O O 2 O O
지표 1.7.3 군보건의료인들에게사명감을

부여한다. 5 1 O 4 O O O O

역량 2 위기관리 의사소통 (Risk
Communication)을 시행한다. 31 27 O O O O O O O O O O O O O O O O O O O O O O O O O O O 4 O O O O

하위 2.1 커뮤니케이션의 원칙을 알고실천한다. 7 7 O O O O O O O 0
지표 2.1.1 일관된메시지를전달한다. 8 6 O O O O O O 2 O O
지표 2.1.2 핵심적메시지를위주로단순하게

전달한다. 8 6 O O O O O O 2 O O

지표 2.1.3 공공의행동변화를촉진할수있는
긍정적정보를전달한다. 6 6 O O O O O O 0

지표 2.1.4 적시적으로소통하되, 필요시적절한
시기를판단하여전달한다. 6 6 O O O O O O 0

지표 2.1.5 오(誤)정보에대해대응하고사전에
예방한다. 6 6 O O O O O O 0

지표 2.1.6 투명한소통으로신뢰감을준다. 7 6 O O O O O O 1 O
지표 2.1.7 필요에따라유연하게정보를

업데이트한다. 5 4 O O O O 1 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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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비 항목 총계 주제범위 문헌고찰 행동사건면접
계 1 2 3 4 5 6 7 8 9 10 11 12 13 14 15 16 17 18 19 20 21 22 23 24 25 26 27 28 29 30 31 32 33 34 35 36 37 38 39 40 41 계 1 2 3 4 5 6 7 8 9 10

하위 2.2 커뮤니케이션 절차 및전략을 수립한다. 10 9 O O O O O O O O O 1 O
지표 2.2.1 공식적인의사소통담당팀을구성한다. 4 4 O O O O 0
지표 2.2.2 군내외의사소통파트너를선정한다. 2 0 2 O O

지표 2.2.3 국제기구, 국내보건당국의방향과
일관된메시지를전달한다. 6 3 O O O 3 O O O

지표 2.2.4 대상에따라메시지내용과수준을판단한다. 6 6 O O O O O O 0

지표 2.2.5 군장병에게미치는영향을고려하여
메시지를구성한다. 6 5 O O O O O 1 O

하위 2.3 의사소통 방법을 다양화한다. 6 6 O O O O O O 0
지표 2.3.1 인포그래픽등정보를시각화한다. 6 5 O O O O O 1 O

지표 2.3.2 웹사이트 등디지털소통을
활성화한다. 3 3 O O O 0

지표 2.3.3 원격회의로시공간의제한을극복한다. 3 1 O 2 O O
지표 2.3.4 상시 소통할수있는창구를마련한다. 4 2 O O 2 O O

하위 2.4 군내 보건의료인과 소통으로안정감을제공한다. 9 9 O O O O O O O O O 0

지표 2.4.1 최신의예방및치료지침을신속하게전달한다. 7 5 O O O O O 2 O O

지표 2.4.2 모든 보건의료인에게신속하게전달될
수있는소통방법을마련한다. 4 3 O O O 1 O

지표 2.4.3 대응계획및지침의조정및사유는
빠르게전달한다. 3 3 O O O 0

하위 2.5 군 장병과의 소통으로신뢰감을 준다. 8 7 O O O O O O O 1 O
지표 2.5.1 신종감염병대응계획을신속하게

전달한다. 4 3 O O O 1 O

지표 2.5.2 현단계과다음대응계획을
구체적으로전달한다. 2 2 O O 0

지표 2.5.3 지원받을수있는체계를안내한다. 4 3 O O O 1 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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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비 항목 총계 주제범위 문헌고찰 행동사건면접
계 1 2 3 4 5 6 7 8 9 10 11 12 13 14 15 16 17 18 19 20 21 22 23 24 25 26 27 28 29 30 31 32 33 34 35 36 37 38 39 40 41 계 1 2 3 4 5 6 7 8 9 10

하위 2.6 대외 소통을 활성화한다. 7 6 O O O O O O 1 O
지표 2.6.1 상급부대에적시적으로보고한다. 2 0 2 O O

지표 2.6.2 국내보건당국과소통을적극적으로
시행한다. 2 2 O O 0

 감시 단계
역량 3 신종감염병을 감시한다. 23 18 O O O O O O O O O O O O O O O O O O 5 O O O O O
하위 3.1 신종감염병 감시를 위해정보를 수집한다. 10 9 O O O O O O O O O 1 O

지표 3.1.1 해외정보 (국제기구, 연구논문, 해외
현지언론 등)을수집한다. 7 6 O O O O O O 1 O

지표 3.1.3 국내정보 (방역당국, 언론 등)을
수집한다. 8 7 O O O O O O O 1 O

지표 3.1.3 군내정보 (집단감염발생정보, 실험실
데이터등)을수집한다. 9 7 O O O O O O O 2 O O

지표 3.1.4 정보를통합하는시스템을구축한다. 4 3 O O O 1 O
하위 3.2 감시시스템을 운영한다. 13 12 O O O O O O O O O O O O 1 O

지표 3.2.1 응급실증후군감시체계 등공식적인
감시체계를이해한다. 7 6 O O O O O O 1 O

지표 3.2.2 군내외감염병감시체계를이해한다. 3 3 O O O 0
지표 3.2.3 수동, 능동감시체계를운영한다. 6 6 O O O O O O 0
지표 3.2.4 감시체계내실시간보고기능을

운영한다. 2 2 O O 0
지표 3.2.5 감시체계를정기적으로평가한다. 2 2 O O 0

지표 3.2.6 국가감염병감시네트워크에
참여한다. 9 7 O O O O O O O 2 O O

하위 3.3 신종감염병 위기를 조기에감지한다. 8 8 O O O O O O O O 0

지표 3.3.1 수집된정보를체계적으로분석하는
팀을운영한다. 2 2 O O 0

지표 3.3.2 사전에정의된위험지표를이용한다. 4 4 O O O O 0
지표 3.3.3 정보를통합하여위험성을감지한다. 2 2 O O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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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비 항목 총계 주제범위 문헌고찰 행동사건면접
계 1 2 3 4 5 6 7 8 9 10 11 12 13 14 15 16 17 18 19 20 21 22 23 24 25 26 27 28 29 30 31 32 33 34 35 36 37 38 39 40 41 계 1 2 3 4 5 6 7 8 9 10

역량 4 신종감염병을 조기 경보한다. 16 15 O O O O O O O O O O O O O O O 1 O

하위 4.1 신종감염병 조기 경보를위한 프로토콜을운영한다. 7 7 O O O O O O O 0

지표 4.1.1 조기경보시스템을운영하며정기적으로평가한다. 4 4 O O O O 0

지표 4.1.2 근거에기반하여경보시기를판단한다. 3 3 O O O 0

지표 4.1.3 신종감염병위기를적시에,
체계적으로경보한다. 7 4 O O O O 3 O O O

지표 4.1.4 보고체계를갖추고단계별보고
범위를선정한다. 4 4 O O O O 0

역량 5 보건안보 위험을 평가하고분석한다. 14 12 O O O O O O O O O O O O 2 O O

하위 5.1 위험 평가 및 분석을 위한 프로토콜을운영한다. 8 8 O O O O O O O O 0

지표 5.1.1 위험을평가하는팀을구성한다. 6 4 O O O O 2 O O
지표 5.1.2 근거에기반하여평가, 분석한다. 3 3 O O O 0

하위 5.2 위험 평가에 대한타당성을 높인다. 3 3 O O O 0

지표 5.2.1 정량적모델을활용하여위험을
평가한다. 3 3 O O O 0

지표 5.2.2 위험평가시전문가의의견을수렴한다. 4 3 O O O 1 O
하위 5.3 단계별, 영역별 위험을 평가한다. 2 2 O O 0

지표 5.3.1 영역별위험수준을평가한다. 3 3 O O O 0
지표 5.3.2 위험노출수준을평가한다. 2 2 O O 0

지표 5.3.3 현상황에기초하여위험수준을
평가하고, 향후위험도를예측한다. 3 3 O O O 0

하위 5.4 위험 평가 결과를환류한다. 5 5 O O O O O 0

지표 5.4.1 위험평가결과를대응계획에
반영한다. 5 5 O O O O O 0

지표 5.4.2 위험평가결과를활용하는방법을
검토할수있다. 4 4 O O O O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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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비 항목 총계 주제범위 문헌고찰 행동사건면접
계 1 2 3 4 5 6 7 8 9 10 11 12 13 14 15 16 17 18 19 20 21 22 23 24 25 26 27 28 29 30 31 32 33 34 35 36 37 38 39 40 41 계 1 2 3 4 5 6 7 8 9 10

 대비 및예방단계
역량 6 신종감염병 위기관리를 위한네트워크를

운영한다. 15 13 O O O O O O O O O O O O O 2 O O

하위 6.1 군내 거버넌스를 운영한다. 20 18 O O O O O O O O O O O O O O O O O O 2 O O

지표 6.1.1 (수준별) 각조직의권한, 역할, 책임을
이해한다. 14 11 O O O O O O O O O O O 3 O O O

지표 6.1.2 (수준별) 각조직에보건의료전문가를
배치한다. 8 4 O O O O 4 O O O O

지표 6.1.3 위기상황에따라역할과기능을
유연하게운영하도록협의한다. 10 6 O O O O O O 4 O O O O

지표 6.1.4 거버넌스내의견조정절차를
마련한다. 11 8 O O O O O O O O 3 O O O

지표 6.1.5 법률, 규정, 정책검토가가능한
부서를거버넌스에포함시킨다. 10 9 O O O O O O O O O 1 O

지표 6.1.6 거버넌스핫라인을운영한다. 2 2 O O 0

하위 6.2 민,관 전문가 집단과 협업/자문 네트워크를구성한다. 22 18 O O O O O O O O O O O O O O O O O O 4 O O O O

지표 6.2.1 각각의역할과책임을이해한다. 13 9 O O O O O O O O O 4 O O O O

지표 6.2.2 중앙부처및지역사회보건당국과의정보공유를위한체계를마련한다. 13 10 O O O O O O O O O O 3 O O O

지표 6.2.3 분야별전문가패널을구성한다. 7 6 O O O O O O 1 O

지표 6.2.4 공동의목표를수립하고투명한
소통으로신뢰관계를형성한다. 6 6 O O O O O O 0

지표 6.2.7 공동훈련 계획을수립한다. 8 8 O O O O O O O O 0
지표 6.2.8 상호지원역량을공유한다. 4 4 O O O O 0
지표 6.2.9 타국군과협력체계를유지한다. 2 1 O 1 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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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비 항목 총계 주제범위 문헌고찰 행동사건면접
계 1 2 3 4 5 6 7 8 9 10 11 12 13 14 15 16 17 18 19 20 21 22 23 24 25 26 27 28 29 30 31 32 33 34 35 36 37 38 39 40 41 계 1 2 3 4 5 6 7 8 9 10

역량 7 신종감염병 관리를 위한지식과 기술을
갖추고 있다. 11 5 O O O O O 6 O O O O O O

하위 7.1 감염병 관리에 대한지식을 갖추고 있다. 8 3 O O O 5 O O O O O

지표 7.1.1 감염병의잠복기와세대기의정의를
이해한다. 2 1 O 1 O

지표 7.1.2 감염병의생성과전파의과정을이해한다. 2 1 O 1 O

지표 7.1.3
감염병관리의 3대원칙을이해한다.
(병원체와병원소관리, 전파과정관리,
숙주관리)

2 1 O 1 O

지표 7.1.4 신종 감염병병원체에대한특성을이해한다. 5 3 O O O 2 O O

지표 7.1.5 신종감염병의증상을이해한다. 4 2 O O 2 O O
하위 7.2 국가 감염병 관리체계를 이해한다. 10 8 O O O O O O O O 2 O O

지표 7.2.1 신종 감염병에대한국가관리체계를
이해한다. 9 7 O O O O O O O 2 O O

지표 7.2.2 군 감염병관련 법규와규정을
이해한다. 9 7 O O O O O O O 2 O O

지표 7.2.3 군감염병예방관리관련 훈령및
매뉴얼의주요내용을알고있다. 7 5 O O O O O 2 O O

지표 7.2.4 감염병발생시신고및보고체계를이해한다. 4 3 O O O 1 O

하위 7.3 과거 신종감염병 대응경험을 인지하고있다. 5 3 O O O 2 O O

지표 7.3.1 신종감염병에대해군대응경험을직,
간접적으로이해하고있다. 3 1 O 2 O O

지표 7.3.2 과거 대응경험으로부터의교훈을활용하여현상황을평가한다. 3 1 O 2 O 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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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비 항목 총계 주제범위 문헌고찰 행동사건면접
계 1 2 3 4 5 6 7 8 9 10 11 12 13 14 15 16 17 18 19 20 21 22 23 24 25 26 27 28 29 30 31 32 33 34 35 36 37 38 39 40 41 계 1 2 3 4 5 6 7 8 9 10

하위 7.4 기획 능력을 갖추고있다. 4 2 O O 2 O O

지표 7.4.1 신종감염병대응을위한기획능력을갖추고있다. 2 2 O O 0

지표 7.4.2 국가위기대비대응체계와전략을
이해한다. 3 3 O O O 0

지표 7.4.3 감염병위기대비대응체계와전략을
이해한다. 2 2 O O 0

지표 7.4.4 행정절차에대한이해를바탕으로보고서작성역량을갖추고있다. 5 3 O O O 2 O O

역량 8 신종감염병 대응 계획을수립한다. 33 32 O O O O O O O O O O O O O O O O O O O O O O O O O O O O O O O O 1 O

하위 8.1 위기 상황에 따라요구되는 대응 수준을판단한다. 8 8 O O O O O O O O 0

지표 8.1.1 계획수립전, 위기관리에필요한역량
수준을판단한다. 4 4 O O O O 0

지표 8.1.2 현 수준과요구수준을판단한다. 5 5 O O O O O 0

지표 8.1.3 단기, 중기, 장기단위로주기적으로
발생상황을예측한다. 5 2 O O 3 O O O

지표 8.1.4 위험평가에대한군의료개입시점을예상한다. 5 3 O O O 2 O O

지표 8.1.5 위험평가결과를계획수립에반영한다. 3 2 O O 1 O

하위 8.2 군 보건의료조직의 역할과책임을인식한다. 9 4 O O O O 5 O O O O O

지표 8.2.1 군 조직의가치와우선순위를고려한다. 5 3 O O O 2 O O

지표 8.2.2 군 조직의보건요구도를인식한다. 2 2 O O 0

지표 8.2.3 군조직내보건의료시스템의역할을
고려한다. 4 1 O 3 O O O

지표 8.2.4 군 조직의환경적특성, 기능적특성을
이해한다. 3 1 O 2 O 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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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비 항목 총계 주제범위 문헌고찰 행동사건면접
계 1 2 3 4 5 6 7 8 9 10 11 12 13 14 15 16 17 18 19 20 21 22 23 24 25 26 27 28 29 30 31 32 33 34 35 36 37 38 39 40 41 계 1 2 3 4 5 6 7 8 9 10

하위 8.3 군내 신종감염병 대응계획 수립의 원칙을이해하여 시행한다. 3 3 O O O 0

지표 8.3.1 국제사회와정부의지침과일관되도록
계획을수립한다. 4 4 O O O O 0

지표 8.3.2 국방부감염병대응계획을통합하여
계획수립에반영한다. 7 5 O O O O O 2 O O

지표 8.3.3 군구성원의안전을보장할수있는
관점을반영한다. 3 3 O O O 0

지표 8.3.4 대응 전략과로드맵을구성한다. 4 2 O O 2 O O

지표 8.3.5 단계별대응계획을구성하고,
주기적으로업데이트한다. 9 9 O O O O O O O O O 0

지표 8.3.6 상황에따라유연하고민첩하게
적용할수있도록계획한다. 10 7 O O O O O O O 3 O O O

지표 8.3.7 현장에서적용하기용이하게계획한다. 2 1 O 1 O

지표 8.3.8 감염병위기대응전, 중, 후상황
평가방법을계획에반영한다. 3 3 O O O 0

지표 8.3.9 대응, 회복 단계를위한사전계획을
반영한다. 4 4 O O O O 0

지표 8.3.10 군내외 협력조직과협업을보장한다. 2 2 O O 0
지표 8.3.11 공통된용어를사용한다. 4 2 O O 2 O O

하위 8.4 상황을 분석, 평가하는 체계를 구축한다. 4 4 O O O O 0

지표 8.4.1 군내외상황의정보를신속하게통합하는절차를마련한다. 6 3 O O O 3 O O O

지표 8.4.2 군내 발생현황통계및정보를관리하는절차를마련한다. 2 2 O O 0

지표 8.4.3 상황분석내용을공유하는체계를
마련한다. 3 3 O O O 0

지표 8.4.4 군 보건의료대응수요가증가할것을사전에예측한다. 3 1 O 2 O 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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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비 항목 총계 주제범위 문헌고찰 행동사건면접
계 1 2 3 4 5 6 7 8 9 10 11 12 13 14 15 16 17 18 19 20 21 22 23 24 25 26 27 28 29 30 31 32 33 34 35 36 37 38 39 40 41 계 1 2 3 4 5 6 7 8 9 10

하위 8.5 군 의무부대의 대응계획을 수립한다. 3 3 O O O 0
지표 8.5.1 부대 수준에따라계획한다. 2 2 O O 0
지표 8.5.2 계획에포함할구성요소를판단한다. 2 1 O 1 O

지표 8.5.3 군보건의료대응과정의이해당사자들의
평가를포함하여계획을수립한다. 2 0 2 O O

하위 8.6 군내 유입 차단을위한 야전부대 대응계획을 수립한다. 2 0 2 O O

지표 8.6.1 야전부대에적용할수있는대응매뉴얼을작성한다. 2 1 O 1 O

지표 8.6.2 야전부대가자발적으로참여하도록역할을포함한다. 5 4 O O O O 1 O

지표 8.6.3 야전부대대상감염예방활동을계획한다. 3 0 3 O O O

지표 8.6.4 야전부대의위험성을평가하고
취약부분을식별한다. 3 1 O 2 O O

지표 8.6.5 개인건강관리능력을향상시키는
교육 프로그램을포함한다. 3 3 O O O 0

지표 8.6.6 부대활동을정상화하고봉쇄를푸는
하위를사전에마련한다. 3 0 3 O O O

하위 8.7 대응 계획을 신속하게전파한다. 5 5 O O O O O 0

지표 8.7.1 대응계획의보고, 하달, 전달체계를
마련한다. 6 6 O O O O O O 0

지표 8.7.2 대응계획이전파되는과정에
왜곡되지않도록유의한다. 3 3 O O O 0

하위 8.8 대규모 유행(Surge) 상황을고려한 비상계획을 수립한다. 6 5 O O O O O 1 O

지표 8.8.1 대규모유행을탐지하여평가한다. 3 3 O O O 0

지표 8.8.2 대규모유행을대비한영역별세부계획을수립한다. 3 3 O O O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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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비 항목 총계 주제범위 문헌고찰 행동사건면접
계 1 2 3 4 5 6 7 8 9 10 11 12 13 14 15 16 17 18 19 20 21 22 23 24 25 26 27 28 29 30 31 32 33 34 35 36 37 38 39 40 41 계 1 2 3 4 5 6 7 8 9 10

하위 8.9 대응 계획을 평가한다. 6 5 O O O O O 1 O

지표 8.9.1 대응계획을 TTX등으로사전
평가한다. 5 5 O O O O O 0

지표 8.9.2 주기적평가계획을수립하여계획을
주기적으로업데이트한다. 7 7 O O O O O O O 0

역량 9 위기관리조직을 구성한다. 22 19 O O O O O O O O O O O O O O O O O O O 3 O O O

하위 9.1 조직의 수준에 따라위기관리조직을운영한다. (예: 방역대책본부) 15 11 O O O O O O O O O O O 4 O O O O

지표 9.1.1 지휘및통제조직을구성한다. 10 8 O O O O O O O O 2 O O
지표 9.1.2 기능별임무와책임을구체화한다. 11 9 O O O O O O O O O 2 O O

지표 9.1.3 조정, 통제는인프라에기반하여
운영한다. 7 6 O O O O O O 1 O

지표 9.1.4 유관기관과협조관계를유지한다. 8 8 O O O O O O O O 0

지표 9.1.5 위기관리조직 투입인원대상사전
모의훈련을시행한다. 3 3 O O O 0

지표 9.1.6 24시간운영이가능한전담조직을
구성한다. 7 3 O O O 4 O O O O

하위 9.2 운영매뉴얼을 마련한다. 3 2 O O 1 O
지표 9.2.1 의사결정프로세스를구성한다. 3 3 O O O 0

지표 9.2.2 위험 상황별, 수준별운영계획을
수립한다. 2 2 O O 0

하위 9.3 상황평가를 위한 정보를수집한다. 8 5 O O O O O 3 O O O

지표 9.3.1
신뢰할수있는정보(국제기구,
연구논문, 해외현지언론 등)를
지속적으로수집한다.

9 5 O O O O O 4 O O O O

지표 9.3.2 감염병의특성및치료방법 등의최신
정보를적시에수집한다. 4 2 O O 2 O 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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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비 항목 총계 주제범위 문헌고찰 행동사건면접
계 1 2 3 4 5 6 7 8 9 10 11 12 13 14 15 16 17 18 19 20 21 22 23 24 25 26 27 28 29 30 31 32 33 34 35 36 37 38 39 40 41 계 1 2 3 4 5 6 7 8 9 10

역량 10 군 의료기관의 임무수행을위해 준비한다. 7 7 O O O O O O O 0
하위 10.1 군 의료기관 대응계획을 수립한다. 12 6 O O O O O O 6 O O O O O O

지표 10.1.1 군 의료기관능력수준을확인한다. 4 4 O O O O 0

지표 10.1.2 요구에맞는대응능력을확보할수
있는계획을수립한다. 4 3 O O O 1 O

지표 10.1.3 감염병대응기능으로전환을위해환자소개계획을수립한다. 2 1 O 1 O

지표 10.1.4 선택과집중을통해비필수기능을
조정한다. 8 6 O O O O O O 2 O O

지표 10.1.5 필수일상적의료지원기능을유지한다. 5 5 O O O O O 0

하위 10.2 대응을 위한 군보건의료의 인프라를강화한다. 8 6 O O O O O O 2 O O

지표 10.2.1 선별진료소운영개념을구체화한다. 6 5 O O O O O 1 O

지표 10.2.2 선별진료소및응급실매뉴얼을
제작한다. 7 6 O O O O O O 1 O

지표 10.2.3 야전부대의료기과역할분담을검토한다. 3 3 O O O 0

하위 10.3 환자 진료체계를 갖춘다. 11 10 O O O O O O O O O O 1 O
지표 10.3.1 확진자수용계획을수립한다. 9 7 O O O O O O O 2 O O
지표 10.3.2 확진자수용시설운영계획을수립한다. 4 3 O O O 1 O
지표 10.3.3 확진자치료매뉴얼을마련한다. 3 3 O O O 0

지표 10.3.4 확진자정신건강모니터하는
시스템을마련한다. 4 4 O O O O 0

지표 10.3.5 확진자이송체계를마련한다. 5 4 O O O O 1 O

지표 10.3.6
확진자의상태가중증으로전환되는
것을대비하여이송및치료계획을
수립한다.

7 4 O O O O 3 O O 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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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비 항목 총계 주제범위 문헌고찰 행동사건면접
계 1 2 3 4 5 6 7 8 9 10 11 12 13 14 15 16 17 18 19 20 21 22 23 24 25 26 27 28 29 30 31 32 33 34 35 36 37 38 39 40 41 계 1 2 3 4 5 6 7 8 9 10

하위 10.4 원내 감염을 예방하는계획을 수립한다. 14 11 O O O O O O O O O O O 3 O O O

지표 10.4.1 감염병특성에따라시설을점검하고보완한다. 8 7 O O O O O O O 1 O

지표 10.4.2 감염병특성에따라원내동선분리를사전에계획한다. 8 7 O O O O O O O 1 O

지표 10.4.3 응급실, 외래, 수술실 등의환자진료
절차를수립한다. 9 8 O O O O O O O O 1 O

하위 10.5 진단검사를 위한 체계를마련한다. 11 10 O O O O O O O O O O 1 O

지표 10.5.1 검사능력을평가하고필요시확대하기
위한계획을수립한다. 9 8 O O O O O O O O 1 O

지표 10.5.2 검사실내안전수준을평가하고
보강한다. (BL3 등) 7 7 O O O O O O O 0

지표 10.5.3 우선순위를판단하여검사실기능을
조정한다. 5 3 O O O 2 O O

지표 10.5.4 진단검사매뉴얼을마련한다. 2 2 O O 0

지표 10.5.5 군의료기관내검사실 네트워크를
구성한다. 4 4 O O O O 0

지표 10.5.6 검사실정보를종합하여분석하는체계를구성한다. 6 6 O O O O O O 0

지표 10.5.7 검체이송시스템을마련한다. 5 4 O O O O 1 O

지표 10.5.8 정기적으로검사실정도평가계획을
수립한다. 5 4 O O O O 1 O

하위 10.6 국가 위기 지원을사전에 검토한다. 8 6 O O O O O O 2 O O

지표 10.6.1 감염병전담병원운영계획을
단계별로검토한다. 5 5 O O O O O 0

지표 10.6.2 국가위기지원소요에대한정보를
사전에획득한다. 7 5 O O O O O 2 O O

지표 10.6.3 군의료인력파견시우선순위하위를
사전검토한다. 6 4 O O O O 2 O 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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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비 항목 총계 주제범위 문헌고찰 행동사건면접
계 1 2 3 4 5 6 7 8 9 10 11 12 13 14 15 16 17 18 19 20 21 22 23 24 25 26 27 28 29 30 31 32 33 34 35 36 37 38 39 40 41 계 1 2 3 4 5 6 7 8 9 10

역량 11 역학조사를 준비한다. 10 9 O O O O O O O O O 1 O

하위 11.1 감염병 역학조사에 대해이해한다. 3 3 O O O 0
지표 11.1.1 역학조사의단계를이해한다. 2 2 O O 0
지표 11.1.2 환자와접촉자관리방법을이해한다. 3 3 O O O 0
지표 11.1.3 신종감염병특성과예방법을이해한다. 3 3 O O O 0

하위 11.2 역학조사팀을 구성한다. 7 4 O O O O 3 O O O

지표 11.2.1 군 중앙역학조사관운영체계를일원화한다. 3 1 O 2 O O

지표 11.2.2 군 중앙역학조사관을양성하여임명하고임무를사전에부여한다. 3 2 O O 1 O

지표 11.2.3 군부대역학조사관을양성하여임명하고임무를사전에부여한다. 2 1 O 1 O

하위 11.3 체계적인 역학조사 시스템을위한 체계를구축한다. 4 4 O O O O 0

지표 11.3.1 군 역학조사관임무매뉴얼을만든다. 3 2 O O 1 O

지표 11.3.2 정기적으로역학조사수준을평가할
수있는계획을수립한다. 4 3 O O O 1 O

지표 11.3.3 민,관 역학조사기관과네트워크를
유지한다. 2 1 O 1 O

지표 11.3.4 역학조사결과를종합, 분석하는팀을
별도로구성한다. 2 1 O 1 O

지표 11.3.5 사례감시및접촉자추적시스템을
구성한다. 7 6 O O O O O O 1 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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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비 항목 총계 주제범위 문헌고찰 행동사건면접
계 1 2 3 4 5 6 7 8 9 10 11 12 13 14 15 16 17 18 19 20 21 22 23 24 25 26 27 28 29 30 31 32 33 34 35 36 37 38 39 40 41 계 1 2 3 4 5 6 7 8 9 10

역량 12 군 보건의료인력을 준비한다. 24 20 O O O O O O O O O O O O O O O O O O O O 4 O O O O
하위 12.1 신종감염병 보건안보의 전문가를양성한다. 24 22 O O O O O O O O O O O O O O O O O O O O O O 2 O O

지표 12.1.1 역량 강화를위한로드맵을구성한다. 14 12 O O O O O O O O O O O O 2 O O

지표 12.1.2 교육 담당기관을선정하여권한을
위임한다. (계획, 시행, 평가) 3 2 O O 1 O

지표 12.1.3 감염병상황에대해신속하게교육을실시한다. 9 8 O O O O O O O O 1 O

지표 12.1.4 상황별시나리오를개발하여시뮬레이션교육을실시한다. 14 13 O O O O O O O O O O O O O 1 O

지표 12.1.5 군내유관기관이참여하는통합훈련을실시한다. 11 10 O O O O O O O O O O 1 O

지표 12.1.6 교육훈련 프로그램을평가지표를
개발한다. 7 6 O O O O O O 1 O

지표 12.1.7 교육 결과를보고서형태로
문서화화여존안한다. 9 7 O O O O O O O 2 O O

하위 12.2 대응인력을 안정적으로 확보한다. 13 12 O O O O O O O O O O O O 1 O
지표 12.2.1 대응인력을추가적으로확보하기위한

계획을수립한다. 10 9 O O O O O O O O O 1 O

지표 12.2.2 위기상황을대비하여상호운영이가능한백업조직을계획한다. 9 6 O O O O O O 3 O O O
지표 12.2.3 인력충원을위한소요시간을판단한다. 2 2 O O 0
지표 12.2.4 우선순위에따라적재적소에인력을배치한다. 7 6 O O O O O O 1 O

하위 12.3 대응인력 관리를 위한계획을 수립한다. 12 11 O O O O O O O O O O O 1 O
지표 12.3.1 직무를명시하고휴식보장을위한

계획을수립한다. 9 8 O O O O O O O O 1 O

지표 12.3.2 배치 인원의건강을관리하는전담부서를구성한다. 8 8 O O O O O O O O 0
지표 12.3.3 스트레스등정신건강을관리한다. 8 8 O O O O O O O O 0
지표 12.3.4 전담부서에정신과군의관을배치한다. 2 2 O O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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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위 12.4 배치되는 인원을 사전준비한다. 9 9 O O O O O O O O O 0
지표 12.4.1 배치 전교육을실시한다. 6 6 O O O O O O 0

지표 12.4.2 업데이트되는지침을실시간으로
전파한다. 7 7 O O O O O O O 0

지표 12.4.3 사용하는공통용어를정립하여전파한다. 3 3 O O O 0

지표 12.4.4 전체 대응시스템에대한안내를제공한다. 2 2 O O 0

지표 12.4.5 예방접종시우선순위권한을
부여한다. 3 3 O O O 0

하위 12.5 군 보건의료인의 심리적역량을 강화한다. 4 4 O O O O 0

지표 12.5.1 구성원에게안전을보장받고있다는느낌을제공한다. 2 2 O O 0

지표 12.5.2 국가위기상황에기여하는가치를
공유한다. 5 1 O 4 O O O O

지표 12.5.3 자발성과내적동기를강화한다. 6 3 O O O 3 O O O
역량 13 군 의무군수지원을 계획한다. 15 15 O O O O O O O O O O O O O O O 0
하위 13.1 안정적으로 의무군수 지원을계획한다. 11 11 O O O O O O O O O O O 0

지표 13.1.1 군수지원을위한로드맵을구성한다. 9 9 O O O O O O O O O 0
지표 13.1.2 필요수준과수요리스트를검토한다. 13 13 O O O O O O O O O O O O O 0
지표 13.1.3 현보유수준을평가한다. 8 8 O O O O O O O O 0
지표 13.1.4 비축 물자관리체계를마련한다. 9 9 O O O O O O O O O 0

지표 13.1.5 방역물자비축을위한공간을사전마련한다. 5 5 O O O O O 0

지표 13.1.6 물자를공급하는업체와네트워크를
유지한다. 6 6 O O O O O O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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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비 항목 총계 주제범위 문헌고찰 행동사건면접
계 1 2 3 4 5 6 7 8 9 10 11 12 13 14 15 16 17 18 19 20 21 22 23 24 25 26 27 28 29 30 31 32 33 34 35 36 37 38 39 40 41 계 1 2 3 4 5 6 7 8 9 10

하위 13.2 의무물자 및 장비보급 계획을 구성한다. 7 7 O O O O O O O 0
지표 13.2.1 우선순위의하위를검토한다. 8 8 O O O O O O O O 0
지표 13.2.2 장비 유지보수계획을마련한다. 2 2 O O 0
지표 13.2.3 재고부족상황에대비한비상계획을

수립한다. 2 2 O O 0
하위 13.3 군 의무시설 관리계획을 수립한다. 6 6 O O O O O O 0

지표 13.3.1 음압시설을사전점검하고필요시
보충한다. 2 2 O O 0

지표 13.3.2 환기장치를사전점검한다. 3 3 O O O 0
지표 13.3.3 오염세탁물관리방법을계획한다. 5 5 O O O O O 0
지표 13.3.4 군내접촉자격리시설을사전에

판단하여준비한다. 4 4 O O O O 0
역량 14 재정자원을 확보한다. 9 9 O O O O O O O O O 0
하위 14.1 안정적으로 재정을 확보한다. 2 2 O O 0

지표 14.1.1 비상사태에적시적으로대응하기위한재정조달체계를마련한다. 2 2 O O 0
지표 14.1.2 재정사용의우선순위하위를마련한다. 2 2 O O 0

역량 15 윤리적이고 적법한 대응체계를 구축한다. 13 11 O O O O O O O O O O O 2 O O
하위 15.1 윤리 가치를 공유한다. 2 0 2 O O

지표 15.1.1 군내외조직을대상으로돌봄을
실천한다. 2 1 O 1 O

지표 15.1.2 군 보건의료인의공동의가치를공유하여연대를구성한다. 2 2 O O 0

지표 15.1.3 투명한의사결정, 프로세스, 결과의
공유로신뢰성을확보한다. 3 2 O O 1 O

지표 15.1.4 고위험군, 취약계층에대한별도관리
계획을구성한다. 7 7 O O O O O O O 0

지표 15.1.5
대응과정에서발생하게되는사회적,
도덕적, 윤리적문제를예상하여대비
매뉴얼을수립한다.

5 4 O O O O 1 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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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비 항목 총계 주제범위 문헌고찰 행동사건면접
계 1 2 3 4 5 6 7 8 9 10 11 12 13 14 15 16 17 18 19 20 21 22 23 24 25 26 27 28 29 30 31 32 33 34 35 36 37 38 39 40 41 계 1 2 3 4 5 6 7 8 9 10

하위 15.2 적법한 대응을 위한프로토콜을 구성한다. 7 5 O O O O O 2 O O
지표 15.2.1 감염병에대한법률을이해한다. 3 3 O O O 0
지표 15.2.2 법률자문시스템을구축한다. 2 2 O O 0

지표 15.2.3 방역관련 절차에대한적법성을
이해하고확보한다. 2 2 O O 0

하위 15.3 불필요한 권리가 침해되지않도록 한다. 2 2 O O 0

지표 15.3.1
필수검사및치료에미동의한하는
경우에대한조치를검토하고
군내전파한다.

5 3 O O O 2 O O

지표 15.3.2 사생활과개인정보를보호보호한다. 3 2 O O 1 O

지표 15.3.3 방역지침적용간인권이보장되도록한다. 5 2 O O 3 O O O

역량 16 예방접종 계획을 사전에수립한다. 5 4 O O O O 1 O
지표 16.1.1 접종우선순위를판단한다. 2 2 O O 0

지표 16.1.2 콜드체인등의군내자산을확인후
추가확보계획을수립한다. 2 2 O O 0

지표 16.1.3 대규모접종계획에대한시나리오를
구성한다. 3 2 O O 1 O

역량 17 새로운 기술을 적극고려한다. 5 4 O O O O 1 O

지표 17.1.1 새로운기술도입(진단검사, 장비, 앱
등)을유연하게검토한다. 2 1 O 1 O

지표 17.1.2 기술도입시유지보수에대한계획도
동반하여수립한다. 2 1 O 1 O

지표 17.1.3 집단·단체생활을고려하여민간과
차별화된기술을사전검토한다. 2 0 2 O O

역량 18 감염병 관련 연구를사전에 기획한다. 5 5 O O O O O 0
지표 18.1.1 정책연구로과제를선정한다. 3 3 O O O 0

지표 18.1.2 기획연구를위한팀을구성하고
지원한다. 2 2 O O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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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비 항목 총계 주제범위 문헌고찰 행동사건면접
계 1 2 3 4 5 6 7 8 9 10 11 12 13 14 15 16 17 18 19 20 21 22 23 24 25 26 27 28 29 30 31 32 33 34 35 36 37 38 39 40 41 계 1 2 3 4 5 6 7 8 9 10

 대응 단계
역량 19 신종감염병 대응을 위한지식과 기술을

갖추고 있다. 8 1 O 7 O O O O O O O

지표 19.1.1
본인의직무영역(진료, 간호, 인사,
군수등)에서필요한전문지식을
갖추고있다.

2 0 2 O O

지표 19.1.2
본인의직무영역(진료, 간호, 인사,
군수등) 에서필요한전문실무
능력을갖추고있다.

2 0 2 O O

역량 20 연속적인 신종감염병 대응체계를
유지한다. 7 7 O O O O O O O 0

하위 20.1 국면별 대응 계획을업데이트 한다. 6 5 O O O O O 1 O
지표 20.1.1 현 상황을지속적으로판단한다. 3 3 O O O 0

지표 20.1.2 현 대응수준을평가하고추가적인
요구를확인한다. 3 3 O O O 0

지표 20.1.3 군내감염병발생실태를분석하고
향후발생을예측한다. 2 1 O 1 O

지표 20.1.4 국면별대응계획(매뉴얼)을수정한다. 2 1 O 1 O

지표 20.1.5 위험수준에따라비례적으로자원을투입한다. 2 2 O O 0

지표 20.1.6 위험평가결과를계획수립에
지속적으로반영한다. 2 2 O O 0

하위 20.2 위기관리조직을 운영한다. 7 7 O O O O O O O 0

지표 20.2.1 군 거버넌스와대내외 네트워크를
유지한다. 4 4 O O O O 0

지표 20.2.2 명시되어있는임무와책임에따라운영한다. 2 2 O O 0

지표 20.2.3 공동의의사결정체계를운영한다. 2 2 O O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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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위 20.3 위험 사례를 관리한다. 7 6 O O O O O O 1 O
지표 20.3.1 원인 및현상을분석한다. 3 2 O O 1 O

지표 20.3.2 사례별대응절차를수립하고
평가한다. 5 3 O O O 2 O O

지표 20.3.3 사례공유를통해유사사례발생을예방한다. 6 4 O O O O 2 O O

하위 20.4 대응 결과를 평가하고환류한다. 6 5 O O O O O 1 O

지표 20.4.1 대응으로인한예방효과성을
평가한다. 3 2 O O 1 O

지표 20.4.2 군 의무조직의대응자료를존안한다. 3 2 O O 1 O

지표 20.4.3 대응에대한평가를대응계획
업데이트시반영한다. 3 3 O O O 0

역량 21 군내 확진자 발생대응 조치를 한다. 9 5 O O O O O 4 O O O O
하위 21.1 군내 확진자를 관리한다. 4 4 O O O O 0

지표 21.1.1 확진자발생신고체계를이해하고
운영한다. 4 4 O O O O 0

지표 21.1.2 계획에의거확진자를수용하고
치료한다. 4 3 O O O 1 O

지표 21.1.3 격리기간동안심리적건강상태를
모니터한다. 3 3 O O O 0

지표 21.1.4 퇴원후부대복귀 계획지침을
수립한다. 3 1 O 2 O O

하위 21.2 확진자 건강관리 추적시스템을운영한다. 5 3 O O O 2 O O

지표 21.2.1 전담팀을운영하여기관과대상자사이에라포를형성한다. 4 3 O O O 1 O

지표 21.2.2 의료데이터와개인정보를보호한다. 4 3 O O O 1 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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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위 21.3 역학조사 결과에 따라부대 방역지침을수립한다. 3 3 O O O 0

지표 21.3.1 역학조사관의업무독립성을보장한다. 4 3 O O O 1 O

지표 21.3.2 역학조사결과를토대로부대내추가
감염위험성을평가한다. 2 1 O 1 O

지표 21.3.3 발생부대를대상으로교육을실시한다. 3 1 O 2 O O
지표 21.3.4 접촉자격리를위한시설을운영한다. 2 2 O O 0

지표 21.3.5 접촉자건강관리추적시스템을
운영한다. 2 2 O O 0

지표 21.3.6 부대내추가감염위험성을평가한다. 5 1 O 4 O O O O
하위 21.4 추가적인 진단검사를 실시한다. 5 5 O O O O O 0

지표 21.4.1 역학조사에근거하여진단검사
대상자를분류한다. 2 2 O O 0

지표 21.4.2 진단검사결과에따라추가조치
계획을수립한다. 2 2 O O 0

역량 22 군 의무 기능을유지한다. 3 1 O 2 O O
하위 22.1 감염병 대응을 위한기능을 운영한다. 5 3 O O O 2 O O

지표 22.1.1 선별진료소운영을관리한다. 4 3 O O O 1 O

지표 22.1.2 확진자입원병상(국가지정입원치료병상,
감염병전담병원) 운영을관리한다. 5 3 O O O 2 O O

지표 22.1.3 확진자이송체계를관리한다. 4 3 O O O 1 O
하위 22.2 원내 감염을 차단을위한 감독을 시행한다. 8 6 O O O O O O 2 O O

지표 22.2.1 직원들이프로토콜대로감염절차를
준수하는것을모니터한다. 4 4 O O O O 0

지표 22.2.2 사전계획대로진료절차를
준수하는지모니터한다. 4 4 O O O O 0

지표 22.2.3 사전계획대로시설, 동선이구분되어
운영되는지모니터한다. 3 3 O O O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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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표 22.2.4 의료폐기물을적법하게관리한다. 2 2 O O 0

지표 22.2.5 근거에기반하여환자입원공간소독
지침을작성한다. 3 3 O O O 0

지표 22.2.6 근거에기반하여장비소독지침을
작성한다. 3 3 O O O 0

하위 22.3 필수 일상적 의료지원기능을 유지한다. 6 3 O O O 3 O O O
지표 22.3.1 격리목적외치료기능을유지한다. 3 2 O O 1 O

지표 22.3.2 분야별의료공백발생이없는지모니터한다. 5 3 O O O 2 O O

하위 22.4 역학조사 시스템을 운영한다. 5 4 O O O O 1 O
지표 22.4.1 역학조사관의임무여건을보장한다. 4 3 O O O 1 O

지표 22.4.2 부대 방역지침수립의하위를역량화하여운영한다. 2 1 O 1 O

지표 22.4.3
민,관,군네트워크를이용하여
역학조사결과정보를신속히
획득한다.

2 2 O O 0

지표 22.4.4 역학조사결과를주기적으로분석하고
군내공유한다. 4 3 O O O 1 O

지표 22.4.5 역학조사결과를방역계획에반영한다. 3 2 O O 1 O
하위 22.5 진단검사를 지원한다. 4 4 O O O O 0

지표 22.5.1 우선순위에따라진단검사를지원한다. 3 3 O O O 0

지표 22.5.2 군 의료기관내검사실 네트워크를
통해결과를공유한다. 3 3 O O O 0

지표 22.5.3 검사실정보를주기적으로분석하여지속적으로감염병을감시한다. 2 2 O O 0

지표 22.5.4 검사실내정도관리결과를
모니터한다. 3 2 O O 1 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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역량 23 군내 방역지침을 적용한다. 2 2 O O 0

하위 23.1 부대 감염을 위한보건교육 자료를제공한다. 6 4 O O O O 2 O O

지표 23.1.1 부대방역시설및위생상태를컨설팅한다. 3 2 O O 1 O

하위 23.2 군내 감염 확산을막기 위한 부대활동을제한적으로 통제한다. 3 2 O O 1 O

지표 23.2.1 부대 유형별지침이행여부를확인한다. 2 1 O 1 O

지표 23.2.2 제한적조치가공공의의무라는인식을공유한다. 2 0 2 O O

하위 23.3 부대 활동 제한에따른 상호적 과제를도출한다. 3 1 O 2 O O

지표 23.3.1 장병의휴식여건을보장한다. 2 0 2 O O

지표 23.3.2 장병 스트레스관리등건강증진
프로그램을운영한다. 2 0 2 O O

지표 23.3.3 장병의사회지원서비스를운영한다. 2 0 2 O O

지표 23.3.4 군내 방역지침과프로토콜을투명하게
운영한다. 3 1 O 2 O O

역량 24 인적·물적 자원을통합적으로 관리한다. 3 3 O O O 0
하위 24.1 계획에 따라 인력을관리한다. 2 2 O O 0

지표 24.1.1 인적자원의수요와현수준을평가한다. 7 5 O O O O O 2 O O

지표 24.1.2 우선순위에따라인력을배치한다. 3 2 O O 1 O
지표 24.1.3 신체적, 심리적건강을모니터한다. 2 2 O O 0

지표 24.1.4 보건의료인력의직무수행수준을
평가한다. 2 2 O O 0

지표 24.1.5 의료인력외 청소등업무종사자를
관리한다. 2 1 O 1 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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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비 항목 총계 주제범위 문헌고찰 행동사건면접
계 1 2 3 4 5 6 7 8 9 10 11 12 13 14 15 16 17 18 19 20 21 22 23 24 25 26 27 28 29 30 31 32 33 34 35 36 37 38 39 40 41 계 1 2 3 4 5 6 7 8 9 10

하위 24.2 계획에 따라 의무군수지원을 한다. 5 4 O O O O 1 O
지표 24.2.1 물적자원의수요와현수준을평가한다. 6 5 O O O O O 1 O

지표 24.2.2 비축량을고려하여우선순위에의거분배한다. 4 4 O O O O 0

지표 24.2.3 장비유지보수팀을운영한다. 2 2 O O 0

지표 24.2.4 대규모유행(Surge)를고려하여일정비축량을관리한다. 2 2 O O 0

 회복단계
역량 25 사후 평가 시스템을운영한다. 4 3 O O O 1 O
하위 25.1 사후 평가를 위한프로토콜을 마련한다. 2 1 O 1 O

지표 25.1.1 내외부이해관계자로전담사후평가팀을구성한다. (예: 장차작전반) 6 3 O O O 3 O O O

지표 25.1.2 국면별, 영역별 평가하위를마련한다. 2 1 O 1 O

지표 25.1.3 대응과정에서도동시적으로사후평가를실시한다. 3 0 3 O O O

하위 25.2 체계적인 평가를 실시한다. 2 1 O 1 O
지표 25.2.1 대응이후최대한빨리평가를실시한다. 3 3 O O O 0

지표 25.2.2 평가하위를마련하여하위에따라
평가한다. 3 3 O O O 0

지표 25.2.3 손실수준을평가한다. 3 1 O 2 O O
지표 25.2.4 교훈을도출한다. 3 1 O 2 O O

지표 25.2.5 감염병대응이군조직과국가에
미치는영향을분석한다. 2 1 O 1 O

하위 25.3 평가 결과를 활용한다. 2 2 O O 0
지표 25.3.1 대응 과정의자료를존안한다. 4 3 O O O 1 O

지표 25.3.2 평가결과를체계적으로보고서로
작성한다. 6 5 O O O O O 1 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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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비 항목 총계 주제범위 문헌고찰 행동사건면접
계 1 2 3 4 5 6 7 8 9 10 11 12 13 14 15 16 17 18 19 20 21 22 23 24 25 26 27 28 29 30 31 32 33 34 35 36 37 38 39 40 41 계 1 2 3 4 5 6 7 8 9 10

지표 25.3.3 신종감염병대응을위한제도를개선한다. 2 1 O 1 O

지표 25.3.4 평가결과는차기신종감염병대응
계획에반영한다. 3 2 O O 1 O

역량 26 회복 및 복구를위한 시스템을 운영한다. 8 8 O O O O O O O O 0
하위 26.1 다분야 협력적 복구계획을 수립한다. 8 8 O O O O O O O O 0

지표 26.1.1 보건당국, 지역사회와복구계획을
공유한다. 3 3 O O O 0

지표 26.1.2 군 의무부대와야전부대의의견을수렴한다. 2 2 O O 0

하위 26.2 군 보건의료체계를 복구한다. 2 2 O O 0
지표 26.2.1 군 의료기능의정상화를검토한다. 2 1 O 1 O
지표 26.2.2 군 보건의료인력을복구한다. 3 1 O 2 O O

지표 26.2.3 신체적, 심리적소진을평가하고
필요시치료를지원한다. 4 3 O O O 1 O

지표 26.2.4 자원봉사자및파견자복귀 절차를
검토한다. 3 2 O O 1 O

하위 26.3 신종감염병 확진자에 대한관리를유지한다. 2 2 O O 0

지표 26.3.1 감염병으로인한 2차건강영향을평가하기위한체계를운영한다. 2 2 O O 0

지표 26.3.2 장기적인건강영향을평가한다. 2 2 O O 0

지표 26.3.3 정신건강회복을위한프로그램을
운영한다. 2 2 O O 0

하위 26.4 군 전투력을 복구한다. 3 1 O 2 O O

지표 26.4.1 군내 다양한직군의심리적소진을
평가하고필요시지원한다. 2 1 O 1 O

지표 26.4.2 교육훈련 프레임워크 변화에대한
의견을개진한다. 3 0 3 O O 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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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비 항목 총계 주제범위 문헌고찰 행동사건면접
계 1 2 3 4 5 6 7 8 9 10 11 12 13 14 15 16 17 18 19 20 21 22 23 24 25 26 27 28 29 30 31 32 33 34 35 36 37 38 39 40 41 계 1 2 3 4 5 6 7 8 9 10

역량 27 차기 신종감염병 대응을위해 역량을
강화한다. 5 3 O O O 2 O O

하위 27.1 감염병 위기를 기회로전환한다. 2 1 O 1 O

지표 27.1.1
군 의무조직이전문가집단으로서,
주요참모로서의입지를다질수
있게인식을전환시킨다.

5 1 O 4 O O O O

지표 27.1.2 신종감염병대응을위해군의무조직의역할을정립한다. 2 1 O 1 O

지표 27.1.3 차기신종감염병대응을위해예산지원을확보한다. 2 1 O 1 O

하위 27.2 감염병 대응 역량강화를 위해 제도를개선한다. 3 2 O O 1 O

지표 27.2.1 대응의일관성을위해군내통제기구의역할과상호관계를정립한다. 2 1 O 1 O

지표 27.2.2 감염병감시기능, 대응기능, 사후평가기능을각각전담하는부서를마련한다. 2 1 O 1 O

지표 27.2.3 전문적인인적자원획득을위한
제도를검토한다. 3 0 3 O O O

지표 27.2.4 신속한의무물자, 장비도입을위해제도를검토한다. 2 0 2 O O

지표 27.2.5 안전한감염병대응을위해의료기관의시설변경및보수를검토한다. 4 0 4 O O O O

하위 27.3 차기 신종감염병 대응을위해 군의료조직의 기능을 재편성한다. 5 1 O 4 O O O O

지표 27.3.1 신종감염병대응을위해편조한기능및조직의정규화를검토한다. 4 1 O 3 O O O

지표 27.3.2
대응역량강화를위해보건당국과의
상호교환프로그램운영을검토한다.
(연락장교상시파견 등)

3 1 O 2 O 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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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비 항목 총계 주제범위 문헌고찰 행동사건면접
계 1 2 3 4 5 6 7 8 9 10 11 12 13 14 15 16 17 18 19 20 21 22 23 24 25 26 27 28 29 30 31 32 33 34 35 36 37 38 39 40 41 계 1 2 3 4 5 6 7 8 9 10

하위 27.4 전문가 집단으로서 역량을강화한다. 7 1 O 6 O O O O O O

지표 27.4.1 보건의료인대상감염병대응교육과정을구성하여정규화한다. 5 2 O O 3 O O O

지표 27.4.2 시나리오기반(신종코로나상황하전투 등) 교육 훈련을개발한다. 4 1 O 3 O O O

지표 27.4.3 감염병현장조사를위한역학조사역량을강화한다. 3 2 O O 1 O

지표 27.4.4 도출된교훈을근거로군내감염병
관련연구를활성화한다. 3 2 O O 1 O

하위 27.5 진단검사를 위한 실험실역량을 강화한다. 2 1 O 1 O

지표 27.5.1 센서등 새로운기술을활용한감시
역량을강화한다. 2 1 O 1 O

지표 27.5.2 실시간감염병감시체계 등을전력화
한다. 2 0 2 O O

하위 27.6 감염병 대응과정에 일반장병의 참여를유도한다. 3 1 O 2 O O

지표 27.6.1 군 감염병관련규정에참여를위한제도적기반을포함한다. 2 0 2 O O

지표 27.6.2 일반 군인대상감염병예방교육과정을정규화하여반영한다. 3 1 O 2 O 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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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록 9> 내용타당도 검증 결과
내용타당도 검증 1차 CVR 내용타당도 검증 2차 CVR 실무적합성 및 수행수준 평가 문항 구분

 공통 역량  공통 역량  기본 역량
역량 1 리더십을 발휘한다. 1 역량 1 리더십을 발휘한다. 1 역량 1 리더십 S
하위 1.1 리더십 그룹을 구성한다. 0.75 하위 1.1 리더십 그룹을 구성한다. 1 하위 1.1 리더십 그룹 구성 S

지표 1.1.1 참모기능별 가시적 역할을 부여한다. 1 지표 1.1.1 기능적 역할이 가능한 팀을 구성한다. 1 지표 1.1.1 기능적 역할이 가능한 팀을 구성한다. S
지표 1.1.2 기능적 역할을 위한 팀을 구성한다. 1 지표 1.1.2 참모기능별 가시적 역할을 부여한다. 1 지표 1.1.2 참모기능별 가시적 역할을 부여한다. S

하위 1.2 우선순위를 판단한다. 1 (대비 및 예방단계에 통합)

지표 1.2.1 신뢰할만한 정보원으로부터 정보를획득하여 우선순위를 평가한다. 0.5

지표 1.2.2 상황별 우선순위를 판단한다. 1

지표 1.2.3 우선순위에 따라 자원 활용의 수준을
판단할 수 있다. 1

하위 1.3 의사결정을 시행한다. 1 하위 1.2 의사결정을 시행한다. 1 하위 1.2 의사결정 S

지표 1.3.1 의료전문가로서 전문적 식견을 기반으로
의사결정 근거를 마련한다. 1 지표 1.2.1 보건의료전문가로서 전문적 식견을

기반으로 의사결정 근거를 마련한다. 1 지표 1.2.1 보건의료전문가로서 전문적 식견을
기반으로 의사결정 근거를 마련한다. K

지표 1.3.2 설득과 협상의 능력이 있다. 0.75 지표 1.2.2 설득과 협상의 능력이 있다. 1 지표 1.2.2 설득과 협상의 능력이 있다. S

지표 1.3.3 상황변화에 따라 의사결정 유연하게 바꿀
수 있는 자신감이 있다. 0.75 지표 1.2.3 상황변화에 따라 유연하게 판단하여

의사결정을 한다. 0.75 지표 1.2.3 상황변화에 따라 유연하게 판단하여
의사결정을 한다. S

지표 1.3.4 상황변화에 따라 의사결정을 적시에 바꿀
수 있는 기술이 있다. 0.5 (삭 제)

지표 1.3.5 의사 결정에 대한 책임감이 있다. 1 지표 1.2.4 의사 결정에 대한 책임감이 있다. 1 지표 1.2.4 의사 결정에 대한 책임감이 있다. A
하위 1.4 건강한 리더십을 유지한다. 0.5 (삭 제)

지표 1.4.1 리더십그룹스스로건강과스트레스를관리한다. 0.5 (삭 제)

지표 1.4.2 지속적인 도전성과 헌신의 자세를
실천한다. 0.75 (하위 1.5 통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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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용타당도 검증 1차 CVR 내용타당도 검증 2차 CVR 실무적합성 및 수행수준 평가 문항 구분
하위 1.5 유연한 조직문화를 조성한다. 0.75 하위 1.3 유연한 조직문화를 조성한다. 0.75 하위 1.3 유연한 조직문화 조성 S

지표 1.5.1 주기적으로 구성원의 의견을 청취할 수
있는 기회를 마련한다. 0.75 지표 1.3.1 주기적으로 구성원의 의견을 청취할 수

있는 기회를 마련한다. 0.75 지표 1.3.1 주기적으로 구성원의 의견을 청취할 수
있는 기회를 마련한다. S

지표 1.5.2 창의적 문제 해결 능력을 구비한다. 0.75 지표 1.3.2 창의적 문제 해결 능력을 구비한다. 1 지표 1.3.2 창의적 문제 해결 능력을 구비한다. S

지표 1.5.3 의사결정의 위계와 별개로 전문가의
견해를 인정한다. 1 지표 1.3.3 의사결정의 위계와 별개로 전문가의

견해를 인정한다. 1 지표 1.3.3 의사결정의 위계와 별개로 전문가의
견해를 인정한다. A

하위 1.6 갈등을 관리한다. 1 하위 1.4 갈등을 관리한다. 1 하위 1.4 갈등 관리 S

지표 1.6.1 현장의 애로사항을 확인하는 시스템을
갖춘다. 1 지표 1.4.1 현장의 애로사항을 확인하고 개선 결과를

환류하는 시스템을 갖춘다. 1 지표 1.4.1 현장의 애로사항을 확인하고 개선 결과를
환류하는 시스템을 갖춘다. S

지표 1.6.2 의사소통과정에이해관계자들을참여시킨다. 0.75 지표 1.4.2 의사소통과정에이해관계자들을참여시킨다. 1 지표 1.4.2 의사소통과정에이해관계자들을참여시킨다. S
하위 1.7 공공의 가치를 공유한다. 0.75 하위 1.5 공공의 가치를 공유한다. 1 하위 1.5 공공의 가치를 공유한다. S

지표 1.7.1 연대와 협력의 중요성을 인식한다. 0.75 지표 1.5.1 지속적인도전성과헌신의자세를실천한다. 0.75 지표 1.5.1 지속적인도전성과헌신의자세를실천한다. A
지표 1.7.2 야전부대의 자발적 참여를 유도한다. 0.5 지표 1.5.2 연대와협력의중요성을인식하고공유한다. 1 지표 1.5.2 연대와협력의중요성을인식하고공유한다. S
지표 1.7.3 군 보건의료인들에게 사명감을 부여한다. 0.5 지표 1.5.3 군 보건의료인들의 동기부여를 촉진한다. 1 지표 1.5.3 군 보건의료인들의 동기부여를 촉진한다. S

역량 2 위기관리 의사소통 (Risk Communication)을 시행한다. 1 역량 2 위기관리 의사소통 (Risk Communication)을 시행한다. 1 역량 2 위기관리 의사소통 (Risk Communication) S
하위 2.1 커뮤니케이션의 원칙을 알고 실천한다. 1 하위 2.1 커뮤니케이션의 원칙을 알고 실천한다. 1 하위 2.1 커뮤니케이션의 원칙 이해 및 실천 S

지표 2.1.1 일관된 메시지를 전달한다. 1 (지표 2.1.1 통합) 1
지표 2.1.2 핵심적메시지를위주로단순하게전달한다. 1 지표 2.1.1 핵심적메시지를위주로단순하게전달한다. 1 지표 2.1.1 핵심적메시지를위주로단순하게전달한다. S

지표 2.1.3 공공의 행동 변화를 촉진할 수 있는
긍정적 정보를 전달한다. 1 지표 2.1.2 공공의 행동 변화를 촉진할 수 있는

긍정적 정보를 전달한다. 1 지표 2.1.2 공공의 행동 변화를 촉진할 수 있는
긍정적 정보를 전달한다. S

지표 2.1.4 적시적으로 소통하되, 필요시 적절한
시기를 판단하여 전달한다. 1 지표 2.1.3 적시적으로 소통하되, 필요시 적절한

시기를 판단하여 전달한다. 1 지표 2.1.3 적시적으로 소통하되, 필요시 적절한
시기를 판단하여 전달한다. S

지표 2.1.5 오(誤)정보에대해대응하고사전에예방한다. 1 지표 2.1.4 오(誤)정보에대해대응하고사전에예방한다. 1 지표 2.1.4 오(誤)정보에대해대응하고사전에예방한다. S
지표 2.1.6 투명한 소통으로 신뢰감을 준다. 1 지표 2.1.5 투명한 소통으로 신뢰감을 준다. 1 지표 2.1.5 투명한 소통으로 신뢰감을 준다. S
지표 2.1.7 필요에따라유연하게정보를업데이트한다. 0.75 (하위 2.4, 2.5 통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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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위 2.2 커뮤니케이션 절차 및 전략을 수립한다. 1 하위 2.2 의사소통 절차 및 전략을 수립한다. 1 하위 2.2 커뮤니케이션 절차 및 전략 수립 S

지표 2.2.1 공식적인 의사소통 담당팀을 구성한다. 1 지표 2.2.1 공식적인 의사소통 담당팀을 구성한다. 1 지표 2.2.1 공식적인 의사소통 담당팀을 구성한다. S
지표 2.2.2 군내외 의사소통 파트너를 선정한다. 0.75 (삭 제)

지표 2.2.3 국제기구, 국내 보건당국의 방향과
일관된 메시지를 전달한다. 0.75 지표 2.2.2 국내 보건당국의 방향과 일관된 메시지를

전달한다. 1 지표 2.2.2 국내 보건당국의 방향과 일관된 메시지를
전달한다. S

지표 2.2.4 대상에 따라 메시지 내용과 수준을판단한다. 0.75 지표 2.2.3 대상(군장병, 보건의료인, 국민등)에따라
미치는영향을고려하여메세지를구성한다. 0.75 지표 2.2.3 대상(군장병, 보건의료인, 국민등)에따라

미치는영향을고려하여메세지를구성한다. S

지표 2.2.5 군 장병에게 미치는 영향을 고려하여
메시지를 구성한다. 1 (지표 2.2.3 통합)

하위 2.3 의사소통 방법을 다양화한다. 1 하위 2.3 의사소통 방법을 다양화한다. 1 하위 2.3 의사소통 방법 다양화 S

지표 2.3.1 인포그래픽 등 정보를 시각화한다. 0.75 지표 2.3.1 정보의 내용에 따라 다양한 전달방법을
활용한다. 0.75 지표 2.3.1 정보의 내용에 따라 다양한 소통방법

(대면, 문서, 디지털 등) 을 활용한다. S

지표 2.3.2 웹사이트 등 디지털 소통을 활성화한다. 0.75 지표 2.3.2 웹사이트 활용, 원격회의 등 디지털
소통을 활성화한다. 0.75 (지표 2.3.1 통합)

지표 2.3.3 원격회의로 시공간의 제한을 극복한다. 0.5 (지표 2.3.2 통합)
지표 2.3.4 상시 소통할 수 있는 창구를 마련한다. 0.75 지표 2.3.3 상시 소통할 수 있는 창구를 마련한다. 0.75 지표 2.3.2 상시 소통할 수 있는 창구를 마련한다. S

하위 2.4 군내 보건의료인과 소통으로 안정감을
제공한다. 0.25 하위 2.4 군내 보건의료인과 적시적으로 소통한다. 0.5 하위 2.4 군내외 이해당사자들과 적극적 소통 S

지표 2.4.1 최신의예방및치료지침을신속하게전달한다. 0.75 지표 2.4.1 최신의예방및치료지침을신속하게전달한다. 1 (지표 2.4.2 통합)

지표 2.4.2 모든 보건의료인에게 신속하게 전달될 수
있는 소통 방법을 마련한다. 0.75 지표 2.4.2 군내 보건의료인에게 신속하게 전달될 수

있는 소통 방법을 마련한다. 0.75 지표 2.4.1 대응계획 및 지침의 조정 및 사유는
빠르게 전달한다. S

지표 2.4.3 대응계획 및 지침의 조정 및 사유는
빠르게 전달한다. 0.5 지표 2.4.3 대응계획 및 지침의 조정 및 사유는

빠르게 전달한다. 1 지표 2.4.2 군내 보건의료인에게 최신의 예방 및치료 지침을 신속하게 전달한다. S

지표 2.4.3 군장병에게지원받을수있는체계를안내한다. S
지표 2.4.4 상급부대및군내대외기관과적시적으로소통한다. S

지표 2.4.5 국내 보건당국 및 전문가 집단과 소통을
적극적으로 시행한다. 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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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위 2.5 군 장병과의 소통으로 신뢰감을 준다. 0.75 하위 2.5 군 장병과의 소통으로 신뢰감을 준다. 0.5 (하위 2.4 통합)

지표 2.5.1 신종감염병대응계획을신속하게전달한다. 1 지표 2.5.1 신종감염병대응계획을정확하고신속하게전달한다. 1
지표 2.5.2 현단계과다음대응계획을구체적으로전달한다. 0.5 (삭 제)
지표 2.5.3 지원 받을 수 있는 체계를 안내한다. 0.5 지표 2.5.2 지원 받을 수 있는 체계를 안내한다. 1

하위 2.6 대외 소통을 활성화한다. 0.75 하위 2.6 대외 소통을 활성화한다. 1 (하위 2.4 통합)
지표 2.6.1 상급부대에 적시적으로 보고한다. 0.75 지표 2.6.1 상급부대및군내대외기관과적시적으로소통한다. 1
지표 2.6.2 국내보건당국과소통을적극적으로시행한다. 0.75 지표 2.6.2 국내보건당국및전문가집단과소통을적극적으로시행한다. 1 감시 단계  감시 단계  감시 단계

역량 3 신종감염병을 감시한다. 1 역량 3 신종감염병을 감시한다. 1 역량 3 신종감염병 감시 S
하위 3.1 신종감염병 감시를 위해 정보를 수집한다. 0.75 하위 3.1 신종감염병 감시를 위해 정보를 수집한다. 1 하위 3.1 신종감염병 감시를 위한 정보 수집 S

지표 3.1.1 해외 정보 (국제기구, 연구논문, 해외
현지 언론 등)을 수집한다. 0.75 지표 3.1.1 해외 정보 (국제기구, 연구논문, 해외

현지 언론 등)을 수집한다. 1 지표 3.1.1 해외 정보 (국제기구, 연구논문, 해외
현지 언론 등)을 수집한다. S

지표 3.1.3 국내정보 (방역당국, 언론 등)을수집한다. 0.75 지표 3.1.2 국내정보 (방역당국, 언론 등)을수집한다. 1 지표 3.1.2 국내정보 (방역당국, 언론 등)을수집한다. S

지표 3.1.3 군내 정보 (집단감염발생 정보, 실험실
데이터 등)을 수집한다. 0.5 (삭 제)

지표 3.1.4 정보를 통합하는 시스템을 구축한다. 0.5 (지표 3.2.4 통합)
하위 3.2 감시시스템을 운영한다. 1 하위 3.2 감시시스템을 운영하여 위기를 조기에 감지한다. 1 하위 3.2 감시시스템을 운영하여 위기 조기 감지 S

지표 3.2.1 응급실증후군 감시체계 등 공식적인
감시체계를 이해한다. 1 지표 3.2.1 국내외 감염병 감시 네트워크를

이해한다. 1 지표 3.2.1 국내외 감염병 감시 네트워크를
이해한다. K

지표 3.2.2 군내외 감염병 감시 체계를 이해한다. 1 (지표 3.2.1 통합)

지표 3.2.3 수동, 능동 감시체계를 운영한다. 0.25 지표 3.2.2 보건당국과 신종 감염병 정보 공유를
위한 시스템을 운영한다. 1 지표 3.2.2 보건당국과 신종 감염병 정보 공유를

위한 시스템을 운영한다. S

지표 3.2.3 군내 감염병 감시체계를 운영하고 군내
발생 정보를 수집한다. S

지표 3.2.4 감시체계 내 실시간 보고 기능을
운영한다. 0.25 지표 3.2.3 정보를 통합하여 위험성을 감지한다. 1 지표 3.2.4 군내외 감시체계를 통해 통합된 정보를

활용하여 위험성을 감지한다. S

지표 3.2.5 감시체계를 정기적으로 평가한다. 1 지표 3.2.4 감시체계를 정기적으로 평가한다. 1 지표 3.2.5 감시체계를 정기적으로 평가한다. S
지표 3.2.6 국가 감염병 감시 네트워크에 참여한다. 1 (지표 3.2.2 통합) (지표 3.2.2 통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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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위 3.3 신종감염병 위기를 조기에 감지한다. 1 (하위 3.2 통합)

지표 3.3.1 수집된정보를체계적으로분석하는팀을운영한다. 0.75
지표 3.3.2 사전에 정의된 위험 지표를 이용한다. 0.75
지표 3.3.3 정보를 통합하여 위험성을 감지한다. 1

역량 4 신종감염병을 조기 경보한다. 1 역량 4 신종감염병을 조기 경보한다. 1 역량 4 신종감염병 조기 경보 S

하위 4.1 신종감염병 조기 경보를 위한 프로토콜을
운영한다. 1 하위 4.1 신종감염병 조기 경보를 위한 프로토콜을

운영한다. 1 하위 4.1 신종감염병 조기 경보를 위한 프로토콜
운영 S

지표 4.1.1 조기경보시스템을운영하며정기적으로평가한다. 1 (지표 4.1.3 통합)

지표 4.1.2 근거에 기반하여 경보 시기를 판단한다. 1 지표 4.1.1 군의보고계통과별개로신속한전파를
위한조기경보시스템을구성하여운영한다. 0.5 (삭제)

지표 4.1.3 신종 감염병 위기를 적시에, 체계적으로
경보한다. 1 지표 4.1.2 근거에 기반하여 경보 시기를 판단하여

신속하게 경보·전파한다. 1 지표 4.1.1 근거에 기반하여 경보 시기를 판단하여
신속하게 경보·전파한다. S

지표 4.1.4 보고체계를갖추고단계별보고범위를
선정한다. 1 (지표 4.1.1 통합)

지표 4.1.3 (신설) 조기경보시스템을정기적으로평가한다. 1 지표 4.1.2 조기경보 시스템을 정기적으로 평가한다. S

역량 5 보건안보 위험을 평가하고 분석한다. 1 역량 5 신종감염병 군내 유입 및 확산 위험을
평가·분석한다. 1 역량 5 신종감염병 군내 유입 및 확산 위험을

평가·분석 S

하위 5.1 위험 평가 및 분석을 위한 프로토콜을 운영한다. 1 하위 5.1 위험 평가·분석을 위한 프로토콜을 운영한다. 1 하위 5.1 위험 평가·분석을 위한 프로토콜 운영 S
지표 5.1.1 위험을 평가하는 팀을 구성한다. 0.75 지표 5.1.1 위험을 평가·분석하는 팀을 운영한다. 1 지표 5.1.1 위험을 평가·분석하는 팀을 운영한다. S

지표 5.1.2 근거에 기반하여 평가, 분석한다. 1 지표 5.1.2 군내외 상황의 정보를 신속하게 통합하는
체계를 운영한다. 1 지표 5.1.2 군내외 상황의 정보를 신속하게

통합한다. S

지표 5.1.3 군내 발생 현황 통계 및 정보를 관리하는
체계를 운영한다. 1 지표 5.1.3 군내 발생 현황 통계 및 정보를

관리한다. S

지표 5.1.4 근거에 기반하여 평가·분석한다. 0.75 (지표 5.2.2 통합)
지표 5.1.5 정량적 모델을 활용한다. 0.75 (지표 5.2.2 통합)
지표 5.1.6 위험 평가시 전문가의 의견을 수렴한다. 1 (지표 5.2.3 통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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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위 5.2 위험 평가에 대한 타당성을 높인다. 0.75 (하위 5.1 통합)

지표 5.2.1 정량적 모델을 활용하여 위험을 평가한다. 0.75
지표 5.2.2 위험 평가시 전문가의 의견을 수렴한다. 1

하위 5.3 단계별, 영역별 위험을 평가한다. 1 하위 5.2 단계별, 영역별 위험을 평가한다. 0.75 하위 5.2 위기경보 단계별, 영역별 위험 평가 S

지표 5.3.1 영역별 위험 수준을 평가한다. 0.75 지표 5.2.1 영역별 위험 수준을 평가한다. 0.75 지표 5.2.1 영역별 위험 수준을 평가한다. S
지표 5.3.2 위험 노출 수준을 평가한다. 0.75 (지표 5.2.1 통합)

지표 5.2.2 근거에 기반하여 평가·분석한다. S
지표 5.2.3 위험 평가시 전문가의 의견을 수렴한다. S

지표 5.3.3 현 상황에 기초하여 위험 수준을
평가하고, 향후 위험도를 예측한다. 1 지표 5.2.2 현 상황에 기초하여위험수준을평가하고,

주기적으로향후위험도를예측한다. 0.75 지표 5.2.4 상황경과에 따라 위험 수준을 평가하고,
주기적으로 향후 위험도를 예측한다. S

하위 5.4 위험 평가 결과를 환류한다. 1 하위 5.3 위험 평가·분석 결과를 환류한다. 1 하위 5.3 위험 평가·분석 결과를 환류 S
지표 5.4.1 위험 평가 결과를 대응 계획에 반영한다. 1 지표 5.3.1 평가·분석내용을공유하는체계를마련한다. 0.75 지표 5.3.1 평가·분석내용을공유하는체계를마련한다. S
지표 5.4.2 위험평가결과를활용하는방법을검토할수있다. 0.75 지표 5.3.2 위험평가·분석결과를대응계획에반영한다. 1 지표 5.3.2 위험평가·분석결과를대응계획에반영한다. S 대비 및 예방단계  대비 및 예방단계  대비 및 예방단계

역량 6 신종감염병위기관리를위한네트워크를운영한다. 1 역량 6 신종감염병위기관리를위한네트워크를운영한다. 1 역량 6 신종감염병 위기관리 네트워크 운영 S
하위 6.1 군내 거버넌스를 운영한다. 1 하위 6.1 군내 거버넌스를 운영한다. 1 하위 6.1 군내 거버넌스 운영 S

지표 6.1.1 (수준별)각조직의권한, 역할, 책임을이해한다. 1 지표 6.1.1 (수준별)각조직의권한, 역할, 책임을이해한다. 1 지표 6.1.1 각구성조직의권한, 역할, 책임을이해한다. K
지표 6.1.2 (수준별) 각조직에보건의료전문가를배치한다. 0.75 지표 6.1.2 (수준별) 각조직에보건의료전문가를배치한다. 0.75 지표 6.1.2 사단급이상야전부대에보건의료전문가를배치한다. S

지표 6.1.3 위기 상황에 따라 역할과 기능을
유연하게 운영하도록 협의한다. 1 지표 6.1.3 법률, 규정, 정책 검토가 가능한 부서를

거버넌스에 포함시킨다. 1 지표 6.1.3 법률, 규정, 정책 검토가 가능한 부서를
거버넌스에 포함시킨다. S

지표 6.1.4 거버넌스 내 의견 조정 절차를 마련한다. 0.75 지표 6.1.4 법률 자문 시스템을 포함한다. 1 지표 6.1.4 법률 자문 시스템을 포함한다. S

지표 6.1.5 법률, 규정, 정책 검토가 가능한 부서를
거버넌스에 포함시킨다. 0.75 지표 6.1.5 위기 상황에 따라 역할과 기능을

유연하게 운영하도록 협의한다. 0.75 지표 6.1.5 위기 상황에 따라 역할과 기능을
유연하게 운영하도록 협의한다. S

지표 6.1.6 거버넌스 내 의견 조정 절차를 마련한다. 1 지표 6.1.6 거버넌스 내 의견 조정 절차를 마련한다. S
지표 6.1.6 거버넌스 핫라인을 운영한다. 1 지표 6.1.7 거버넌스 핫 라인을 운영한다. 1 지표 6.1.7 거버넌스 비상연락체계를 운영한다. 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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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위 6.2 민,관 전문가 집단과 협업/자문 네트워크를
구성한다. 1 하위 6.2 민,관 전문가 집단과 협업/자문 네트워크를

구성한다. 1 하위 6.2 민,관 전문가 집단과 협업 및 자문
네트워크 구성 S

지표 6.2.1 각각의 역할과 책임을 이해한다. 1 (삭 제)

지표 6.2.2 중앙부처 및 지역사회 보건당국과의
정보공유를 위한 체계를 마련한다. 1 지표 6.2.1 중앙부처 및 지역사회 보건당국과의

정보공유를 위한 체계를 마련한다. 1 지표 6.2.1 중앙부처 및 지역사회 보건당국과의
정보공유를 위한 체계를 마련한다. S

지표 6.2.3 분야별 전문가 패널을 구성한다. 0.75 지표 6.2.2 분야별 전문가 패널을 구성한다. 1 지표 6.2.2 분야별 전문가 패널을 구성한다. S

지표 6.2.4 공동의 목표를 수립하고 투명한 소통으로
신뢰관계를 형성한다. 1 지표 6.2.3 공동의 목표를 수립하고 투명한 소통으로

신뢰관계를 형성한다. 0.75 (삭 제)

지표 6.2.7 공동 훈련 계획을 수립한다. 1 지표 6.2.4 공동 훈련 계획을 수립한다. 1 지표 6.2.4 공동 훈련 계획을 수립한다. S
지표 6.2.8 상호 지원 역량을 공유한다. 1 지표 6.2.5 상호 지원 역량을 공유한다. 1 지표 6.2.5 상호 지원 역량을 공유한다. S
지표 6.2.9 타국군과 협력체계를 유지한다. 0.5 (삭 제)

역량 7 신종감염병관리를위한지식과기술을갖추고있다. 1 역량 7 신종감염병관리를위한지식과기술을갖추고있다. 1 역량 7 신종감염병 관리를 위한 지식과 기술 K,S
하위 7.1 감염병 관리에 대한 지식을 갖추고 있다. 1 하위 7.1 감염병 관리에 대한 지식을 갖추고 있다. 1 하위 7.1 감염병 관리 지식 K

지표 7.1.1 감염병의 잠복기와 세대기의 정의를
이해한다. 1 지표 7.1.1 감염병의 특성(전파, 잠복기 등)과

관리원칙을 이해한다. 1 지표 7.1.1 감염병의 특성(전파, 잠복기 등)과
관리원칙을 이해한다. K

지표 7.1.2 감염병의 생성과 전파의 과정을 이해한다. 1 (지표 7.1.1 통합)

지표 7.1.3 감염병 관리의 3대 원칙을 이해한다.
(병원체와병원소관리, 전파과정관리, 숙주관리) 1 (지표 7.1.1 통합)

지표 7.1.4 신종감염병병원체에대한특성을이해한다. 0.75 지표 7.1.2 신종감염병병원체에대한특성을이해한다. 1 지표 7.1.2 신종감염병병원체에대한특성을이해한다. K
지표 7.1.5 신종 감염병의 증상을 이해한다. 1 (지표 7.1.4 통합)

하위 7.2 국가 감염병 관리 체계를 이해한다. 1 (하위 7.3 통합)
지표 7.2.1 신종감염병에대한국가관리체계를이해한다. 1
지표 7.2.2 군 감염병 관련 법규와 규정을 이해한다. 1

지표 7.2.3 군 감염병 예방관리 관련 훈령 및
매뉴얼의 주요내용을 알고 있다. 1

지표 7.2.4 감염병발생시신고및보고체계를이해한다. 0.7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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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위 7.3 과거 신종감염병 대응 경험을 인지하고 있다. 0.75 하위 7.2 과거 신종감염병 대응 경험을 인지하고 있다. 1 하위 7.2 과거 신종감염병 대응 경험 인지 K

지표 7.3.1 신종감염병에 대해 군 대응 경험을 직,
간접적으로 이해하고 있다. 0.75 지표 7.2.1 신종감염병에 대해 군 대응 경험을 직,

간접적으로 알고 있다. 0.75 지표 7.2.1 신종감염병에 대해 군 대응 경험을 직,
간접적으로 알고 있다. K

지표 7.3.2 과거 대응 경험으로부터의 교훈을
활용하여 현상황을 평가한다. 0.75 지표 7.2.2 과거 대응 경험으로부터의 교훈을 현

상황 평가에 활용한다. 0.75 지표 7.2.2 과거 대응 경험으로부터의 교훈을 현
상황 평가에 활용한다. S

하위 7.4 기획 능력을 갖추고 있다. 1 하위 7.3 신종감염병대응을위한기획능력을갖추고있다. 0.75 하위 7.3 신종감염병 대응을 위한 기획 능력 S

지표 7.4.1 신종감염병 대응을 위한 기획 능력을
갖추고 있다. 0.75 지표 7.3.1 국가 및 군 위기관리체계와 전략을

이해한다. 1 지표 7.3.1 국가 및 군 위기관리체계와 전략을
이해한다. K

지표 7.4.2 국가 위기 대비대응 체계와 전략을
이해한다. 0.75 지표 7.3.2 국가 및 군 감염병 관련 법규와 규정,

매뉴얼의 주요 내용을 이해한다. 1 지표 7.3.2 국가 및 군 감염병 관련 법규와 규정,
매뉴얼의 주요 내용을 이해한다. K

지표 7.4.3 감염병 위기 대비대응 체계와 전략을
이해한다. 1 지표 7.3.3 감염병 위기 단계별 군 의무조직의의

역할과 목표를 설정하고 공유한다. 1 지표 7.3.3 감염병 위기 단계별 군 의무조직의의
역할과 목표를 설정하고 공유한다. S

지표 7.4.4 행정절차에 대한 이해를 바탕으로 보고서
작성 역량을 갖추고 있다. 0.25 지표 7.3.4 행정절차에 대한 이해를 바탕으로 보고서

작성 및 검토 역량을 갖추고 있다. 0.5 지표 7.3.4 신종 감염병의 대응계획을 수립, 작성
하는데 필요한 행정 능력을 갖추고 있다. S

역량 8 신종감염병 대응 계획을 수립한다. 1 역량 8 신종감염병 대응 계획을 수립한다. 1 역량 8 신종감염병 대응 계획 수립 S
하위 8.1 위기상황에따라요구되는대응수준을판단한다. 1 하위 8.1 위기상황에따라요구되는대응수준을판단한다. 1 하위 8.1 위기 상황에 따른 대응 수준 판단 S

지표 8.1.1 계획 수립 전, 위기관리에 필요한 역량
수준을 판단한다. 0.75 지표 8.1.1 계획 수립 전, 영역별 현재 역량 수준과

요구 수준을 판단한다. 1 지표 8.1.1 계획 수립 전, 영역별 현재 역량 수준과
요구 수준을 판단한다. S

지표 8.1.2 현 수준과 요구 수준을 판단한다. 1 (지표 8.1.1 통합)

지표 8.1.3 단기, 중기, 장기단위로 주기적으로
발생상황을 예측한다. 1 (지표 5.2.2 통합)

지표 8.1.4 위험평가에대한군의료개입시점을예상한다. 1 (역량 10 통합)

지표 8.1.5 위험 평가 결과를 계획 수립에 반영한다. 1 지표 8.1.2 단계별위험평가결과를계획수립에반영한다. 1 지표 8.1.2 단계별위험평가결과를계획수립에반영한다. 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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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위 8.2 군 보건의료조직의 역할과 책임을 인식한다. 0.75 하위 8.2 군 보건의료조직의 역할과 책임을 인식한다. 1 하위 8.2 군 보건의료조직의 역할과 책임 인식 K

지표 8.2.1 군 조직의 가치와 우선순위를 고려한다. 0.75 지표 8.2.1 군 조직의 임무와 우선순위를 고려한다. 1 지표 8.2.1 군 조직의 임무와 우선순위를 고려한다. S
지표 8.2.2 군 조직의 보건요구도를 인식한다. 0.75 지표 8.2.2 군 조직의 보건요구도를 인식한다. 1 지표 8.2.2 군 조직의 보건요구도를 인식한다. S
지표 8.2.3 군조직내보건의료시스템의역할을고려한다. 0.75 (지표 8.2.2 통합)
지표 8.2.4 군조직의환경적특성, 기능적특성을이해한다. 0.75 지표 8.2.3 군조직의환경적특성, 기능적특성을이해한다. 1 지표 8.2.3 군조직의환경적특성, 기능적특성을이해한다. K

하위 8.3 군내 신종감염병 대응 계획 수립의 원칙을
이해하여 시행한다. 1 하위 8.3 신종감염병 대응의 원칙을 고려하여 대응

계획을 수립한다. 1 하위 8.3 신종감염병 대응의 원칙을 고려한 대응
계획 수립 S

지표 8.3.1 국제사회와정부의지침과일관되도록계획을수립한다. 1 지표 8.3.1 대응 전략과 로드맵을 구성한다. 1 지표 8.3.1 대응 전략과 로드맵을 구성한다. S

지표 8.3.2 국방부 감염병 대응 계획을 통합하여
계획 수립에 반영한다. 1 지표 8.3.2 국가 보건당국 지침과 일관되도록 계획을

수립한다. 1 지표 8.3.2 국가 보건당국 지침과 일관되도록 계획을
수립한다. S

지표 8.3.3 군 구성원의 안전을 보장할 수 있는
관점을 반영한다. 1 지표 8.3.3 국방부 감염병 대응 계획을 통합하여

계획 수립에 반영한다. 1 지표 8.3.3 국방부 감염병 대응 계획을 통합하여
계획 수립에 반영한다. S

지표 8.3.4 대응 전략과 로드맵을 구성한다. 1 지표 8.3.4 군 구성원의 안전을 보장할 수 있는
관점을 반영한다. 0.75 지표 8.3.4 군 구성원의 안전을 보장할 수 있는

관점을 반영한다. S

지표 8.3.5 단계별 대응 계획을 구성하고,
주기적으로 업데이트 한다. 1 지표 8.3.5 (신설) 군내외 유관기관과 협력할 수

있는 절차를 반영한다. 1 지표 8.3.5 군내외 유관기관과 협력할 수 있는
절차를 반영한다. S

지표 8.3.6 상황에 따라 유연하고 민첩하게 적용할
수 있도록 계획한다. 0.75 지표 8.3.6 감염병 위기 대응 전, 중, 후 상황

평가방법을 계획에 반영한다. 1 지표 8.3.6 감염병 위기 대응 전, 중, 후 상황
평가방법을 계획에 반영한다. S

지표 8.3.7 현장에서 적용하기 용이하게 계획한다. 1 지표 8.3.7 상황에 따라 유연하고 민첩하게 적용할
수 있도록 계획한다. 0.75 지표 8.3.7 상황에 따라 유연하고 민첩하게 적용할

수 있도록 계획한다. S

지표 8.3.8 감염병 위기 대응 전, 중, 후 상황
평가방법을 계획에 반영한다. 1 지표 8.3.8 위기 경보 단계별 대응 계획을 수립한다. 1 지표 8.3.8 위기 경보 단계별 대응 계획을 수립한다. S

지표 8.3.9 대응, 회복 단계를 위한 사전 계획을
반영한다. 1 지표 8.3.9 부대 활동을 정상화하고 봉쇄를 푸는

기준을 검토하여 반영한다. 1 지표 8.3.9 부대 활동을 정상화하고 봉쇄를 푸는
기준을 검토하여 반영한다. S

지표 8.3.10 군내외 협력조직과 협업을 보장한다. 1 지표 8.3.10 현장에서 적용하기 용이하도록 계획한다. 1 지표 8.3.10 현장에서적용하기용이하도록구체적으로수립한다. S
지표 8.3.11 공통된 용어를 사용한다. 0.25 지표 8.3.11 일선부대의 책임과 의무를 반영한다. 1 지표 8.3.11 일선부대의 책임과 의무를 반영한다. S

지표 8.3.12 개인건강을유지할수있는계획을포함한다. 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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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위 8.4 상황을 분석, 평가하는 체계를 구축한다. 1 (역량 5 통합)

지표 8.4.1 군내외 상황의 정보를 신속하게 통합하는
절차를 마련한다. 1 (지표 5.1.2 통합)

지표 8.4.2 군내 발생 현황 통계 및 정보를 관리하는
절차를 마련한다. 1 (지표 5.1.3 통합)

지표 8.4.3 상황분석내용을공유하는체계를마련한다. 1 (지표 5.3.2 통합)

지표 8.4.4 군 보건의료 대응 수요가 증가할 것을
사전에 예측한다. 0.75 (지표 5.2.2 통합)

하위 8.5 군 의무부대의 대응 계획을 수립한다. 1 (역량 10 통합)
지표 8.5.1 부대 수준에 따라 계획한다. 1 (지표 10.1.1 통합)
지표 8.5.2 계획에 포함할 구성요소를 판단한다. 1 (역량 10 통합)

지표 8.5.3 군 보건의료 대응 과정의 이해당사자들의
평가를 포함하여 계획을 수립한다. 1 (지표 18.1.3 통합)

하위 8.6 군내 유입 차단을 위한 야전부대 대응 계획을
수립한다. 1 (하위 8.3 통합)

지표 8.6.1 야전부대에적용할수있는대응매뉴얼을작성한다. 1 (지표 8.3.10 통합)

지표 8.6.2 야전부대가 자발적으로 참여하도록역할을 포함한다. 1 (지표 8.3.10 통합)

지표 8.6.3 야전부대 대상 감염예방활동을 계획한다. 1 (삭 제)

지표 8.6.4 야전부대의 위험성을 평가하고
취약부분을 식별한다. 1 (지표 19.2.1 통합)

지표 8.6.5 개인 건강관리 능력을 향상시키는 교육
프로그램을 포함한다. 0.5 (지표 8.3.12 통합)

지표 8.6.6 부대 활동을 정상화하고 봉쇄를 푸는
기준을 사전에 마련한다. 0.75 (지표 8.3.9 통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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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위 8.7 대응 계획을 신속하게 전파한다. 1 하위 8.4 대응 계획을 신속하게 전파한다. 1 하위 8.4 대응 계획 전파 S

지표 8.7.1 대응계획의보고, 하달, 전달체계를마련한다. 1 지표 8.4.1 대응계획의보고, 하달, 전달체계를마련한다. 1 지표 8.4.1 대응계획의보고, 하달, 전달체계를마련한다. S

지표 8.7.2 대응 계획이 전파되는 과정에 왜곡되지
않도록 유의한다. 0.75 지표 8.4.2 대응 계획이 전파되는 과정에 왜곡되지

않도록 유의한다. 1 지표 8.4.2 대응 계획이 전파되는 과정에 왜곡되지
않도록 유의한다. S

하위 8.8 대규모 유행(Surge) 상황을 고려한 비상
계획을 수립한다. 1 하위 8.5 대규모 유행(Surge) 상황을 고려한 비상

계획을 수립한다. 0.75 하위 8.5 대규모 유행(Surge) 상황을 고려한 비상
계획 수립 S

지표 8.8.1 대규모 유행을 탐지하여 평가한다. 1 지표 8.5.1 대규모 유행을 탐지하여 평가한다. 0.75 지표 8.5.1 대규모유행을탐지하여영향(충격)을예측한다. S

지표 8.8.2 대규모 유행을 대비한 영역별 세부
계획을 수립한다. 1 지표 8.5.2 대규모 유행을 대비한 영역별 세부

계획을 수립한다. 0.75 지표 8.5.2 대규모 유행을 대비한 영역별 세부 계획
(긴급동원, 지원, 관리 강화등)을수립한다. S

하위 8.9 대응 계획을 평가한다. 1 하위 8.6 대응 계획을 평가한다. 1 하위 8.6 대응 계획을 평가 S

지표 8.9.1 대응 계획을 TTX 등으로 사전 평가한다. 1 지표 8.6.1 대응 계획을 TTX 등으로 사전 평가한다. 1 지표 8.6.1 대응 계획의 실행 가능 여부를 사전
평가한다. (예: TTX 등) S

지표 8.9.2 주기적 평가 계획을 수립하여 계획을
주기적으로 업데이트 한다. 1 지표 8.6.2 주기적 평가 계획을 수립하여 계획을

주기적으로 업데이트 한다. 1 지표 8.6.2 주기적으로 평가 계획을 업데이트 한다. S

하위 8.7 다분야 협력적 복구 계획을 수립한다. 1 하위 8.7 유관기관과 협조하여 기능
정상화(복구)를 위한 계획 수립 S

지표 8.7.1 보건당국, 지역사회와 복구 계획을
공유한다. 0.75 지표 8.7.1 보건당국, 지역사회와 기능 정상화(복구)

계획을 공유한다. S

지표 8.7.2 군 의무부대와 야전부대의 의견을
수렴한다. 0.75 지표 8.7.2 군 의무부대와 야전부대의 의견을

수렴하여 계획을 수립한다. S

하위 8.8 사후 평가를 위한 프로토콜을 마련한다. 1 하위 8.8 사후 평가를 위한 프로토콜 마련 S

지표 8.8.1 내외부 이해관계자로 전담 사후 평가팀을
구성한다. (예: 장차작전반) 1 지표 8.8.1 내외부 이해관계자로 전담 사후 평가팀을

구성한다. (예: 장차작전반) S

지표 8.8.2 국면별, 영역별 평가기준을 마련한다. 1 지표 8.8.2 국면별, 영역별, 시기별평가기준을마련한다. S

지표 8.8.3 대응과정에서도 동시적으로 사후 평가를
실시한다. 0.75 (지표 18.4.1 통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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역량 9 위기관리조직을 구성한다. 1 역량 9 위기관리조직을 구성한다. 역량 9 위기관리조직 구성 S

하위 9.1 조직의 수준에 따라 위기관리조직을
운영한다. (예: 방역대책본부) 1 하위 9.1 조직의 수준에 따라 위기관리조직을

운영한다. (예: 방역대책본부) 하위 9.1 조직의 수준에 따라 위기관리조직을 운영
(예: 방역대책본부) S

지표 9.1.1 지휘 및 통제조직을 구성한다. 1 지표 9.1.1 지휘 및 통제조직을 구성한다. 지표 9.1.1 지휘 및 통제조직을 구성한다. S

지표 9.1.2 기능별 임무와 책임을 구체화한다. 1 지표 9.1.2 기능별 임무와 책임을 구체화한다. 지표 9.1.2 기능별 임무와 책임을 구체화한다. S

지표 9.1.3 조정, 통제는 인프라에 기반하여
운영한다. 0.75 (삭 제)

지표 9.1.4 유관기관과 협조 관계를 유지한다. 1 지표 9.1.3 유관기관과 협조 관계를 유지한다. 지표 9.1.3 유관기관과 협조 관계를 유지한다. S

지표 9.1.5 위기관리조직 투입 인원대상 사전 모의
훈련을 시행한다. 1 지표 9.1.4 위기관리조직 투입 인원대상 사전 모의

훈련을 시행한다. 지표 9.1.4 위기관리조직 투입 인원대상 사전 교육
훈련을 시행한다. S

지표 9.1.6 24시간 운영이 가능한 전담조직을
구성한다. 1 지표 9.1.5 24시간 운영이 가능한 전담조직을

구성한다. 지표 9.1.5 (위기경보 단계에 따라) 24시간 운영이
가능한 전담조직을 구성한다. S

하위 9.2 운영매뉴얼을 마련한다. 1 하위 9.2 위기관리조직 마련한다. 1 하위 9.2 위기관리조직 운영매뉴얼 마련 S

지표 9.2.1 의사결정 프로세스를 구성한다. 1 지표 9.2.1 단계별, 영역별 운영 계획을 수립한다. 1 지표 9.2.1 단계별, 영역별 운영 계획을 수립한다. S

지표 9.2.2 위험상황별, 수준별운영계획을수립한다. 1 지표 9.2.2 기능별 임무 수행 절차를 포함한다. 1 지표 9.2.2 기능별 임무 수행 절차를 포함한다. S

지표 9.2.3 의사결정 프로세스를 구성한다. 1 지표 9.2.3 의사결정 프로세스를 구성한다. S

하위 9.3 상황평가를 위한 정보를 수집한다. 0.5 (하위 3.1 통합)

지표 9.3.1 신뢰할수있는정보(국제기구, 연구논문,해외현지언론 등)를지속적으로수집한다. 0.5

지표 9.3.2 감염병의 특성 및 치료방법 등의 최신
정보를 적시에 수집한다. 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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역량 10 군 의료기관의 임무수행을 위해 준비한다. 1 역량 10 군 의료기관의 임무수행을 위해 준비한다. 1 역량 10 군 의료기관 임무 수행 준비 S
하위 10.1 군 의료기관 대응 계획을 수립한다. 1 하위 10.1 군 의료기관 대응 계획을 수립한다. 1 하위 10.1 군 의료기관 대응 계획 수립 S

지표 10.1.1 군 의료기관 능력 수준을 확인한다. 1 지표 10.1.1 군 의료기관 능력 수준을 확인한다. 1 지표 10.1.1 군 의료기관 능력 수준을 확인한다. S

지표 10.1.2 요구에 맞는 대응 능력을 확보할 수 있는
계획을 수립한다. 1 지표 10.1.2 요구에 맞는 대응 능력을 확보할 수 있는

계획을 수립한다. 1 지표 10.1.2 요구에 맞는 대응 능력을 확보할 수 있는
계획을 수립한다. S

지표 10.1.3 감염병 대응 기능으로 전환을 위해 환자
소개 계획을 수립한다. 0.25 지표 10.1.3 (신규) 감염병 대응을 위한 추가(신규)

기능을 염출한다. 1 지표 10.1.3 감염병 대응을 위한 추가(신규) 기능을
염출한다. S

지표 10.1.4 선택과집중을통해비필수기능을조정한다. 1 지표 10.1.4 선택과집중을통해비필수기능을조정한다. 1 지표 10.1.4 선택과집중을통해비필수기능을조정한다. S
지표 10.1.5 필수 일상적 의료지원 기능을 유지한다. 0.75 지표 10.1.5 필수 일상적 의료지원 기능을 유지한다. 1 지표 10.1.5 필수 일상적 의료지원 기능을 유지한다. S

지표 10.1.6 (신규) 축소되는 기능을 보완할 수 있는
방법(위탁진료 등)을 계획에 포함한다. 1 지표 10.1.6 축소되는 기능을 보완할 수 있는

방법(위탁진료 등)을 계획에 포함한다. S

하위 10.2 대응을 위한 군 보건의료의 인프라를 강화한다. 1 (하위 10.3 통합)
지표 10.2.1 선별진료소 운영 개념을 구체화한다. 1 (지표 10.3.3 통합)
지표 10.2.2 선별진료소및응급실매뉴얼을제작한다. 1 (지표 10.3.4 통합)
지표 10.2.3 야전부대의료기과역할분담을검토한다. 0.5 (삭 제)

하위 10.3 환자 진료체계를 갖춘다. 1 하위 10.2 환자 진료체계를 갖춘다. 1 하위 10.2 환자 진료체계 마련 S
지표 10.3.1 확진자 수용 계획을 수립한다. 0.75 지표 10.2.1 확진자 수용 계획을 수립한다. 1 지표 10.2.1 확진자 수용 계획을 수립한다. S
지표 10.3.2 확진자 수용 시설 운영 계획을 수립한다. 1 (지표 10.2.1 통합)
지표 10.3.3 확진자 치료 매뉴얼을 마련한다. 1 (삭 제)

지표 10.3.4 확진자 정신 건강 모니터하는 시스템을
마련한다. 1 지표 10.2.2 확진자의 신체적, 정신적 건강을

모니터하는 시스템을 마련한다. 1 지표 10.2.2 확진자의 신체적, 정신적 건강을
모니터하는 시스템을 마련한다. S

지표 10.3.5 확진자 이송 체계를 마련한다. 1 지표 10.2.3 확진자 이송 체계를 마련한다. 1 지표 10.2.3 확진자 이송 체계를 마련한다. S

지표 10.3.6 확진자의 상태가 중증으로 전환되는 것을
대비하여 이송 및 치료계획을 수립한다. 0.5 (지표 10.2.3 통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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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위 10.4 원내 감염을 예방하는 계획을 수립한다. 1 하위 10.3 원내 감염을 예방하는 계획을 수립한다. 1 하위 10.3 원내 감염 예방 계획 수립 S

지표 10.4.1 감염병 특성에 따라 시설을 점검하고
보완한다. 0.75 지표 10.3.1 감염병 특성에 따라 시설을 점검하고

보완한다. 1 지표 10.3.1 감염병 특성에 따라 시설을 점검하고
보완한다. S

지표 10.4.2 감염병 특성에 따라 원내 동선 분리를
사전에 계획한다. 0.75 지표 10.3.2 감염병 특성에 따라 원내 동선 분리를

사전에 계획한다. 1 지표 10.3.2 감염병 특성에 따라 원내 동선 분리를
사전에 계획한다. S

지표 10.3.3 환자분류소, 선별진료소 등의 운영
개념을 구체화한다. 1 지표 10.3.3 환자분류소, 선별진료소 등의 운영

개념을 구체화한다. S

지표 10.4.3 응급실, 외래, 수술실 등의 환자 진료
절차를 수립한다. 지표 10.3.4 응급실, 외래, 수술실 등의 환자 진료

절차를 수립한다. 1 지표 10.3.4 응급실, 외래, 수술실 등의 환자 진료
절차를 수립한다. S

0.75 지표 10.3.5 (신규) 의심환자 등에 대한 수용 및
관리계획을 수립한다. 1 지표 10.3.5 의심환자 등에 대한 수용 및 관리계획을

수립한다. S

하위 10.5 진단검사를 위한 체계를 마련한다. 1 하위 10.4 진단검사를 위한 체계를 마련한다. 1 하위 10.4 진단검사 체계 마련 S

지표 10.5.1 검사능력을 평가하고 필요시 확대하기
위한 계획을 수립한다. 1 지표 10.4.1 검사능력을 평가하고 필요시 확대하기

위한 계획을 수립한다. 1 지표 10.4.1 검사능력을 평가하고 필요시 확대하기
위한 계획을 수립한다. S

지표 10.5.2 검사실 내 안전수준을 평가하고
보강한다. (BL3 등) 0.5 (삭 제)

지표 10.5.3 우선순위를판단하여검사실기능을조정한다. 1 지표 10.4.2 우선순위를판단하여검사실기능을조정한다. 1 지표 10.4.2 우선순위를판단하여검사실기능을조정한다. S
지표 10.5.4 진단검사 매뉴얼을 마련한다. 0.5 (삭 제)
지표 10.5.5 군의료기관내검사실네트워크를구성한다. 1 지표 10.4.3 군의료기관내검사실네트워크를구성한다. 1 지표 10.4.3 군의료기관내검사실네트워크를구성한다. S

지표 10.5.6 검사실 정보를 종합하여 분석하는 체계를
구성한다. 1 지표 10.4.4 검사실 정보를 종합하여 분석하는 체계를

구성한다. 0.5 지표 10.4.4 검사실 정보를 종합하여 군내 발생
위험을 분석하는 체계를 운영한다. S

지표 10.5.7 검체 이송시스템을 마련한다. 0.5 (삭 제)

지표 10.5.8 정기적으로 검사실 정도 평가 계획을
수립한다. 0.5 (삭 제)

지표 10.4.5 (신규) (필요시) 신종감염병확진판정이
가능한기관으로국가인증을받도록한다. 0.75 (삭 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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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위 10.6 국가 위기 지원을 사전에 검토한다. 1 하위 10.5 국가 위기 지원을 사전에 검토한다. 1 하위 10.5 국가 위기 지원 사전 검토 S

지표 10.6.1 감염병전담병원운영계획을단계별로검토한다. 1 지표 10.5.1 국가위기지원소요에대한정보를사전에획득한다. 1 지표 10.5.1 국가위기지원소요에대한정보를사전에획득한다. S
지표 10.6.2 국가위기지원소요에대한정보를사전에획득한다. 0.75 지표 10.5.2 감염병전담병원운영계획을단계별로검토한다. 1 지표 10.5.2 감염병전담병원운영계획을단계별로검토한다. S

지표 10.6.3 군 의료인력 파견시 우선순위 기준을
사전 검토한다. 1 지표 10.5.3 군 의료인력 파견시 우선순위 기준을

사전 검토한다. 1 지표 10.5.3 군 의료인력 파견시 우선순위 기준을
검토한다. S

역량 11 역학조사를 준비한다. 0.5 역량 11 역학조사 체계를 구축한다. 1 역량 11 역학조사 준비 S
하위 11.1 감염병 역학조사에 대해 이해한다. 1 하위 11.1 감염병 역학조사에 대해 이해한다. 1 하위 11.1 감염병 역학조사에 대한 이해 K

지표 11.1.1 역학조사의 단계를 이해한다. 1 지표 11.1.1 역학조사의 단계를 이해한다. 1 지표 11.1.1 역학조사의 절차와 방법을 이해한다. K
지표 11.1.2 환자와 접촉자 관리 방법을 이해한다. 1 지표 11.1.2 환자와 접촉자 관리 방법을 이해한다. 1 지표 11.1.2 환자와 접촉자 관리 방법을 이해한다. K
지표 11.1.3 신종감염병 특성과 예방법을 이해한다. 1 (삭 제)

하위 11.2 역학조사팀을 구성한다. 1 (하위 11.2 통합)
지표 11.2.1 군중앙역학조사관운영체계를일원화한다. 0.75 (지표 11.2.1 통합)

지표 11.2.2 군 중앙역학조사관을 양성하여 임명하고
임무를 사전에 부여한다. 0.75 (지표 11.2.3 통합)

지표 11.2.3 군 부대역학조사관을 양성하여 임명하고
임무를 사전에 부여한다. 0.75 (지표 11.2.3 통합)

하위 11.3 체계적인역학조사시스템을위한체계를구축한다. 1 하위 11.2 체계적인역학조사시스템을위한체계를구축한다. 1 하위 11.2 체계적인 역학조사 시스템을 위한 체계 구축 S

지표 11.2.1 군 중앙역학조사관 운영 및 관리 체계를
일원화 한다. 1 지표 11.2.1 군 중앙역학조사관 운영 및 관리 체계를

일원화 한다. S

지표 11.2.2 군 중앙역학조사관의자격기준을마련한다. 0.75 지표 11.2.2 군 중앙역학조사관의자격기준을마련한다. S

지표 11.2.3 군 중앙 및 군 부대역학조사관을임명하고 임무를 부여한다. 1 지표 11.2.3 군 중앙 및 군 부대역학조사관을임명하고 임무를 부여한다. S

지표 11.3.1 군 역학조사관 임무 매뉴얼을 만든다. 0.75 지표 11.2.4 군 역학조사관 임무 매뉴얼을 만든다. 1 지표 11.2.4 군 역학조사관 임무 매뉴얼을 만든다. S

지표 11.2.5 군역학조사관역량강화를위해군내외프로그램에참여할수있는기회를마련한다. 1 지표 11.2.5 군 역학조사관 역량 강화를 위한 교육
계획을 수립한다. 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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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표 11.3.2 정기적으로 역학조사 수준을 평가할 수
있는 계획을 수립한다. 1 지표 11.2.6 정기적으로 역학조사 수준을 평가할 수

있는 계획을 수립한다. 0.75 지표 11.2.6
정기적으로 역학조사 수준(개별
역학조사관 역량, 군 역학조사 체계
역량)을 평가할 수 있는 계획을 수립한다.

S

지표 11.3.3 민,관 역학조사기관과네트워크를유지한다. 0.75 지표 11.2.7 민,관역학조사기관과네트워크를유지한다. 1 지표 11.2.7 민,관 역학조사기관과네트워크를유지한다. S

지표 11.3.4 역학조사 결과를 종합, 분석하는 팀을
별도로 구성한다. 1 지표 11.2.8 역학조사 결과를 종합, 분석하는 팀을

별도로 구성한다. 1 지표 11.2.8 역학조사 결과를 종합, 분석하는 팀을
별도로 구성한다. S

지표 11.3.5 사례감시및접촉자추적시스템을구성한다. 0.75 지표 11.2.9 사례감시및접촉자추적시스템을구성한다. 1 지표 11.2.9 사례감시및접촉자추적시스템을구성한다. S

지표 11.2.10 (신규) 역학조사관 임무 수행 여건을
보장한다. (휴식 및 보상 등) 0.75 지표 11.2.10 역학조사관 임무 수행 여건 보장을 위한계획을 수립한다. (휴식 및 보상 등) S

역량 12 군 보건의료인력을 준비한다. 0.5 역량 12 군 보건의료인력 배치를 준비한다. 1 역량 12 군 보건의료인력 배치 준비 S

하위 12.1 신종감염병 보건안보의 전문가를 양성한다. 1 하위 12.1 신종감염병 보건안보의 전문가를 양성한다. 1 하위 12.1 신종감염병 보건안보의 전문가 양성 S

지표 12.1.1 역량 강화를 위한 로드맵을 구성한다. 1 지표 12.1.1 역량 강화를 위한 로드맵을 구성한다. 1 지표 12.1.1 역량 강화를 위한 로드맵을 구성한다. S

지표 12.1.2 교육 담당기관을 선정하여 권한을
위임한다. (계획, 시행, 평가) 0.75 (삭 제)

지표 12.1.3 감염병상황에대해신속하게교육을실시한다. 0.75 지표 12.1.2 감염병상황에대해신속하게교육을실시한다. 1 지표 12.1.2 감염병상황에대응하기위해긴급교육을실시한다. S

지표 12.1.4 상황별 시나리오를 개발하여 시뮬레이션
교육을 실시한다. 1 지표 12.1.3 상황별 시나리오를 개발하여 시뮬레이션

교육을 실시한다. 1 지표 12.1.3 상황별 시나리오를 개발하여 시뮬레이션
교육을 실시한다. S

지표 12.1.5 군내유관기관이참여하는통합훈련을실시한다. 1 지표 12.1.4 군내유관기관이참여하는통합훈련을실시한다. 1 지표 12.1.4 군내유관기관이참여하는통합훈련을실시한다. S

지표 12.1.6 교육훈련 프로그램을평가지표를개발한다. 1 지표 12.1.5 교육훈련 프로그램을평가지표를개발한다. 1 지표 12.1.5 교육훈련 프로그램을평가지표를개발한다. S

지표 12.1.7 교육결과를보고서형태로문서화화여존안한다. 0.75 (삭 제)

지표 12.1.6 (신규) 군내외교육을통해정보를획득하고
역량을강화할수있는기회를마련한다. 1 지표 12.1.6 보건의료인력의 역량 강화를 위해 군내외

교육 기회를 부여한다. 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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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위 12.2 대응인력을 안정적으로 확보한다. 1 하위 12.2 대응인력을 안정적으로 확보한다. 1 하위 12.2 안정적인 대응인력 확보 S

지표 12.2.1 대응인력을 추가적으로 확보하기 위한
계획을 수립한다. 1 지표 12.2.1 대응인력을 추가적으로 확보하기 위한

계획을 수립한다. 1 지표 12.2.1 대응인력을 추가적으로 확보하기 위한
계획을 수립한다. S

지표 12.2.2 위기상황을 대비하여 상호운영이 가능한백업 조직을 계획한다. 1 지표 12.2.2 위기상황을 대비하여 대체 기능 전환이
가능하도록 계획한다. 1 지표 12.2.2 위기상황을 대비하여 대체 기능 전환이

가능하도록 계획한다. (예: 백업 조직 등) S

지표 12.2.3 인력 충원을 위한 소요 시간을 판단한다. 0.75 (삭 제) 1
지표 12.2.4 우선순위에따라적재적소에인력을배치한다. 1 지표 12.2.3 우선순위에따라적재적소에인력을배치한다. 1 (지표 12.3.1 통합)

지표 12.2.4 (신규) 감염병 대응 참여를 위한 유인책
및 보상을 마련한다. 1 지표 12.2.4 감염병 대응 참여를 위한 유인책 및보상을 마련한다. S

하위 12.3 대응인력 관리를 위한 계획을 수립한다. 1 하위 12.3 대응인력 관리를 위한 계획을 수립한다. 1 하위 12.3 대응인력 관리 계획 수립 S

지표 12.3.1 우선순위에 따라 적재적소에 인력을 배치
계획을 수립한다. S

지표 12.3.1 직무를명시하고휴식보장을위한계획을수립한다. 0.75 지표 12.3.1 직책별 직무를 명시한다. 1 지표 12.3.2 직책별 직무를 명시한다. S
지표 12.3.2 휴식 보장을 위한 계획을 수립한다. 1 지표 12.3.3 휴식 보장을 위한 계획을 수립한다. S
지표 12.3.3 인력이배치되기전사전교육을실시한다. 1 지표 12.3.4 인력이배치되기전사전교육을실시한다. S
지표 12.3.4 업데이트되는지침을실시간으로전파한다. 0.75 (지표 18.1.5 통합)

지표 12.3.2 배치 인원의 건강을 관리하는 전담
부서를 구성한다. 0.5 지표 12.3.5 배치 인원의 심리적, 정신적 건강관리를위한 체계를 마련한다. 1 지표 12.3.5 배치 인원의 심리적, 정신적 건강관리를위한 체계를 마련한다. S

지표 12.3.3 스트레스 등 정신 건강을 관리한다. 0.5 (지표 12.3.5 통합)
지표 12.3.4 전담부서에 정신과 군의관을 배치한다. (삭 제)

0 지표 12.3.6 국가 위기상황에 기여하는 가치를
공유하고 내적 동기를 강화한다. 1 지표 12.3.6 국가 위기상황에 기여하는 가치를

공유하고 내적 동기를 강화한다. S

하위 12.4 배치되는 인원을 사전 준비한다. 1 (지표 12.3.3 통합)
지표 12.4.1 배치 전 교육을 실시한다. 0.75 (지표 12.3.3 통합)
지표 12.4.2 업데이트되는지침을실시간으로전파한다. 0.75 (지표 12.3.4 통합)
지표 12.4.3 사용하는공통용어를정립하여전파한다. 0 (삭 제)
지표 12.4.4 전체대응시스템에대한안내를제공한다. 0.25 (삭 제)
지표 12.4.5 예방접종 시 우선순위 권한을 부여한다. 0 (삭 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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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위 12.5 군 보건의료인의 심리적 역량을 강화한다. 0.75 (지표 12.3.4 통합)

지표 12.5.1 구성원에게 안전을 보장받고 있다는
느낌을 제공한다. 0.75 (지표 12.3.4 통합)

지표 12.5.2 국가 위기상황에 기여하는 가치를
공유한다. 1 (지표 12.3.6 통합)

지표 12.5.3 자발성과 내적 동기를 강화한다. 1 (지표 12.3.6 통합)
역량 13 군 의무군수지원을 계획한다. 1 역량 13 군 의무군수지원을 계획한다. 1 역량 13 군 의무군수지원 계획 S
하위 13.1 안정적으로 의무군수 지원을 계획한다. 1 하위 13.1 의무군수 물품을 안정적으로 확보한다. 1 하위 13.1 안정적인 의무군수 물품 확보 S

지표 13.1.1 군수지원을 위한 로드맵을 구성한다. 1 지표 13.1.1 군수지원을 위한 로드맵을 구성한다. 1 지표 13.1.1 군수지원을 위한 로드맵을 구성한다. S

지표 13.1.2 필요 수준과 수요 리스트를 검토한다. 0.75 지표 13.1.2 현 보유 수준을 평가하고 필요 수준을
평가한다. 1 지표 13.1.2 현 보유 수준을 평가하고 필요 수준을

평가한다. S

지표 13.1.3 현 보유 수준을 평가한다. 0.75 (지표 13.1.2 통합)

지표 13.1.4 비축 물자 관리 체계를 마련한다. 1 지표 13.1.3 물자 및 장비를 저장하고 공급받는
체계를 마련한다. 1 지표 13.1.3 물자 및 장비를 저장하고 공급받는

체계를 마련한다. S

지표 13.1.5 방역물자 비축을 위한 공간을 사전
마련한다. 0.5 (지표 13.1.3 통합)

지표 13.1.6 물자를 공급하는 업체와 네트워크를
유지한다. 0.25 지표 13.1.4 재고 부족 등 비상 상황을 대비한

계획(보건당국 지원 협조 등)을 수립한다. 1 지표 13.1.4 재고 부족 등 비상 상황을 대비한
계획(보건당국 지원 협조 등)을 수립한다. S

하위 13.2 의무물자 및 장비 보급 계획을 구성한다. 1 하위 13.2 의무군수 물품 보급 계획을 수립한다. 1 하위 13.2 의무군수 물품 보급 계획 수립 S
지표 13.2.1 우선순위의 기준을 검토한다. 1 지표 13.2.1 보급의 우선순위의 기준을 검토한다. 1 지표 13.2.1 보급의 우선순위의 기준을 검토한다. S
지표 13.2.2 장비 유지보수 계획을 마련한다. 0.75 (삭제)

지표 13.2.3 재고 부족 상황에 대비한 비상 계획을
수립한다. (지표 13.1.4 통합)

1 지표 13.2.2 보급 및 소모의 수준을 평가할 수 있는
도구(tool)를 운영한다. 1 지표 13.2.2 보급 및 소모의 수준을 평가할 수 있는

도구(tool)를 운영한다. 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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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위 13.3 군 의무시설 관리 계획을 수립한다. 1 하위 13.3 군 의무시설 관리 계획을 수립한다. 1 하위 13.3 군 의무시설 관리 계획 수립 S

지표 13.3.1 음압시설을사전점검하고필요시보충한다. 1 지표 13.3.1 대응을위한시설(음압시설등)을점검한다. 1 지표 13.3.1 대응을위한시설(음압시설등)을점검한다. S

지표 13.3.2 환기 장치를 사전 점검한다. 0.75 지표 13.3.2 대응을 위한 추가 시설 요구를 확인하고
우선순위를 판단한다. 1 지표 13.3.2 대응을 위한 추가 시설 요구를 확인하고

우선순위를 판단한다. S

지표 13.3.3 오염 세탁물 관리 방법을 계획한다. 0.25 (삭 제)

지표 13.3.4 군내 접촉자 격리 시설을 사전에
판단하여 준비한다. 0.5 (지표 13.3.2 통합)

지표 13.3.3 시설 확충을 위한 자원을 확보하여 설치
계획을 수립한다. 1 지표 13.3.3 시설 확충을 위한 자원을 확보하여 설치

계획을 수립한다. S

역량 14 재정자원을 확보한다. 1 역량 14 재정자원을 확보한다. 1 역량 14 재정자원 확보 S
하위 14.1 안정적으로 재정을 확보한다. 1 하위 14.1 안정적으로 재정을 확보한다. 1 하위 14.1 안정적인 재정 확보 S

지표 14.1.1 비상사태에 적시적으로 대응하기 위한재정 조달 체계를 마련한다. 1 지표 14.1.1 비상사태에 적시적으로 대응하기 위한재정 조달 체계를 마련한다. 0.75 지표 14.1.1 비상사태에 적시적으로 대응하기 위한재정 조달 체계를 마련한다. S

지표 14.1.2 재정 사용의 우선순위 기준을 마련한다. 1 지표 14.1.2 재정 사용의 우선순위 기준을 마련한다. 1 지표 14.1.2 재정 사용의 우선순위 기준을 마련한다. S
역량 15 윤리적이고 적법한 대응 체계를 구축한다. 1 역량 15 윤리적이고 적법한 대응 체계를 구축한다. 1 역량 15 윤리적이고 적법한 대응 체계 구축 S
하위 15.1 윤리 가치를 공유한다. 1 하위 15.1 윤리적인 관점을이해하고대응계획에반영한다. 1 하위 15.1 윤리적인 관점을 이해 및 체계 반영 S

지표 15.1.1 군내외 조직을 대상으로 돌봄을 실천한다. 0.5 (삭 제)

지표 15.1.2 군 보건의료인의 공동의 가치를 공유하여연대를 구성한다. 1 지표 15.1.1 군 보건의료인의 공동의 가치의 공감대를형성한다. 0.75 지표 15.1.1 군 보건의료인의 공동의 가치의 공감대를형성한다. S

지표 15.1.3 투명한 의사결정, 프로세스, 결과의
공유로 신뢰성을 확보한다. 1 지표 15.1.2 투명한 의사결정, 프로세스, 결과의

공유로 신뢰성을 확보한다. 1 지표 15.1.2 투명한 의사결정, 프로세스, 결과의
공유로 신뢰성을 확보한다. S

지표 15.1.4 고위험군, 취약계층에 대한 별도 관리
계획을 구성한다. 1 지표 15.1.3 고위험군, 취약계층에 대한 별도 관리

계획을 구성한다. 1 지표 15.1.3 고위험군, 취약계층을 보호하기 위한
별도의 관리 계획을 구성한다. S

지표 15.1.5
대응과정에서 발생하게 되는 사회적,
도덕적, 윤리적 문제를 예상하여 대비
매뉴얼을 수립한다.

1 지표 15.1.4
대응과정에서 발생하게 되는 사회적,
도덕적, 윤리적 문제를 예상하여 대비
매뉴얼을 수립한다.

1 지표 15.1.4
대응과정에서 발생하게 되는 사회적,
도덕적, 윤리적 문제를 예상하여 대비
매뉴얼을 수립한다.

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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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위 15.2 적법한 대응을 위한 프로토콜을 구성한다. 1 하위 15.2 적법한 대응을 위한 프로토콜을 구성한다. 1 하위 15.2 적법한 대응을 위한 프로토콜 구성 S

지표 15.2.1 감염병에 대한 법률을 이해한다. 1 지표 15.2.1 감염병에 대한 법률을 이해한다. 1 지표 15.2.1 감염병에 대한 법률을 이해한다. K
지표 15.2.2 법률 자문 시스템을 구축한다. 1 (지표 15.2.2 통합)

지표 15.2.3 방역 관련 절차에 대한 적법성을
이해하고 확보한다. 1 지표 15.2.2 대응 계획의 적법성을 감독할 수 있는

체계를 확보한다. 1 지표 15.2.2 대응 계획의 적법성을 감독할 수 있는
체계를 확보한다. S

하위 15.3 불필요한 권리가 침해되지 않도록 한다. 1 하위 15.3 불필요한 권리가 침해되지 않도록 한다. 1 하위 15.3 불필요한 권리 침해 방지 S

지표 15.3.1
필수 검사 및 치료에 미동의한하는
경우에 대한 조치를 검토하고
군내 전파한다.

0.75 지표 15.3.1
필수 검사 및 치료에 미동의한하는
경우에 대한 조치를 검토하고 군내
전파한다.

1 지표 15.3.1
감염병대응과정에발생할수있는윤리적
이슈(필수검사미동의, 개인정보보호등)에
대한조치절차를마련하고전파한다.

S

지표 15.3.2 사생활과 개인정보를 보호 보호한다. 1 지표 15.3.2 사생활과 개인정보 등 인권을 보호한다. 1 지표 15.3.2 사생활과 개인정보 등 인권을 보호한다. A

지표 15.3.3 방역 지침 적용 간 인권이 보장되도록한다. 1 (지표 15.3.2 통합)

역량 16 예방접종 계획을 사전에 수립한다. 0.75 역량 16 예방접종을 위한 인프라를 구축한다. 1 역량 16 예방접종 인프라 구축 S
1 하위 16.1 (신규) 예방접종 계획을 수립한다. 1 하위 16.1 예방접종 계획 수립 S

지표 16.1.1 접종 우선순위를 판단한다. 지표 16.1.1 군내 접종 우선순위를 판단한다. 1 지표 16.1.1 군내 접종 우선순위를 판단한다. S

지표 16.1.2 콜드체인 등의 군내 자산을 확인 후 추가
확보 계획을 수립한다. 1 (지표 16.2.1 통합)

지표 16.1.3 대규모접종계획에대한시나리오를구성한다. 0.75 지표 16.1.2 대규모 접종을 대비한 계획을 수립한다. 1 지표 16.1.2 대규모 접종을 대비한 계획을 수립한다. S

지표 16.1.3 (신규) 이상반응 관리를 위한 계획을
수립한다. 1 지표 16.1.3 이상반응 관리를 위한 계획을 수립한다. S

하위 16.2 (신규) 예방접종을 위한 자산을 확보한다. 1 하위 16.2 예방접종 자산 확보 S

지표 16.2.1 콜드체인 등의 군내 자산을 확인 후
추가로 확보한다. 1 지표 16.2.1 콜드체인 등의 군내 자산을 확인 후

추가로 확보한다. S

지표 16.2.2 예방접종 계획에 따라 자산 분배한다. 0.75 지표 16.2.2 예방접종 계획에 따라 자산 분배한다. 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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역량 17 새로운 기술을 적극 고려한다. 0.75 역량 17 감염병 대응을 위한 연구 기술 인프라를
강화한다. 1 역량 17 감염병 대응 연구 기술 인프라 강화 S

0.75 하위 17.1 (신규) 새로운 기술을 적극 고려한다. 1 하위 17.1 새로운 기술 검토 S

지표 17.1.1 새로운 기술 도입(진단검사, 장비, 앱
등)을 유연하게 검토한다. 지표 17.1.1 새로운 기술 도입(진단검사, 장비, 앱

등)을 유연하게 검토한다. 1 지표 17.1.1 새로운 기술 도입(진단검사, 장비, 앱
등)을 유연하게 검토한다. S

지표 17.1.2 기술도입 시 유지 보수에 대한 계획도
동반하여 수립한다. 0.75 (삭 제)

지표 17.1.3 집단·단체 생활을 고려하여 민간과
차별화된 기술을 사전 검토한다. 0.75 (삭 제)

하위 17.2 (신규) 감염병 관련 연구를 기획한다. 1 하위 17.2 감염병 관련 연구 기획 및 지원 S

지표 17.2.1 정책연구로 과제를 선정한다. 1 지표 17.2.1 정책연구로 과제를 선정한다. S

지표 17.2.2 기획연구를 위한 팀을 구성하고
지원한다. 1 지표 17.2.2 기획연구를 위한 팀을 구성하고

지원한다. S

역량 18 감염병 관련 연구를 사전에 기획한다. 1 (하위 17.2 통합)
지표 18.1.1 정책연구로 과제를 선정한다. 1 (지표 17.2.1 통합)

지표 18.1.2 기획연구를 위한 팀을 구성하고
지원한다. 1 (지표 17.2.2 통합)

 대응 단계  대응 단계  대응 단계
역량 19 신종감염병 대응을 위한 지식과 기술을

갖추고 있다. 0.75 (삭 제)

지표 19.1.1 본인의 직무 영역(진료, 간호, 인사, 군수
등)에서 필요한 전문 지식을 갖추고 있다. 0.75 (삭 제)

지표 19.1.2 본인의직무영역(진료, 간호, 인사, 군수등)
에서필요한전문실무능력을갖추고있다. 0.75 (삭 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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역량 20 연속적인 신종감염병 대응 체계를 유지한다. 1 역량 18 순환식 신종감염병 대응 체계를 유지한다. 0.75 역량 18 신종감염병 대응 체계 유지 S
하위 20.1 국면별 대응 계획을 업데이트 한다. 1 하위 18.1 국면별 대응 계획을 업데이트 한다. 1 하위 18.1 국면별 대응 계획 최신화 S

지표 20.1.1 현 상황을 지속적으로 판단한다. 1 지표 18.1.1 상황을 지속적으로 판단한다. 1 지표 18.1.1 상황을 지속적으로 판단한다. S

지표 20.1.2 현 대응 수준을 평가하고 추가적인
요구를 확인한다. 1 지표 18.1.2 군내 감염병 발생 실태를 분석하고 향후

발생을 예측한다. 1 지표 18.1.2 군내 감염병 발생 실태를 분석하고 향후
발생을 예측한다. S

지표 20.1.3 군내 감염병 발생 실태를 분석하고 향후
발생을 예측한다. 1 지표 18.1.3 위험 평가 결과를 계획 수립에

지속적으로 반영한다. 1 지표 18.1.3 위험 평가 결과를 계획 수립에
지속적으로 반영한다. S

지표 20.1.4 국면별 대응 계획(매뉴얼)을 수정한다. 1 (지표 18.4.3 통합)
지표 20.1.5 위험수준에따라비례적으로자원을투입한다. 0.75 (삭 제)

지표 20.1.6 위험 평가 결과를 계획 수립에
지속적으로 반영한다. 1 지표 18.1.4 현 대응 수준을 평가하고 추가적인 대응

요소를 식별한다. 1 지표 18.1.4 현 대응 수준을 평가하고 추가적인 대응
요소를 식별한다. S

지표 18.1.5 업데이트되는지침을실시간으로
전파한다. S

하위 20.2 위기관리조직을 운영한다. 1 하위 18.2 위기관리조직을 운영한다. 1 하위 18.2 위기관리조직 운영 S
지표 20.2.1 군거버넌스와대내외네트워크를유지한다. 1 지표 18.2.1 군거버넌스와대내외 네트워크를유지한다. 1 지표 18.2.1 군거버넌스와대내외네트워크를유지한다. S
지표 20.2.2 명시되어있는임무와책임에따라운영한다. 1 지표 18.2.2 명시되어있는임무와책임에따라운영한다. 1 지표 18.2.2 명시되어있는임무와책임에따라운영한다. S
지표 20.2.3 공동의 의사결정 체계를 운영한다. 1 지표 18.2.3 공동의 의사결정 체계를 운영한다. 1 지표 18.2.3 공동의 의사결정 체계를 운영한다. S

하위 20.3 위험 사례를 관리한다. 1 하위 18.3 위험 사례를 관리한다. 1 하위 18.3 위험 사례 관리 S

지표 20.3.1 원인 및 현상을 분석한다. 1 지표 18.3.1 원인 및 현상을 분석하여 사례별 대응
절차에 반영한다. 1 지표 18.3.1 원인 및 현상을 분석하여 사례별 대응

절차에 반영한다. S

지표 20.3.2 사례별 대응 절차를 수립하고 평가한다. 1 (지표 18.3.2 통합)
지표 20.3.3 사례공유를통해유사사례발생을예방한다. 지표 18.3.2 사례공유를통해유사사례발생을예방한다. 1 지표 18.3.2 사례공유를통해유사사례발생을예방한다. S

1 지표 18.3.3 의사환자, 접촉자 등에 대한 수용 및
관리체계를 감독한다. 1 지표 18.3.3 의사환자, 접촉자 등에 대한 수용 및

관리체계를 감독한다. 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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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위 20.4 대응 결과를 평가하고 환류한다. 1 하위 18.4 대응 결과를 주기적으로 평가하고 환류한다. 1 하위 18.4 대응 결과 주기적 평가 및 환류 S

지표 20.4.1 대응으로 인한 예방 효과성을 평가한다. 1 지표 18.4.1 대응단계에서도지속적으로사후평가를진행한다. 1 지표 18.4.1 대응단계에서도지속적으로사후평가를진행한다. S
지표 20.4.2 군 의무조직의 대응 자료를 존안한다. 1 지표 18.4.2 대응으로인한예방효과성과손실을평가한다. 1 지표 18.4.2 대응으로인한예방효과(성과)와손실을평가한다. S
지표 20.4.3 대응에대한평가를대응계획업데이트시반영한다. 1 지표 18.4.3 대응에대한평가를대응계획업데이트시반영한다. 1 지표 18.4.3 대응에대한평가를대응계획업데이트시반영한다. S

역량 21 군내 확진자 발생 대응 조치를 한다. 1 역량 19 군내 확진자 발생 대응 조치를 한다. 1 역량 19 군내 확진자 발생 대응 S
하위 21.1 군내 확진자를 관리한다. 0.75 하위 19.1 군내 확진자를 관리한다. 1 하위 19.1 군내 확진자 관리 S

지표 21.1.1 확진자 발생 신고체계를 이해하고
운영한다. 0.5 지표 19.1.1 확진자발생시계획에따라처리하는과정을

감독한다. (신고, 수용, 치료, 치료종결후단계) 1 지표 19.1.1 확진자발생시계획에따라처리하는과정을
감독한다. (신고, 수용, 치료, 치료종결후단계) S

지표 21.1.2 계획에 의거 확진자를 수용하고
치료한다. 0.5 (지표 19.1.1 통합)

지표 19.1.2 (신규) 확진자관리를위해보건당국과협조한다. 1 지표 19.1.2 확진자 관리를 위해 보건당국과 협조한다. S

지표 21.1.3 격리기간동안 심리적 건강상태를
모니터한다. 0.75 지표 19.1.3 확진자의 건강 추적 시스템을 운영한다. 1 지표 19.1.3 확진자의 건강 추적 시스템을 운영한다. S

지표 21.1.4 퇴원 후 부대복귀 계획 지침을 수립한다. 0.75 지표 19.1.4 퇴원 후 부대복귀 절차를 수립한다. 1 지표 19.1.4 퇴원 후 부대복귀 절차를 수립한다. S
하위 21.2 확진자 건강관리 추적시스템을 운영한다. 0.75 (지표 19.2.2 통합)

지표 21.2.1 전담팀을 운영하여 기관과 대상자 사이에
라포를 형성한다. 0.75 (삭 제)

지표 21.2.2 의료데이터와 개인정보를 보호한다. 1 (지표 15.3.2 통합)
하위 21.3 역학조사결과에따라부대방역지침을수립한다. 1 하위 19.2 역학조사결과에따라부대방역지침을지도한다. 1 하위 19.2 역학조사 결과에 따른 적절한 방역조치 이행 S

지표 21.3.1 역학조사관의 업무 독립성을 보장한다. 0.5 (삭 제)

지표 21.3.2 역학조사 결과를 토대로 부대 내 추가
감염 위험성을 평가한다. 1 지표 19.2.1 부대 내 추가 감염 위험성을 평가한다. 1 지표 19.2.1 부대 내 추가 감염 위험성을 평가한다. S

지표 21.3.3 발생 부대를 대상으로 교육을 실시한다. 0.75 (하위 19.2 통합)
지표 21.3.4 접촉자 격리를 위한 시설을 운영한다. 0.5 (삭 제)
지표 21.3.5 접촉자건강관리추적시스템을운영한다. 0.75 지표 19.2.2 접촉자건강관리추적시스템을운영한다. 1 지표 19.2.2 접촉자건강관리추적시스템을운영한다. S
지표 21.3.6 부대 내 추가 감염 위험성을 평가한다. 0.75 (지표 19.2.1 통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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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위 21.4 추가적인 진단검사를 실시한다. 1 하위 19.3 추가적인 진단검사를 실시한다. 1 하위 19.3 추가적인 진단검사 검토 및 조정 S

지표 21.4.1 역학조사에근거하여진단검사대상자를분류한다. 1 지표 19.3.1 역학조사에근거하여진단검사대상자를분류한다. 1 지표 19.3.1 역학조사에근거하여진단검사대상자를분류한다. S

지표 21.4.2 진단검사 결과에 따라 추가 조치 계획을
수립한다. 1 지표 19.3.2 진단검사 결과에 따라 추가 조치 계획을

수립한다. 1 지표 19.3.2 진단검사 결과에 따라 추가 조치 계획을
수립한다. S

역량 22 군 의무 기능을 유지한다. 1 역량 20 군 의료기관 임무를 수행한다. 1 역량 20 군 의료기관 운영 S
하위 22.1 감염병 대응을 위한 기능을 운영한다. 1 하위 20.1 감염병 대응을 위한 군 의료기능을 유지한다. 1 하위 20.1 감염병 대응을 위한 군 의료기능 유지 S

지표 22.1.1 선별진료소 운영을 관리한다. 1 지표 20.1.1 선별진료소및입원병상등의운영을
관리한다. 1 지표 20.1.1 선별진료소및입원병상등의운영을

관리한다. S

지표 22.1.2 확진자입원병상(국가지정입원치료병상,
감염병 전담병원) 운영을 관리한다. 1 (지표 20.1.1 통합)

지표 22.1.3 확진자 이송 체계를 관리한다. 지표 20.1.2 확진자 이송 체계를 수시로 점검한다. 1 지표 20.1.2 확진자 이송 체계를 수시로 점검한다. S

0.75 지표 20.1.3 원내감염을차단을위해프로토콜준수를
감독한다. 1 지표 20.1.3 원내감염을차단을위해프로토콜준수를

감독한다. S

지표 20.1.4 분야별 의료 공백 발생이 없는지
모니터한다. S

하위 22.2 원내 감염을 차단을 위한 감독을 시행한다. 1 (지표 20.1.3 통합)

지표 22.2.1 직원들이 프로토콜대로 감염절차를
준수하는 것을 모니터한다. 1

지표 22.2.2 사전 계획대로 진료 절차를 준수하는지
모니터한다. 1

지표 22.2.3 사전 계획대로 시설, 동선이 구분되어
운영되는지 모니터한다. 1

지표 22.2.4 의료폐기물을 적법하게 관리한다. 1

지표 22.2.5 근거에 기반하여 환자 입원공간 소독
지침을 작성한다. 0.75

지표 22.2.6 근거에기반하여장비소독지침을작성한다. 0.75



198

내용타당도 검증 1차 CVR 내용타당도 검증 2차 CVR 실무적합성 및 수행수준 평가 문항 구분
하위 22.3 필수 일상적 의료지원 기능을 유지한다. 0.75 하위 20.2 필수적인 일상적 의료지원 기능을 유지한다. 0.75 (지표 20.1.4 통합)

지표 22.3.1 격리목적 외 치료 기능을 유지한다. 1 (지표 20.2.1 통합)
지표 22.3.2 분야별의료공백발생이없는지모니터한다. 1 지표 20.2.1 분야별의료공백발생이없는지모니터한다. 0.75 (지표 20.1.4 통합)

하위 22.4 역학조사 시스템을 운영한다. 1 (지표 21 통합)
지표 22.4.1 역학조사관의 임무 여건을 보장한다. 1
지표 22.4.2 부대방역지침수립의기준을역량화하여운영한다. 0.75

지표 22.4.3 민,관,군 네트워크를 이용하여 역학조사
결과 정보를 신속히 획득한다. 1

지표 22.4.4 역학조사결과를주기적으로분석하고군내공유한다. 0.75
지표 22.4.5 역학조사 결과를 방역계획에 반영한다. 1

하위 22.5 진단검사를 지원한다. 1 하위 20.3 진단검사를 지원한다. 1 하위 20.2 진단검사 체계 운영 S
지표 22.5.1 우선순위에 따라 진단검사를 지원한다. 1 지표 20.3.1 우선순위에 따라 진단검사를 지원한다. 1 지표 20.2.1 우선순위에 따라 진단검사를 지원한다. S

지표 22.5.2 군 의료기관 내 검사실 네트워크를 통해
결과를 공유한다. 0.75 지표 20.3.2 군 의료기관 내 검사실 네트워크를 통해

결과를 공유한다. 1 지표 20.2.2 군 의료기관 내 검사실 네트워크를 통해
결과를 공유한다. S

지표 22.5.3 검사실 정보를 주기적으로 분석하여
지속적으로 감염병을 감시한다. 1 지표 20.3.3 검사실 정보를 주기적으로 분석하여

지속적으로 감염병을 감시한다. 1 지표 20.2.3 검사실 정보를 주기적으로 분석하여
지속적으로 감염병을 감시한다. S

지표 22.5.4 검사실 내 정도관리 결과를 모니터한다. 1 지표 20.3.4 검사실 내 정도관리 결과를 모니터한다. 1 지표 20.2.4 검사실 내 정도관리 결과를 모니터한다. S
역량 21 역학조사 시스템을 운영한다. 1 역량 21 역학조사 시스템 운영 S

하위 21.1 역학조사 체계 운영을 감독한다. 0.75 하위 21.1 역학조사 체계 감독 S

지표 21.1.1 민,관,군 네트워크를 이용하여 역학조사
결과 정보를 신속히 획득한다. 1 지표 21.1.1 민,관,군 네트워크를 이용하여 역학조사

결과 정보를 신속히 획득한다. S

지표 21.1.2 역학조사결과를주기적으로분석하고군내공유한다. 1 지표 21.1.2 역학조사결과를주기적으로분석하고군내공유한다. S
지표 21.1.3 역학조사결과를군대응계획에반영한다. 1 지표 21.1.3 역학조사결과를군대응계획에반영한다. S

지표 21.1.4 역학조사관의 역량 수준과 임무 여건을수시로 점검한다. 1 지표 21.1.4 역학조사관의 역량 수준과 임무 여건을수시로 점검한다. 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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역량 23 군내 방역지침을 적용한다. 1 역량 22 군내 방역지침을 수립한다. 0.75 역량 22 군내 방역지침 조정 및 통제 S
하위 23.1 부대 감염을 위한 보건교육 자료를 제공한다. 0.5 (하위 19.2 통합)

지표 23.1.1 부대방역시설 및 위생상태를 컨설팅한다. 0.5 (지표 19.2.1 통합)

하위 23.2 군내 감염 확산을 막기 위한 부대 활동을제한적으로 통제한다. 1 하위 22.1 군내 유입 및 확산을 차단하기 위한 지침을수립하여 감독한다. 1 하위 22.1 군내 유입 및 확산을 차단하기 위한 지침
이행 감독 S

1 지표 22.1.1 역량화된 기준으로 방역지침을 수립한다. 1 (기준 22.1 통합)

지표 22.1.2 군내 감염 확산을 막기 위한 부대 활동을
제한적으로 통제한다. 1 지표 22.1.1 군내 감염 확산을 막기 위한 부대 활동을

제한적으로 통제한다. S

지표 23.2.1 부대 유형별 지침 이행여부를 확인한다. 지표 22.1.3 부대 유형별 지침 이행여부를 확인한다. 1 지표 22.1.2 부대 유형별 지침 이행여부를 확인한다. S
지표 23.2.2 제한적조치가공공의의무라는인식을공유한다. 0.75 지표 22.1.4 제한적조치가공공의의무라는인식을공유한다. 1 지표 22.1.3 제한적조치가공공의의무라는인식을공유한다. S

지표 22.1.5 부대위생및위험도평가를위한도구 (tool)
를제공하여자체평가할수있도록한다. 1 지표 22.1.4 부대위생및위험도평가를위한도구 (tool)

를제공하여자체평가할수있도록한다. S

하위 23.3 부대 활동 제한에따른상호적과제를도출한다. 1 하위 22.2 부대 활동 제한에따른상호적과제를도출한다. 1 하위 22.2 부대 활동 제한 조치에 따른 상호보완적
과제 도출 S

지표 23.3.1 장병의 휴식 여건을 보장한다. 1 지표 22.2.1 장병의 휴식 여건을 보장한다. 1 지표 22.2.1 장병의 휴식 여건을 보장한다. S

지표 23.3.2 장병 스트레스 관리 등 건강증진
프로그램을 운영한다. 1 지표 22.2.2 장병 스트레스 관리 등 건강증진

프로그램을 운영한다. 1 지표 22.2.2 장병 스트레스 관리 등 건강증진
프로그램을 운영한다. S

지표 23.3.3 장병의 사회지원서비스를 운영한다. 1 지표 22.2.3 장병의 사회지원서비스를 운영한다. 1 지표 22.2.3 장병의 사회지원서비스를 운영한다. S
지표 23.3.4 군내방역지침과프로토콜을투명하게운영한다. 0.5 (삭 제)

역량 24 인적·물적 자원을 통합적으로 관리한다. 1 역량 23 인적·물적 자원을 통합적으로 관리한다. 1 역량 23 인적·물적 자원 통합적 관리 S
하위 24.1 계획에 따라 인력을 관리한다. 1 하위 23.1 계획에 따라 인력을 관리한다. 1 하위 23.1 계획에 따른 인력 관리 S

지표 24.1.1 인적자원의 수요와 현 수준을 평가한다. 1 (지표 23.1.1 통합)
지표 24.1.2 우선순위에 따라 인력을 배치한다. 1 지표 23.1.1 우선순위에 따라 인력을 배치한다. 1 지표 23.1.1 우선순위에 따라 인력을 배치한다. S
지표 24.1.3 신체적, 심리적 건강을 모니터한다. 1 지표 23.1.2 신체적, 심리적 건강을 모니터한다. 0.75 지표 23.1.2 신체적, 심리적 건강을 모니터한다. S

지표 24.1.4 보건의료인력의 직무 수행 수준을
평가한다. 1 지표 23.1.3 보건의료인력 및 행정 지원인력 등 전

직원의 직무 수행 수준을 평가한다. 0.75 지표 23.1.3 보건의료인력 및 행정 지원인력 등 전
직원의 직무 수행 수준을 평가한다. S

지표 24.1.5 의료인력외청소등업무종사자를관리한다. 0.75 (지표 23.1.3 통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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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위 24.2 계획에 따라 의무군수 지원을 한다. 0.75 하위 23.2 계획에 따라 의무군수 지원을 한다. 1 하위 23.2 계획에 따른 의무군수 지원 S

지표 24.2.1 물적자원의 수요와 현 수준을 평가한다. 1 (지표 23.2.1 통합)
지표 24.2.2 비축량을고려하여우선순위에의거분배한다. 1 지표 23.2.1 비축량을고려하여우선순위에의거분배한다. 1 지표 23.2.1 비축량을고려하여우선순위에의거분배한다. S
지표 24.2.3 장비 유지보수팀을 운영한다. 0.5 (삭 제)

지표 24.2.4 대규모 유행(Surge)를 고려하여 일정
비축량을 관리한다. 1 (지표 8.5.2 통합)

지표 23.2.2 비축량 목표를 설정하여 보급 및 소모를
통제, 관리한다. 0.75 지표 23.2.2 비축량 목표를 설정하여 보급 및 소모를

통제, 관리한다. S

지표 23.2.3 의무시설의 운영상황을 감독한다. 0.5 (삭 제) 회복단계  회복단계  회복단계
역량 25 사후 평가 시스템을 운영한다. 1 역량 24 사후 평가 시스템을 운영한다. 1 역량 24 사후 평가 시스템 운영 S
하위 25.1 사후 평가를 위한 프로토콜을 마련한다. 1 (하위 8.8 통합)

지표 25.1.1 내외부 이해관계자로 전담 사후 평가팀을
구성한다. (예: 장차작전반) 1 (지표 8.8.1 통합)

지표 25.1.2 국면별, 영역별 평가기준을 마련한다. 1 (지표 8.8.2통합)
지표 25.1.3 대응과정에서도동시적으로사후평가를실시한다. 0.75 (지표 8.8.3통합)

하위 25.2 체계적인 평가를 실시한다. 1 하위 24.1 체계적인 평가를 실시한다. 1 하위 24.1 체계적인 사후 평가 S
지표 25.2.1 대응 이후 최대한 빨리 평가를 실시한다. 1 지표 24.1.1 대응 이후 최대한 빨리 평가를 실시한다. 1 지표 24.1.1 대응 이후 최대한 빨리 평가를 실시한다. S
지표 25.2.2 평가기준을마련하여기준에따라평가한다. 1 지표 24.1.2 평가기준에 따라 평가한다. 1 지표 24.1.2 평가기준에 따라 평가한다. S
지표 25.2.3 손실 수준을 평가한다. 1 (지표 18.4.2 통합)

지표 25.2.4 교훈을 도출한다. 1 지표 24.1.3 감염병 대응이 군 조직과 국가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한다. 1 지표 24.1.3 감염병 대응이 군 조직과 국가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한다. S

지표 24.1.4 (신설) 군내 발생 현황정보를 종합하여
질병에 대한 통계 자료를 작성한다. S

지표 25.2.5 감염병대응이군조직과국가에미치는영향을분석한다. 1 지표 24.1.4 교훈을 도출한다. 1 지표 24.1.5 향후 개선과제 등 교훈을 도출한다. S
24.1.5 대응 과정의 자료를 존안한다. 1 24.1.6 대응 과정의 자료를 존안한다. 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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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위 25.3 평가 결과를 활용한다. 1 하위 24.2 평가 결과를 환류한다. 1 하위 24.2 사후 평가 결과 환류 S

지표 25.3.1 대응 과정의 자료를 존안한다. 1 (지표 24.1.5 통합)
지표 25.3.2 평가결과를체계적으로보고서로작성한다. 1 지표 24.2.1 평가결과를체계적으로보고서로작성한다. 1 지표 24.2.1 평가결과를체계적으로보고서로작성한다. S
지표 25.3.3 신종감염병대응을위한제도를개선한다. 1 (하위 26.2 통합)
지표 25.3.4 평가결과는차기신종감염병대응계획에반영한다. 1 지표 24.2.2 평가결과는차기신종감염병대응계획에반영한다. 1 지표 24.2.2 평가결과는차기신종감염병대응계획에반영한다. S

역량 26 회복 및 복구를 위한 시스템을 운영한다. 1 역량 25 회복 및 복구를 위한 시스템을 운영한다. 1 역량 25 회복 및 복구 시스템 운영 S
하위 26.1 다분야 협력적 복구 계획을 수립한다. 1 (하위 8.7 통합)

지표 26.1.1 보건당국, 지역사회와복구계획을공유한다. 1 (지표 8.7.1 통합)
지표 26.1.2 군의무부대와야전부대의의견을수렴한다. 1 (지표 8.7.2 통합)

하위 26.2 군 보건의료체계를 복구한다. 1 하위 25.1 군 보건의료체계를 복구한다. 1 하위 25.1 군 보건의료체계 복구 S
지표 26.2.1 군 의료 기능의 정상화를 검토한다. 1 지표 25.1.1 군 의료 기능의 정상화를 검토한다. 1 지표 25.1.1 군 의료 기능의 정상화를 검토한다. S

지표 26.2.2 군 보건의료인력을 복구한다. 0.5 지표 25.1.2 군 보건의료인력의 임무 전환, 복귀
계획을 검토한다. 1 지표 25.1.2 군 보건의료인력의 임무 전환, 복귀

계획을 검토한다. S

지표 26.2.3 신체적, 심리적 소진을 평가하고 필요시
치료를 지원한다. 1 지표 25.1.3 신체적, 심리적 소진을 평가하고 필요시

치료를 지원한다. 1 지표 25.1.3 신체적, 심리적 소진을 평가하고 필요시
치료를 지원한다. S

지표 26.2.4 자원봉사자및파견자복귀절차를검토한다. 1 지표 25.1.4 자원봉사자및파견자복귀절차를검토한다. 1 지표 25.1.4 자원봉사자및파견자복귀절차를검토한다. S
하위 26.3 신종감염병 확진자에 대한 관리를 유지한다. 1 하위 25.2 신종감염병 확진자에 대한 관리를 유지한다. 1 하위 25.2 신종감염병 확진자 관리 유지 S

지표 26.3.1 감염병으로 인한 2차 건강 영향을평가하기 위한 체계를 운영한다. 1 (지표 25.2.1 통합)

지표 26.3.2 장기적인 건강 영향을 평가한다. 0.75 지표 25.2.1 장기적인 건강 영향을 평가한다. 1 지표 25.2.1 감염병으로 인한 장기적인 건강 영향을평가하기 위한 체계를 운영한다. S

지표 26.3.3 정신건강회복을위한프로그램을운영한다. 1 지표 25.2.2 정신건강회복을위한프로그램을운영한다. 1 지표 25.2.2 정신건강회복을위한프로그램을운영한다. S
하위 26.4 군 전투력을 복구한다. 0.75 하위 25.3 군 전투력을 복구한다. 1 하위 25.3 군 전투력 복구 S

지표 26.4.1 군내 다양한 직군의 심리적 소진을
평가하고 필요시 지원한다. 0.75 지표 25.3.1 군내 다양한 직군의 심리적 소진을

평가하고 필요시 지원한다. 1 지표 25.3.1 군내 다양한 직군의 심리적 소진을
평가하고 필요시 지원한다. S

지표 26.4.2 교육훈련 프레임워크 변화에대한의견을
개진한다. 0.75 지표 25.3.2 교육훈련 프레임워크 변화에대한의견을

개진한다. 1 지표 25.3.2 교육훈련 프레임워크 변화에대한의견을
개진한다. 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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역량 27 차기 신종감염병 대응을 위해 역량을
강화한다. 1 역량 26 차기 신종감염병 대응을 위해 역량을

강화한다. 1 역량 26 차기 신종감염병 대응을 위한 역량 강화 S

하위 27.1 감염병 위기를 기회로 전환한다. 0.5 하위 26.1 차기 신종감염병 대응을 위해 군 의료조직의기능을 재편성한다. 1 하위 26.1 차기 신종감염병 대응을 위한 군 의료조직의기능 재편성 S

지표 27.1.1 군의무조직이전문가집단으로서, 주요참모
로서의입지를다질수있게인식을전환시킨다. 0.75 지표 26.1.1 차기 신종감염병 대응을 위해 군의무조직의 임무와 기능을 정립한다. 1 지표 26.1.1 차기 신종감염병 대응을 위해 군의무조직의 임무와 기능을 정립한다. S

지표 27.1.2 신종감염병 대응을 위해 군 의무조직의
역할을 정립한다. 1 지표 26.1.2 대응의 효율성을 위해 군내 통제기구의

역할과 상호 관계를 재정립한다. 1 지표 26.1.2 대응의 효율성을 위해 군내 통제기구의
역할과 상호 관계를 재정립한다. S

지표 27.1.3 차기 신종감염병 대응을 위해 예산
지원을 확보한다. 1 (지표 26.2.1 통합)

지표 26.1.3 신종감염병 대응을 위해 편조한 기능 및조직의 정규화를 검토한다. 1 지표 26.1.3 신종감염병 대응을 위해 편조한 기능 및조직의 정규화를 검토한다. S

지표 26.1.4
대응역량 강화를 위해 보건당국과의 상호
교환프로그램 운영을 검토한다.
(연락장교 상시 파견 등)

1 지표 26.1.4
대응역량 강화를 위해 보건당국과의 상호
교환프로그램 운영을 검토한다.
(연락장교 상시 파견 등)

S

하위 27.2 감염병 대응 역량 강화를 위해 제도를 개선한다. 1 하위 26.2 감염병 대응 역량 강화를 위해 제도를 개선한다. 1 하위 26.2 감염병 대응 역량 강화를 위한 제도 개선 S

지표 27.2.1 대응의 일관성을 위해 군내 통제기구의
역할과 상호 관계를 정립한다. 1 (지표 26.12 통합)

지표 26.2.1 차기신종감염병대응을위해예산지원을확보한다. 1 지표 26.2.1 차기신종감염병대응을위해예산지원을확보한다. S

지표 27.2.2 감염병 감시기능, 대응기능, 사후평가
기능을 각각 전담하는 부서를 마련한다. 1 지표 26.2.2 감염병감시기능, 대응기능, 사후평가기능을각각전담하는부서를제도적으로마련한다. 1 지표 26.2.2 감염병감시기능, 대응기능, 사후평가기능을각각전담하는부서를제도적으로마련한다. S

지표 27.2.3 전문적인인적자원획득을위한제도를검토한다. 1 지표 26.2.3 전문적인인적자원획득을위한제도를제안한다. 1 지표 26.2.3 전문적인인적자원획득을위한제도를제안한다. S

지표 27.2.4 신속한 의무물자, 장비 도입을 위해
제도를 검토한다. 1 지표 26.2.4 신속한 의무물자, 장비 도입을 위해

제도를 제안한다. 1 지표 26.2.4 신속한 의무물자, 장비 도입을 위해
제도를 제안한다. S

지표 27.2.5 안전한 감염병 대응을 위해 의료기관의시설 변경 및 보수를 검토한다. 1 지표 26.2.5 안전한 감염병 대응을 위해 의료기관의시설 변경 및 보수를 제안한다. 1 지표 26.2.5 안전한 감염병 대응을 위해 의료기관의시설 변경 및 보수를 제안한다. S

지표 26.2.6 감염병대응과정에일반장병의대응역량을강화할수있는교육과정을제도적으로반영한다. 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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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위 27.3 차기 신종감염병 대응을 위해 군 의료조직의기능을 재편성한다. 1 (하위 26.1 통합)

지표 27.3.1 신종감염병 대응을 위해 편조한 기능 및조직의 정규화를 검토한다. 0.75 (지표 26.1.3 통합)

지표 27.3.2
대응역량 강화를 위해 보건당국과의 상호
교환프로그램 운영을 검토한다.
(연락장교 상시 파견 등)

1 (지표 26.1.4 통합)

하위 27.4 전문가 집단으로서 역량을 강화한다. 1 하위 26.3 군 보건의료 전문가로서 역량을 강화한다. 1 하위 26.3 군 보건의료 전문가 역량 강화 S

지표 27.4.1 보건의료인 대상 감염병 대응 교육과정을
구성하여 정규화한다. 1 지표 26.3.1 보건의료인 대상 감염병 대응 교육과정을

구성하여 정규화한다. 1 지표 26.3.1 보건의료인 대상 감염병 대응 교육과정을
구성하여 정규화한다. S

지표 27.4.2 시나리오 기반(신종코로나 상황하 전투
등) 교육 훈련을 개발한다. 1 지표 26.3.2 시나리오 기반(신종코로나 상황하 전투

등) 교육 훈련을 개발한다. 1 지표 26.3.2 시나리오 기반(신종코로나 상황하 전투
등) 교육 훈련을 개발한다. S

지표 27.4.3 감염병 현장 조사를 위한 역학조사역량을 강화한다. 1 지표 26.3.3 감염병 현장 조사를 위한 역학조사역량을 강화한다. 1 지표 26.3.3 감염병 현장 조사를 위한 역학조사역량을 강화한다. S

지표 27.4.4 도출된 교훈을 근거로 군내 감염병 관련
연구를 활성화한다. 1 지표 26.3.4 군내 감염병 관련 연구 인프라를

강화한다. 1 지표 26.3.4 군내 감염병 관련 연구 인프라를
강화한다. S

하위 27.5 진단검사를 위한 실험실 역량을 강화한다. 1 하위 26.4 진단검사를 위한 실험실 역량을 강화한다. 1 하위 26.4 진단검사 능력 강화 S

지표 27.5.1 센서 등 새로운 기술을 활용한 감시
역량을 강화한다. 1 지표 26.4.1 감시 역량을 강화를 위해 새로운 기술을

적극 검토하고 도입한다. 1 지표 26.4.1 감시 역량을 강화를 위해 새로운 기술을
적극 검토하고 도입한다. S

지표 27.5.2 실시간감염병감시체계 등을전력화한다. 1 지표 26.4.2 실시간감염병감시체계 등을전력화한다. 1 지표 26.4.2 실시간감염병감시체계 등을전력화한다. S

하위 27.6 감염병 대응과정에 일반 장병의 참여를유도한다. 1 하위 26.5 감염병 대응과정에 일반 장병의 대응 역량을증진시킬 수 있는 제도를 마련한다. 0.75 (지표 26.2.6 통합)

지표 27.6.1 군 감염병 관련 규정에 참여를 위한
제도적 기반을 포함한다. 0.75 (지표 26.5.1 통합)

지표 27.6.2 일반 군인대상 감염병 예방 교육과정을
정규화하여 반영한다. 0.75 지표 26.5.1 일반 군인대상 감염병 예방 교육과정을

정규화하여 반영한다. 0.75 (지표 26.2.6 통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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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록 10> 최종 역량 도출 과정
내용타당도 검증 후 전문가 워크샵 후

 기본 역량  기본 역량
역량1 리더십 역량1 리더십
하위 1.1 리더십 그룹 구성 하위 1.1 리더십 그룹 구성

지표 1.1.1 기능적 역할이 가능한 팀을 구성한다. (삭제)
지표 1.1.2 참모기능별 가시적 역할을 부여한다. 지표 1.1.1 참모기능별 가시적 역할을 부여한다.

하위 1.2 의사결정 하위 1.2 의사결정
지표 1.2.1 보건의료전문가로서전문적식견을기반으로의사결정근거를마련한다. 지표 1.2.1 보건의료전문가로서전문적식견을기반으로의사결정근거를마련한다.
지표 1.2.2 설득과 협상의 능력이 있다. (하위역량 1.4으로 이동)
지표 1.2.3 상황변화에 따라 유연하게 판단하여 의사결정을 한다. 지표 1.2.2 상황변화에 따라 유연하게 판단하여 의사결정을 한다.
지표 1.2.4 의사 결정에 대한 책임감이 있다. (삭제)

하위 1.3 유연한 조직문화 조성 (하위역량 1.3 통합)

지표 1.3.1 주기적으로 구성원의 의견을 청취할 수 있는 기회를 마련한다. (하위역량 1.4으로 이동)

지표 1.3.2 창의적 문제 해결 능력을 구비한다. (삭제)
지표 1.3.3 의사결정의 위계와 별개로 전문가의 견해를 인정한다. (하위역량 1.4으로 이동)

하위 1.4 갈등 관리 하위 1.3 갈등 관리
지표 1.4.1 현장의 애로사항을 확인하고 개선 결과를 환류하는 시스템을 갖춘다. 지표 1.3.1 현장의 애로사항을 확인하고 개선 결과를 환류하는 시스템을 갖춘다.
지표 1.4.2 의사소통 과정에 이해관계자들을 참여시킨다. (삭제)

지표 1.3.2 의사결정의 위계와 별개로 전문가의 견해를 인정한다.
지표 1.3.3 설득과 협상의 능력이 있다.
지표 1.3.4 대와 협력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공유한다.

하위 1.5 공공의 가치를 공유 (하위역량 1.3 통합)
지표 1.5.1 지속적인 도전성과 헌신의 자세를 실천한다. (삭제)
지표 1.5.2 연대와 협력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공유한다. (하위역량 1.4으로 이동)
지표 1.5.3 군 보건의료인들의 동기부여를 촉진한다. (삭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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역량 2 위기관리 의사소통 (Risk Communication) (역량 1 통합)
하위 2.1 커뮤니케이션의 원칙 이해 및 실천 하위 1.4 위기관리 의사소통

지표 2.1.1 핵심적 메시지를 위주로 단순하게 전달한다. (삭제)
지표 2.1.2 공공의 행동 변화를 촉진할 수 있는 긍정적 정보를 전달한다. (삭제)

지표 1.4.1 공식적인 의사소통 담당팀을 구성한다.

지표 1.4.2 대상(군 장병, 보건의료인, 국민 등)에 따라 미치는 영향을
고려하여 메세지를 구성한다.

지표 2.1.3 적시적으로 소통하되, 필요시 적절한 시기를 판단하여 전달한다. 지표 1.4.3 적시적으로 소통하되, 필요시 적절한 시기를 판단하여 전달한다.

지표 2.1.4 오(誤)정보에 대해 대응하고 사전에 예방한다. 지표 1.4.4 오(誤)정보에 대해 대응하고 사전에 예방한다.
지표 2.1.5 투명한 소통으로 신뢰감을 준다. (삭제)

하위 2.2 커뮤니케이션 절차 및 전략 수립 (하위역량 1.4 통합)
지표 2.2.1 공식적인 의사소통 담당팀을 구성한다. (하위역량 1.4 이동)
지표 2.2.2 국내 보건당국의 방향과 일관된 메시지를 전달한다. (삭제)

지표 2.2.3 대상(군 장병, 보건의료인, 국민 등)에 따라 미치는 영향을
고려하여 메세지를 구성한다. (하위역량 1.4 이동)

하위 2.3 의사소통 방법 다양화 (삭제)

지표 2.3.1 정보의 내용에 따라 다양한 소통방법(대면, 문서, 디지털 등)을
활용한다. (삭제)

지표 2.3.2 상시 소통할 수 있는 창구를 마련한다. (삭제)
하위 2.4 군내외 이해당사자들과 적극적 소통 (삭제)

지표 2.4.1 대응계획 및 지침의 조정 및 사유는 빠르게 전달한다. (삭제)

지표 2.4.2 군내 보건의료인에게 최신의 예방 및 치료 지침을 신속하게
전달한다. (삭제)

지표 2.4.3 군 장병에게 지원 받을 수 있는 체계를 안내한다. (삭제)
지표 2.4.4 상급부대 및 군내 대외 기관과 적시적으로 소통한다. (삭제)

지표 2.4.5 국내 보건당국 및 전문가 집단과 소통을 적극적으로 시행한다. (삭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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역량 3 신종감염병 감시 역량 2 신종감염병 감시 및 경보
하위 3.1 신종감염병 감시를 위한 정보 수집 (삭제)

지표 3.1.1 해외 정보 (국제기구, 연구논문, 해외 현지 언론 등)을 수집한다. (삭제)
지표 3.1.2 국내 정보 (방역당국, 언론 등)을 수집한다. (삭제)

하위 3.2 감시시스템을 운영하여 위기 조기 감지 하위 2.1 위기 조기 감지
지표 3.2.1 국내외 감염병 감시 네트워크를 이해한다. 지표 2.1.1 국내외 감염병 감시 네트워크를 이해한다.
지표 3.2.2 보건당국과 신종 감염병 정보 공유를 위한 시스템을 운영한다. 지표 2.1.2 보건당국과 신종 감염병 정보 공유를 위한 시스템을 운영한다.
지표 3.2.3 군내 감염병 감시체계를 운영하고 군내 발생 정보를 수집한다. 지표 2.1.3 군내 감염병 감시체계를 운영하고 군내 발생 정보를 수집한다.
지표 3.2.4 정보를 통합하여 위험성을 감지한다. (삭제)
지표 3.2.5 감시체계를 정기적으로 평가한다. (삭제)

지표 2.1.4 군내 발생 현황 통계 및 정보를 관리한다.
역량 4 신종감염병 조기 경보 (역량 2 통합)
하위 4.1 신종감염병 조기 경보를 위한 프로토콜 운영 하위 2.3 신종감염병 조기 경보

지표 4.1.1 근거에 기반하여 경보 시기를 판단하여 신속하게 경보·전파한다. 지표 2.3.1 근거에 기반하여 경보 시기를 판단하여 신속하게 경보·전파한다.
지표 4.1.2 조기경보 시스템을 정기적으로 평가한다. 지표 4.1.2 조기경보 시스템을 정기적으로 평가한다.

역량 5 신종감염병 군내 유입 및 확산 위험을 평가·분석 (역량 2 통합)
하위 5.1 위험 평가·분석을 위한 프로토콜 운영 (하위역량 2.1 통합)

지표 5.1.1 위험을 평가·분석하는 팀을 운영한다. (삭제)
지표 5.1.2 군내외 상황의 정보를 신속하게 통합한다. (삭제)
지표 5.1.3 군내 발생 현황 통계 및 정보를 관리한다. (하위역량 2.1 이동)

하위 5.2 위기경보 단계별, 영역별 위험 평가 하위 2.2 위험 평가･분석
지표 5.2.1 영역별 위험 수준을 평가한다. (삭제)
지표 5.2.2 근거에 기반하여 평가·분석한다. (삭제)
지표 5.2.3 위험 평가시 전문가의 의견을 수렴한다. (삭제)

지표 5.2.4 상황경과에 따라 위험 수준을 평가하고, 주기적으로 향후 위험도를
예측한다. 지표 2.2.1 상황경과에 따라 위험 수준을 평가하고, 주기적으로 향후 위험도를

예측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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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위 5.3 위험 평가·분석 결과를 환류 (하위역량 2.1 통합)

지표 5.3.1 평가·분석 내용을 공유하는 체계를 마련한다. (삭제)
지표 5.3.2 위험 평가·분석 결과를 대응 계획에 반영한다. 지표 2.2.2 위험 평가·분석 결과를 대응 계획에 반영한다. 대비 및 예방 단계  대비 및 예방 단계

역량 6 신종감염병 위기관리 네트워크 운영 역량 3 신종감염병 위기관리 네트워크 운영
하위 6.1 군내 거버넌스 운영 하위 3.1 군내 거버넌스 운영

지표 6.1.1 각 구성 조직의 권한, 역할, 책임을 이해한다. 지표 3.1.1 각 구성 조직의 권한, 역할, 책임을 이해한다.

지표 6.1.2 (수준별) 각 조직에 보건의료 전문가를 배치한다.
(예: 사단급 이상 등) (삭제)

지표 6.1.3 법률, 규정, 정책 검토가 가능한 부서를 거버넌스에 포함시킨다. 지표 3.1.2 법률, 규정, 정책 검토가 가능한 부서를 거버넌스에 포함시킨다.
지표 6.1.4 법률 자문 시스템을 포함한다. (삭제)
지표 6.1.5 위기 상황에 따라 역할과 기능을 유연하게 운영하도록 협의한다. (삭제)
지표 6.1.6 거버넌스 내 의견 조정 절차를 마련한다. 지표 3.1.3 거버넌스 내 의견 조정 절차를 마련한다.
지표 6.1.7 거버넌스 비상연락체계를 운영한다. (삭제)

하위 6.2 민,관 전문가 집단과 협업 및 자문 네트워크 구성 하위 3.2 민,관 전문가 집단과 협업 및 자문 네트워크 구성

지표 6.2.1 중앙부처 및 지역사회 보건당국과 정보공유를 위한 체계를
마련한다. 지표 3.2.1 중앙부처 및 지역사회 보건당국과 정보공유를 위한 체계를

마련한다.
지표 6.2.2 분야별 전문가 패널을 구성한다. 지표 3.2.2 분야별 전문가 패널을 구성한다.
지표 6.2.3 공동 훈련 계획을 수립한다. 지표 3.2.3 공동 훈련 계획을 수립한다.
지표 6.2.4 상호 지원 역량을 공유한다. (삭제)

역량 7 신종감염병 관리를 위한 지식과 기술 역량 4 신종감염병 관리를 위한 지식과 기술
하위 7.1 감염병 관리 지식 하위 4.1 감염병 관리 지식

지표 7.1.1 감염병의 특성(전파, 잠복기 등)과 관리원칙을 이해한다. 지표 4.1.1 감염병의 특성(전파, 잠복기 등)과 관리원칙을 이해한다.
지표 7.1.2 신종 감염병 병원체에 대한 특성을 이해한다. (삭제)

지표 4.1.2 국가 및 군 위기관리체계와 전략을 이해한다.

지표 4.1.3 국가 및 군 감염병 관련 법규와 규정, 매뉴얼의 주요 내용을
이해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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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위 7.2 과거 신종감염병 대응 경험 인지 (하위역량 4.2 통합)

지표 7.2.1 신종감염병에 대해 군 대응 경험을 직, 간접적으로 알고 있다. (삭제)

지표 7.2.2 과거 대응 경험으로부터의 교훈을 현 상황 평가에 활용한다. (하위역량 4.2 이동)
하위 7.3 신종감염병 대응을 위한 기획 능력 하위 4.2 신종감염병 대응을 위한 기획 능력

지표 7.3.1 국가 및 군 위기관리체계와 전략을 이해한다. (하위역량 4.1 이동)

지표 7.3.2 국가 및 군 감염병 관련 법규와 규정, 매뉴얼의 주요 내용을
이해한다. (하위역량 4.1 이동)

지표 7.3.3 감염병 위기 단계별 군 의무조직의의 역할과 목표를 설정하고 공유한다. 지표 4.2.1 감염병 위기 단계별 군 의무조직의의 역할과 목표를 설정하고 공유한다.

지표 7.3.4 신종 감염병의 대응계획을 수립, 작성하는데 필요한 행정 능력을
갖추고 있다. 지표 4.2.2 과거 신종감염병 대응 경험으로부터의 교훈을 현 상황 평가에

활용한다.

지표 4.2.3 신종 감염병의 대응계획을 수립, 작성하는데 필요한 행정 능력을
갖추고 있다.

역량 8 신종감염병 대응 계획 수립 역량 5 신종감염병 대응 계획 수립
하위 8.1 위기 상황에 따른 대응 수준 판단 (삭제)

지표 8.1.1 계획 수립 전, 영역별 현재 역량 수준과 요구 수준을 판단한다. (삭제)

지표 8.1.2 단계별 위험 평가 결과를 계획 수립에 반영한다. (삭제)
하위 8.2 군 보건의료조직의 역할과 책임 인식 (하위역량 5.1 통합)

지표 8.2.1 군 조직의 임무와 우선순위를 고려한다. (하위역량 5.1 이동)
지표 8.2.2 군 조직의 보건요구도를 인식한다. (하위역량 5.1 이동)
지표 8.2.3 군 조직의 환경적 특성, 기능적 특성을 이해한다. (삭제)

하위 8.3 신종감염병 대응의 원칙을 고려한 대응 계획 수립 하위 5.1 신종감염병 대응의 원칙을 고려한 대응 계획 수립
지표 8.3.1 대응 전략과 로드맵을 구성한다. 지표 5.1.1 대응 전략과 로드맵을 구성한다.

지표 5.1.2 군 조직의 임무와 우선순위를 고려한다.
지표 5.1.3 군 조직의 보건요구도를 인식한다.

지표 8.3.2 국가 보건당국 지침과 일관되도록 계획을 수립한다. 지표 5.1.4 국가 보건당국 지침과 일관되도록 계획을 수립한다.
지표 8.3.3 국방부 감염병 대응 계획을 통합하여 계획에 반영한다. 지표 5.1.5 국방부 감염병 대응 계획을 통합하여 계획에 반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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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표 8.3.4 군 구성원의 안전을 보장할 수 있는 관점을 반영한다. (삭제)
지표 8.3.5 군내외 유관기관과 협력할 수 있는 절차를 반영한다. 지표 5.1.6 군내외 유관기관과 협력할 수 있는 절차를 반영한다.
지표 8.3.6 감염병 위기 대응 전, 중, 후 상황 평가방법을 계획에 반영한다. (삭제)
지표 8.3.7 상황에 따라 유연하고 민첩하게 적용할 수 있도록 계획한다. 지표 5.1.7 상황에 따라 유연하고 민첩하게 적용할 수 있도록 계획한다.
지표 8.3.8 위기 경보 단계별 대응 계획을 수립한다. (삭제)
지표 8.3.9 부대 활동을 정상화하고 봉쇄를 푸는 기준을 검토하여 반영한다. (삭제)
지표 8.3.10 현장에서 적용하기 용이하도록 구체적으로 수립한다. (삭제)
지표 8.3.11 일선부대의 책임과 의무를 반영한다. (삭제)

지표 5.1.8 대응 계획의 보고, 하달, 전달 체계를 마련한다.
지표 5.1.9 대응 계획의 실행 가능 여부를 사전 평가한다. (예: TTX 등)

하위 8.4 대응 계획 전파 (하위역량 5.1 통합)
지표 8.4.1 대응 계획의 보고, 하달, 전달 체계를 마련한다. (하위역량 5.1 이동)

지표 8.4.2 대응 계획이 전파되는 과정에 왜곡되지 않도록 질의 응답창구를
마련한다. (삭제)

하위 8.5 대규모 유행(Surge) 상황을 고려한 비상 계획 수립 하위 5.2 대규모 유행(Surge) 상황을 고려한 비상 계획 수립
지표 8.5.1 대규모 유행을 탐지하여 영향(충격)을 예측한다. 지표 5.2.1 대규모 유행을 탐지하여 영향(충격)을 예측한다.

지표 8.5.2 대규모 유행을 대비한 영역별 세부 계획(긴급동원, 지원, 관리 강화
등)을 수립한다. 지표 5.2.2 대규모 유행을 대비한 영역별 세부 계획(긴급동원, 지원, 관리 강화

등)을 수립한다.
하위 8.6 대응 계획을 평가 (하위역량 5.1 통합)

지표 8.6.1 대응 계획의 실행 가능 여부를 사전 평가한다. (예: TTX 등) (하위역량 5.1 이동)
지표 8.6.2 주기적으로 평가 계획을 업데이트 한다. (삭제)

하위 8.7 유관기관과 협조하여 기능 정상화(복구)를 위한 계획 수립 하위 5.3 군 기능 정상화(복구)를 위한 계획 수립
지표 8.7.1 보건당국, 지역사회와 기능 정상화(복구) 계획을 공유한다. 지표 5.3.1 보건당국, 지역사회와 기능 정상화(복구) 계획을 공유한다.
지표 8.7.2 군 의무부대와 야전부대의 의견을 수렴하여 계획을 수립한다. 지표 5.3.2 군 의무부대와 야전부대의 의견을 수렴하여 계획을 수립한다.

하위 8.8 사후 평가를 위한 프로토콜 마련 하위 5.4 사후 평가를 위한 계획 수립
지표 8.8.1 내외부 이해관계자로 전담 사후 평가팀을 구성한다. (예: 장차작전반) 지표 5.4.1 내외부 이해관계자로 전담 사후 평가팀을 구성한다. (예: 장차작전반)
지표 8.8.2 국면별, 영역별, 시기별 평가 기준을 마련한다. 지표 5.4.2 국면별, 영역별, 시기별 대응 결과를 평가할 수 있는 기준을 마련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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역량 9 위기관리조직 구성 역량 6 위기관리조직 운영

하위 9.1 조직의 수준에 따라 위기관리조직을 운영
(예: 방역대책본부) 하위 6.1 조직의 수준에 따라 위기관리조직을 운영

(예: 방역대책본부)
지표 9.1.1 지휘 및 통제조직을 구성한다. 지표 6.1.1 지휘 및 통제조직을 구성한다.
지표 9.1.2 기능별 임무와 책임을 구체화한다. 지표 6.1.2 기능별 임무와 책임을 구체화한다.
지표 9.1.3 유관기관과 협조 관계를 유지한다. 지표 6.1.3 유관기관과 협조 관계를 유지한다.
지표 9.1.4 위기관리조직 투입 인원대상 사전 모의 훈련을 시행한다. 지표 6.1.4 위기관리조직 투입 인원대상 사전 모의 훈련을 시행한다.

지표 9.1.5 (위기경보 단계에 따라) 24시간 운영이 가능한 전담조직을
구성한다. (삭제)

지표 6.1.5 위기관리조직 운영매뉴얼을 마련한다.
하위 9.2 위기관리조직 운영매뉴얼 마련 (하위역량 6.1 통합)

지표 9.2.1 단계별, 영역별 운영 계획을 수립한다. (하위역량 6.1 이동)
지표 9.2.2 기능별 임무 수행 절차를 포함한다. (삭제)
지표 9.2.3 의사결정 프로세스를 구성한다. (삭제)

역량 10 군 의료기관 임무 수행 준비 역량 7 군 의료기관 임무 수행 준비
하위 10.1 군 의료기관 대응 계획 수립 하위 7.1 군 의료기관 대응 계획 수립

지표 10.1.1 군 의료기관 능력 수준을 확인한다. (삭제)
지표 10.1.2 요구에 맞는 대응 능력을 확보할 수 있는 계획을 수립한다. 지표 7.1.2 요구에 맞는 대응 능력을 확보할 수 있는 계획을 수립한다.
지표 10.1.3 감염병 대응을 위한 추가(신규) 기능을 염출한다. 지표 7.1.1 감염병 대응을 위한 추가(신규) 기능을 염출한다.
지표 10.1.4 선택과 집중을 통해 비필수 기능을 조정한다. 지표 7.1.3 선택과 집중을 통해 비필수 기능을 조정한다.
지표 10.1.5 필수 일상적 의료지원 기능을 유지한다. 지표 7.1.4 필수 일상적 의료지원 기능을 유지한다.

지표 10.1.6 축소되는 기능을 보완할 수 있는 방법(위탁진료 등)을 계획에
포함한다. 지표 7.1.5 축소되는 기능을 보완할 수 있는 방법(위탁진료 등)을 계획에

포함한다.
하위 10.2 환자 진료체계 마련 하위 7.2 환자 진료체계 마련

지표 10.2.1 확진자 수용 및 치료 계획을 수립한다. 지표 7.2.1 확진자 수용 및 치료 계획을 수립한다.
지표 10.2.2 확진자의 신체적, 정신적 건강을 모니터하는 시스템을 마련한다. (삭제)
지표 10.2.3 확진자 이송 체계를 마련한다. 지표 7.2.2 확진자 이송 체계를 마련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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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위 10.3 원내 감염 예방 계획 수립 하위 7.3 원내 감염 예방 계획 수립

지표 10.3.1 감염병 특성에 따라 시설을 점검하고 보완한다. (삭제)
지표 10.3.2 감염병 특성에 따라 원내 동선 분리를 사전에 계획한다. 지표 7.3.1 감염병 특성에 따라 원내 동선 등 시설이용 계획을 감독한다.
지표 10.3.3 환자분류소, 선별진료소 등의 운영 개념을 구체화한다. 지표 7.3.2 환자분류소, 선별진료소 등의 운영 개념을 구체화한다.
지표 10.3.4 응급실, 외래, 수술실 등의 환자 진료 절차를 수립한다. (삭제)
지표 10.3.5 의심환자 등에 대한 수용 및 관리계획을 수립한다. 지표 7.3.3 의심환자 등에 대한 수용 및 관리계획을 수립한다.

하위 10.4 진단검사 체계 마련 하위 7.4 진단검사 체계 마련
지표 10.4.1 검사능력을 평가하고 필요시 확대하기 위한 계획을 수립한다. 지표 7.4.1 검사능력을 평가하고 필요시 확대하기 위한 계획을 수립한다.
지표 10.4.2 우선순위를 판단하여 검사실 기능을 조정한다. 지표 7.4.2 우선순위를 판단하여 검사실 기능을 조정한다.
지표 10.4.3 군 의료기관 내 검사실 네트워크를 구성한다. (삭제)
지표 10.4.4 검사실 정보를 종합하여 군내 발생 위험을 분석하는 체계를 운영한다. (삭제)

하위 10.5 국가 위기 지원 사전 검토 하위 7.5 국가 위기 지원 사전 검토
지표 10.5.1 국가위기 지원 소요에 대한 정보를 사전에 획득한다. 지표 7.5.1 국가위기 지원 소요에 대한 정보를 사전에 획득한다.
지표 10.5.2 감염병 전담병원 운영 계획을 단계별로 검토한다. 지표 7.5.2 감염병 전담병원 운영 계획을 단계별로 검토한다.
지표 10.5.3 군 의료인력 파견시 우선순위 기준을 검토한다. 지표 7.5.3 군 의료인력 파견시 임무별 우선순위 기준을 검토한다.

역량 11 역학조사 준비 역량 8 역학조사 준비
하위 11.1 감염병 역학조사에 대한 이해 하위 8.1 감염병 역학조사에 대한 이해

지표 11.1.1 역학조사의 절차와 방법을 이해한다. 지표 8.1.1 역학조사의 절차와 방법을 이해한다.
지표 11.1.2 환자와 접촉자 관리 방법을 이해한다. 지표 8.1.2 환자와 접촉자 관리 방법을 이해한다.

하위 11.2 체계적인 역학조사 시스템을 위한 체계 구축 하위 8.2 체계적인 역학조사 시스템 구축
지표 11.2.1 군 중앙역학조사관 운영 및 관리 체계를 일원화 한다. 지표 8.2.1 군 중앙역학조사관 운영 및 관리 체계를 일원화 한다.
지표 11.2.2 군 중앙역학조사관의 자격 기준을 마련한다. (삭제)
지표 11.2.3 군 중앙 및 군 부대역학조사관을 임명하고 임무를 부여한다. (삭제)
지표 11.2.4 군 역학조사관 임무 매뉴얼을 만든다. 지표 8.2.2 군 역학조사관 임무 매뉴얼을 만든다.
지표 11.2.5 군 역학조사관 역량 강화를 위한 교육 계획을 수립한다. (삭제)

지표 11.2.6 정기적으로 역학조사 수준(개별 역학조사관 역량, 군 역학조사
체계 역량)을 평가할 수 있는 계획을 수립한다. 지표 8.2.3 정기적으로 역학조사 수준(개별 역학조사관 역량, 군 역학조사

체계 역량)을 평가할 수 있는 계획을 수립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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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표 11.2.7 민,관 역학조사기관과 네트워크를 유지한다. 지표 8.2.4 민,관 역학조사기관과 네트워크를 유지한다.
지표 11.2.8 역학조사 결과를 종합, 분석하는 팀을 별도로 구성한다. 지표 8.2.5 역학조사 결과를 종합, 분석하는 팀을 별도로 구성한다.
지표 11.2.9 사례 감시 및 접촉자 추적 시스템을 구성한다. 지표 8.2.6 사례 감시 및 접촉자 추적 시스템을 구성한다.
지표 11.2.10 역학조사관 임무 수행 여건을 보장한다. (휴식 및 보상 등) 지표 8.2.7 역학조사관 임무 수행 여건을 보장한다. (휴식 및 보상 등)

역량 12 군 보건의료인력 배치 준비 역량 9 군 보건의료인력 배치 준비

하위 12.1 신종감염병 보건안보의 전문가 양성 하위 9.1 대응인력 전문성 확보
지표 12.1.1 역량 강화를 위한 로드맵을 구성한다. 지표 9.1.1 역량 강화를 위한 로드맵을 구성한다.
지표 12.1.2 감염병 상황에 대해 신속하게 교육을 실시한다. 지표 9.1.2 감염병 상황에 대해 신속하게 교육을 실시한다.
지표 12.1.3 상황별 시나리오를 개발하여 시뮬레이션 교육을 실시한다. (삭제)
지표 12.1.4 군내 유관기관이 참여하는 통합 훈련을 실시한다. 지표 9.1.3 군내 유관기관이 참여하는 공동 훈련을 실시한다.
지표 12.1.5 교육훈련 프로그램의 평가 행동지표를 개발한다. (삭제)
지표 12.1.6 보건의료인력의 역량 강화를 위해 군내외 교육 기회를 부여한다. (삭제)

하위 12.2 안정적인 대응인력 확보 하위 9.2 안정적인 대응인력 확보
지표 12.2.1 대응인력을 추가적으로 확보하기 위한 계획을 수립한다. 지표 9.2.1 대응인력을 추가적으로 확보하기 위한 계획을 수립한다.

지표 12.2.3 위기상황을 대비하여 대체 기능 전환이 가능하도록 계획한다. (예:
백업 조직 등) 지표 9.2.2 위기상황을 대비하여 대체 기능 전환이 가능하도록 계획한다. (예:

백업 조직 등)
지표 12.2.4 감염병 대응 참여를 위한 유인책 및 보상을 마련한다. 지표 9.2.3 감염병 대응 참여를 위한 유인책 및 보상을 마련한다.

하위 12.3 대응인력 관리 계획 수립 하위 9.3 대응인력 관리 계획 수립
지표 12.3.1 우선순위에 따라 적재적소에 인력을 배치 계획을 수립한다. 지표 9.3.1 우선순위에 따라 적재적소에 인력을 배치 계획을 수립한다.
지표 12.3.2 직책별 직무를 명시한다. (삭제)
지표 12.3.3 휴식 보장을 위한 계획을 수립한다. (삭제)
지표 12.3.4 인력이 배치되기 전 사전 교육을 실시한다. 지표 9.3.2 인력이 배치되기 전 사전 교육을 실시한다.
지표 12.3.5 배치 인원의 심리적, 정신적 건강관리를 위한 체계를 마련한다. 지표 9.3.3 배치 인원의 심리적, 정신적 건강관리를 위한 체계를 마련한다.
지표 12.3.6 국가 위기상황에 기여하는 가치를 공유하고 내적 동기를 강화한다. 지표 9.3.4 국가 위기상황에 기여하는 가치를 공유하고 내적 동기를 강화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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역량 13 군 의무군수지원 계획 역량 10 군 의무군수지원 계획
하위 13.1 안정적인 의무군수 물품 확보 하위 10.1 안정적인 의무군수 지원 계획 수립

지표 13.1.1 군수지원을 위한 로드맵을 구성한다. 지표 10.1.1 군수지원을 위한 로드맵을 구성한다.
지표 13.1.2 현 보유 수준을 평가하고 필요 수준을 평가한다. 지표 10.1.2 현 보유 수준을 평가하고 필요 수준을 평가한다.
지표 13.1.3 물자 및 장비를 저장하고 공급받는 체계를 마련한다. (삭제)

지표 13.1.4 재고 부족 등 비상 상황을 대비한 계획(보건당국 지원 협조 등)을
수립한다. 지표 10.1.3 재고 부족 등 비상 상황을 대비한 계획(보건당국 지원 협조 등)을

수립한다.
하위 13.2 의무군수 물품 보급 계획 수립 (하위역량 10.1 통합)

지표 13.2.1 보급의 우선순위의 기준을 검토한다. 지표 10.1.4 보급의 우선순위의 기준을 검토한다.

지표 13.2.2 보급 및 소모의 수준을 평가할 수 있는 도구(tool)를 운영한다. (삭제)

하위 13.3 군 의무시설 관리 계획 수립 하위 10.2 군 의무시설 관리 계획 수립
지표 13.3.1 대응을 위한 시설(음압 시설 등)을 점검한다. 지표 10.2.1 대응을 위한 시설(음압 시설 등)을 점검한다.

지표 13.3.2 대응을 위한 추가 시설 요구를 확인하고 우선순위를 판단한다. 지표 10.2.2 대응을 위한 추가 시설 요구를 확인하고 우선순위를 판단한다.

지표 13.3.3 시설 확충을 위한 자원을 확보하여 설치 계획을 수립한다. 지표 10.2.3 시설 확충을 위한 자원을 확보하여 설치 계획을 수립한다.
역량 14 재정자원 확보 역량 11 재정자원 확보
하위 14.1 안정적인 재정 확보 하위 11.1 안정적인 재정 확보

지표 14.1.1 비상사태에 적시적으로 대응하기 위한 재정 조달 체계를 마련한다. 지표 11.1.1 비상사태에 적시적으로 대응하기 위한 재정 조달 체계를 마련한다.

지표 14.1.2 재정 사용의 우선순위 기준을 마련한다. 지표 11.1.2 재정 사용의 우선순위 기준을 마련한다.
역량 15 윤리적이고 적법한 대응 체계 구축 역량 12 윤리적이고 적법한 대응 체계 구축
하위 15.1 윤리적인 관점을 이해 및 체계 반영 하위 12.1 윤리적인 관점을 이해 및 체계 반영

지표 15.1.1 군 보건의료인의 공동의 가치의 공감대를 형성한다. 지표 121.1 군 보건의료인의 공동의 가치의 공감대를 형성한다.
지표 15.1.2 투명한 의사결정, 프로세스, 결과의 공유로 신뢰성을 확보한다. (삭제)
지표 15.1.3 고위험군, 취약계층을 보호하기 위한 별도의 관리 계획을 구성한다. 지표 12.1.2 고위험군, 취약계층을 보호하기 위한 별도의 관리 계획을 구성한다.

지표 15.1.4 대응과정에서 발생하게 되는 사회적, 도덕적, 윤리적 문제를
예상하여 대비 매뉴얼을 수립한다. (삭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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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위 15.2 적법한 대응을 위한 프로토콜 구성 하위 12.2 적법한 대응을 위한 체계 구성

지표 15.2.1 감염병과 관련된 대한 법률을 이해한다. (삭제)
지표 15.2.2 대응 계획의 적법성을 감독할 수 있는 체계를 확보한다. (삭제)

하위 15.3 불필요한 권리 침해 방지 (하위역량 12.2 통합)

지표 15.3.1 감염병 대응 과정에 발생할 수 있는 윤리적 이슈 (필수검사
미동의, 개인정보 보호 등)에 대한 조치 절차를 마련하고 전파한다. 지표 12.2.1 감염병 대응 과정에 발생할 수 있는 법적 이슈 (필수검사 미동의,

개인정보 보호 등)에 대한 조치 절차를 마련하고 전파한다.
지표 15.3.2 사생활과 개인정보 등 인권을 보호한다. 지표 12.2.2 사생활과 개인정보 등 인권을 보호한다.

역량 16 예방접종 인프라 구축 역량 13 예방접종 인프라 구축
하위 16.1 예방접종 계획 수립 하위 13.1 예방접종 계획 수립

지표 16.1.1 군내 접종 우선순위를 판단한다. 지표 13.1.1 군내 접종 우선순위를 판단한다.
지표 16.1.2 대규모 접종을 대비한 계획을 수립한다. 지표 13.1.2 대규모 접종을 대비한 계획을 수립한다.
지표 16.1.3 이상반응 관리를 위한 계획을 수립한다. 지표 13.1.3 이상반응 관리를 위한 계획을 수립한다.

하위 16.2 예방접종 자산 확보 (하위역량 13.2 통합)
지표 16.2.1 콜드체인 등을 위한 군내 자산을 확인 후 추가로 확보한다. 지표 13.1.4 콜드체인 등을 위한 군내 자산을 확인 후 추가로 확보한다.
지표 16.2.2 예방접종 계획에 따라 자산 분배한다. (삭제)

역량 17 감염병 대응 연구 기술 인프라 강화 역량 14 감염병 대응 연구 기술 인프라 강화
하위 17.1 새로운 기술 검토 하위 14.1 새로운 기술 검토

지표 17.1.1 새로운 기술 도입(진단검사, 장비, 앱 등)을 유연하게 검토한다. 지표 14.1.1 새로운 기술 도입(진단검사, 장비, 앱 등)을 유연하게 검토한다.

하위 17.2 감염병 관련 연구 기획 및 지원 하위 14.2 감염병 관련 연구 기획 및 지원
지표 17.1.2 정책연구로 과제를 선정한다. 지표 14.2.1 정책연구로 과제를 선정한다.
지표 17.1.3 기획연구를 위한 팀을 구성하고 지원한다. 지표 14.2.2 기획연구를 위한 팀을 구성하고 지원한다. 대응단계  대응단계

역량 18 신종감염병 대응 체계 유지 역량 15 신종감염병 대응 체계 유지
하위 18.1 국면별 대응 계획 최신화 하위 15.1 국면별 대응 계획 최신화

지표 18.1.1 상황을 지속적으로 판단한다. (삭제)
지표 18.1.2 군내 감염병 발생 실태를 분석하고 향후 발생을 예측한다. 지표 15.1.1 군내 감염병 발생 실태를 분석하고 향후 발생을 예측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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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표 18.1.3 위험 평가 결과를 계획 수립에 지속적으로 반영한다. (삭제)
지표 18.1.4 현 대응 수준을 평가하고 추가적인 대응 요소를 식별한다. (삭제)
지표 18.1.5 업데이트 되는 지침을 실시간으로 전파한다. 지표 15.1.2 업데이트 되는 지침을 실시간으로 전파한다.

하위 18.2 위기관리조직 운영 (삭제)
지표 18.2.1 군 거버넌스와 대내외 네트워크를 유지한다. (삭제)
지표 18.2.2 명시되어 있는 임무와 책임에 따라 운영한다. (삭제)
지표 18.2.3 공동의 의사결정 체계를 운영한다. (삭제)

하위 18.3 위험 사례 관리 (하위역량 16.1 통합)
지표 18.3.1 원인 및 현상을 분석하여 사례별 대응 절차에 반영한다. (삭제)
지표 18.3.2 사례 공유를 통해 유사 사례 발생을 예방한다. 지표 18.3.2 사례 공유를 통해 유사 사례 발생을 예방한다.
지표 18.3.3 의심환자, 접촉자 등에 대한 수용 및 관리체계를 감독한다. 지표 18.3.3 의심환자, 접촉자 등에 대한 수용 및 관리체계를 감독한다.

하위 18.4 대응 결과 주기적 평가 및 환류 하위 15.2 대응 결과 주기적 평가 및 환류
지표 18.4.1 대응 단계에서도 지속적으로 사후 평가를 진행한다. 지표 15.2.1 대응 단계에서도 지속적으로 사후 평가를 진행한다.
지표 18.4.2 대응으로 인한 예방 효과(성과)와 손실을 평가한다. 지표 15.2.2 대응으로 인한 예방 효과(성과)와 손실을 평가한다.
지표 18.4.3 대응에 대한 평가를 대응 계획 업데이트시 반영한다. (삭제)

역량 19 군내 확진자 발생 대응 역량 16 군내 확진자 발생 대응
하위 19.1 군내 확진자 관리 하위 16.1 군내 확진자 관리

지표 19.1.1 확진자 발생시 계획에 따라 처리하는 과정을 감독한다. (신고,
수용, 치료, 치료 종결 후 단계) 지표 16.1.1 확진자 발생시 계획에 따라 처리하는 과정을 감독한다. (신고,

수용, 치료, 치료 종결 후 단계)
지표 19.1.2 확진자 관리를 위해 보건당국과 협조한다. 지표 16.1.2 확진자 관리를 위해 보건당국과 협조한다.
지표 19.1.3 확진자의 건강 추적 시스템을 운영한다. 지표 16.1.3 확진자 복귀절차 및 건강 추적 시스템을 마련한다.
지표 19.1.4 퇴원 후 부대복귀 절차를 수립한다. (삭제)

하위 19.2 역학조사 결과에 따른 적절한 방역조치 이행 하위 16.2 역학조사 결과에 따른 적절한 방역조치 이행
지표 19.2.1 부대 내 추가 감염 위험성을 평가한다. 지표 16.2.1 부대 내 추가 감염 위험성을 평가한다.
지표 19.2.2 접촉자 건강관리 추적 시스템을 운영한다. 지표 16.2.2 접촉자 건강관리 추적 시스템을 운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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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위 19.3 추가적인 진단검사 검토 및 조정 (삭제)

지표 19.3.1 역학조사에 근거하여 진단검사 대상자를 분류하며 필요시 검사
기능을 조정한다. (삭제)

지표 19.3.2 진단검사 결과에 따라 추가 조치 계획을 수립한다. (삭제)
역량 20 군 의료기관 운영 역량 17 군 의료 기능 유지
하위 20.1 감염병 대응을 위한 군 의료기능 유지 하위 17.1 군 의료기관 기능 유지

지표 20.1.1 선별진료소 및 입원병상 등의 운영을 관리한다. 지표 17.1.1 선별진료소 및 입원병상 등의 운영을 관리한다.
지표 20.1.2 확진자 이송 체계를 수시로 점검한다. 지표 17.1.2 확진자 이송 체계를 수시로 점검한다.
지표 20.1.3 원내 감염을 차단을 위해 프로토콜 준수를 감독한다. 지표 17.1.3 원내 감염을 차단을 위해 프로토콜 준수를 감독한다.
지표 20.1.4 분야별 의료 공백 발생이 없는지 모니터한다. 지표 17.1.4 분야별 의료 공백 발생이 없는지 모니터한다.

하위 20.2 진단검사 체계 운영 (하위역량 17.1 통합)
지표 20.3.1 우선순위에 따라 진단검사를 지원한다. 지표 17.1.5 우선순위에 따라 진단검사를 지원한다.
지표 20.3.2 군 의료기관 내 검사실 네트워크를 통해 결과를 공유한다. (삭제)

지표 20.3.3 검사실 정보를 주기적으로 분석하여 지속적으로 감염병을
감시한다. (삭제)

지표 20.3.4 검사실 내 정도관리 결과를 모니터한다. (삭제)
역량 21 역학조사 시스템 운영 (역량 17 통합)
하위 21.1 역학조사 체계 감독 하위 17.2 역학조사 체계 감독

지표 21.1.1 민,관,군 네트워크를 이용하여 역학조사 결과 정보를 신속히 획득한다. (삭제)
지표 21.1.2 역학조사 결과를 주기적으로 분석하고 군내 공유한다. 지표 17.2.1 역학조사 결과를 주기적으로 분석하고 군내 공유한다.
지표 21.1.3 역학조사 결과를 군 대응 계획에 반영한다. 지표 17.2.2 역학조사 결과를 군 대응 계획에 반영한다.
지표 21.1.4 역학조사관의 역량 수준과 임무 여건을 수시로 점검한다. (삭제)

역량 22 군내 방역지침 조정 및 통제 역량 18 군내 방역지침 조정 및 통제
하위 22.1 군내 유입 및 확산을 차단하기 위한 지침 이행 감독 하위 18.1 군내 유입 및 확산을 차단하기 위한 지침 이행 감독

지표 22.1.1 표준화된 기준으로 방역지침을 수립한다. 지표 18.11 표준화된 기준으로 방역지침을 수립한다.
지표 22.1.2 군내 감염 확산을 막기 위한 부대 활동을 제한적으로 통제한다. 지표 18.1.2 군내 감염 확산을 막기 위한 부대 활동을 제한적으로 통제한다.
지표 22.1.3 부대 유형별 지침 이행여부를 확인한다. (삭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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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표 22.1.4 제한적 조치가 공공의 의무라는 인식을 공유한다. (삭제)
지표 22.1.5 부대 위생 및 위험도 평가를 위한 도구(tool)을 제공하여 자체

평가할 수 있도록 한다. (삭제)
하위 22.2 부대 활동 제한 조치에 따른 상호보완적 과제 도출 (하위역량 18.1 통합)

지표 22.2.1 장병의 휴식 여건을 보장한다.
지표 22.2.2 장병 스트레스 관리 등 건강증진 프로그램을 운영한다. 지표 18.1.3 장병 스트레스 관리 등 통합지원 프로그램을 운영한다.
지표 22.2.3 장병의 사회지원서비스를 운영한다.

역량 23 인적·물적 자원 통합적 관리 (삭제)
하위 23.1 계획에 따른 인력 관리 (삭제)

지표 23.1.1 우선순위에 따라 인력을 배치한다. (삭제)
지표 23.1.2 신체적, 심리적 건강을 모니터한다. (삭제)
지표 23.1.3 보건의료인력 및 행정 지원인력 등 전 직원의 직무 수행 수준을

평가한다. (삭제)
하위 23.2 계획에 따른 의무군수 지원 (삭제)

지표 23.2.1 비축량을 고려하여 우선순위에 의거 분배한다. (삭제)
지표 23.2.2 비축량 목표를 설정하여 보급 및 소모를 통제, 관리한다. (삭제)

 회복단계  회복단계
역량 24 사후 평가 시스템 운영 역량 19 사후 평가 시스템 운영
하위 24.1 체계적인 사후 평가 하위 19.1 체계적인 사후 평가

지표 24.1.1 대응 이후 최대한 빨리 평가를 실시한다. 지표 19.1.1 대응 이후 최대한 빨리 평가를 실시한다.
지표 24.1.2 평가기준에 따라 평가한다. (삭제)
지표 24.1.3 감염병 대응이 군 조직과 국가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한다. 지표 19.1.2 감염병 대응이 군 조직과 국가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한다.
지표 24.1.4 군내 발생 현황 정보를 종합하여 질병에 대한 통계자료를 작성한다. 지표 19.1.3 군내 발생 현황 정보를 종합하여 질병에 대한 통계자료를 작성한다.
지표 24.1.5 향후 개선과제 등 교훈을 도출한다. (삭제)
지표 24.1.6 대응 과정의 자료를 존안한다. (삭제)

하위 24.2 사후 평가 결과 환류 하위 19.2 사후 평가 결과 환류
지표 24.2.1 평가 결과를 체계적으로 보고서로 작성한다. 지표 19.2.1 평가 결과를 체계적으로 보고서로 작성한다.
지표 24.2.2 평가 결과는 차기 신종감염병 대응 계획에 반영한다. 지표 19.2.2 평가 결과는 차기 신종감염병 대응 계획에 반영한다.



218

내용타당도 검증 후 전문가 워크샵 후
역량 25 회복 및 복구 시스템 운영 역량 20 회복 및 복구 시스템 운영
하위 25.1 군 보건의료체계 복구 하위 20.1 군 보건의료체계 복구

지표 25.1.1 군 의료 기능의 정상화를 검토한다. 지표 20.1.1 군 의료 기능의 정상화를 검토한다.
지표 25.1.2 군 보건의료인력의 임무 전환, 복귀 계획을 검토한다. 지표 20.1.2 군 보건의료인력의 임무 전환, 복귀 계획을 검토한다.
지표 25.1.3 신체적, 심리적 소진을 평가하고 필요시 치료를 지원한다. (삭제)
지표 25.1.4 자원봉사자 및 파견자 복귀 절차를 검토한다. (삭제)

하위 25.2 신종감염병 확진자 관리 유지 20.2 군 전투력 복구
지표 25.2.1 감염병으로 인한 장기적인 건강 영향을 평가하기 위한 체계를 운영한다. 지표 20.2.1 감염병으로 인한 장기적인 건강 영향을 평가하기 위한 체계를 운영한다.
지표 25.2.2 정신건강 회복을 위한 프로그램을 운영한다. 지표 20.2.2 정신건강 회복을 위한 프로그램을 운영한다.

하위 25.3 군 전투력 복구 (하위역량 20.2 통합)

지표 25.3.1 군내 다양한 직군의 심리적 소진을 평가하고 필요시 지원한다. (삭제)

지표 25.3.2 교육훈련 패러다임 변화에 대한 의견을 개진한다. (하위역량 21.1 이동)
역량 26 차기 신종감염병 대응을 위한 역량 강화 역량 21 차기 신종감염병 대응을 위한 역량 강화
하위 26.1 차기 신종감염병 대응을 위한 군 의료조직의 기능 재편성 하위 21.2 차기 신종감염병 대응을 위한 군 의료조직의 기능 재편성

지표 26.1.1 차기 신종감염병 대응을 위해 군 의무조직의 임무와 기능을 정립한다. 지표 21.2.1 차기 신종감염병 대응을 위해 군 의무조직의 임무와 기능을 정립한다.

지표 26.1.2 대응의 효율성을 위해 군내 통제기구의 역할과 상호 관계를
재정립한다. 지표 21.2.2 대응의 효율성을 위해 군내 통제기구의 역할과 상호 관계를

재정립한다.
지표 26.1.3 신종감염병 대응을 위해 편조한 기능 및 조직의 정규화를 검토한다. 지표 21.2.3 신종감염병 대응을 위해 편조한 기능 및 조직의 정규화를 검토한다.

지표 26.1.4 대응역량 강화를 위해 보건당국과의 상호 교환프로그램 운영을
검토한다. (연락장교 상시 파견 등) (삭제)

하위 26.2 감염병 대응 역량 강화를 위한 제도 개선 하위 21.1 감염병 대응 역량 강화를 위한 제도 개선
지표 26.2.1 차기 신종감염병 대응을 위해 예산 지원을 확보한다. 지표 21.1.1 차기 신종감염병 대응을 위해 예산 지원을 확보한다.

지표 26.2.2 감염병 감시기능, 대응기능, 사후평가 기능을 각각 전담하는
부서를 제도적으로 마련한다. (삭제)

지표 26.2.3 전문적인 인적자원 획득을 위한 제도를 제안한다. 지표 21.1.2 전문적인 인적자원 획득을 위한 제도를 제안한다.
지표 26.2.4 신속한 의무물자, 장비 도입을 위해 제도를 제안한다. 지표 21.1.3 신속한 의무물자, 장비 도입을 위해 제도를 제안한다.



219

내용타당도 검증 후 전문가 워크샵 후
지표 26.2.5 안전한감염병대응을위해의료기관의 시설변경및보수를제안한다. 지표 21.1.4 안전한 감염병대응을위해 의료기관의시설변경 및보수를제안한다.

지표 26.2.6 감염병 대응과정에 일반 장병의 대응 역량을 강화할 수 있는
교육과정을 제도적으로 반영한다. (삭제)

지표 21.1.5 실시간 감염병 감시체계 등을 전력화 한다.

지표 21.1.6 교육훈련 패러다임 변화에 대한 보건의료측면 의견을 개진한다.

하위 26.3 군 보건의료 전문가 역량 강화 하위 21.3 군 보건의료 전문가 역량 강화

지표 26.3.1 보건의료인 대상 감염병 대응 교육과정을 개발하여 정규화한다. 지표 21.3.1 보건의료인 대상 감염병 대응 교육과정을 개발하여 정규화한다.

지표 26.3.2 시나리오 기반(신종코로나 상황하 전투 등) 교육 훈련을 개발한다. (삭제)

지표 26.3.3 감염병 현장 조사를 위한 역학조사 역량을 강화한다. 지표 21.3.2 감염병 현장 조사를 위한 역학조사 역량을 강화한다.
지표 26.3.4 군내 감염병 관련 연구 인프라를 강화한다. 지표 21.3.3 군내 감염병 관련 연구 인프라를 강화한다.

하위 26.4 진단검사 능력 강화 (하위역량 21.1 통합)

지표 26.4.1 감시 역량을 강화를 위해 새로운 기술을 적극 검토하고 도입한다. (삭제)

지표 26.4.2 실시간 감염병 감시체계 등을 전력화 한다. (하위역량 21.1 이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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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 문 요 약

I. Introduction

Emerging infectious diseases (EID) refer to diseases caused by new pathogens that

can trigger health issues (World Health Organization; WHO, 2016), as well as those

and caused by changes in the demographics, climate, and pathogens themselves. EID

is making it not just a health issue (Chun, 2015; McArthur, 2019), but a threat to

transnational security (Yoon, 2019).

The Korean military's medical organization played quite a significant role in

responding to EID. With the currently ongoing COVID-19 pandemic, medical

personnel was dispatched to quarantine stations, private medical institutions, and

vaccination centers. In addition, the Armed Forces Trauma Center, Armed Forces

Daegu Hospital, and Armed Forces Daejeon Hospital have been converted into

hospitals dedicated to treating nationwide patients of infectious diseases to

accommodate the rapidly spreading infection and contribute to the management of

the national crisis (Armed Forces Medical Command; AFMC, 2020). As activities

occur in groups in military organizations, a single infection poses the risk of

quickly propagating the disease. In 2020, US-ROK Combined Military Exercise

canceled due to this risk. In fact, in July 2021, this risk was realized in a case

that 82% of the unit members were infected from a single confirmed case of

COVID-19 (Choi, 2021). As infectious diseases can lead to a direct decline in

military combat power, the military's competency in managing EID is essential for

maintaining strong defense capabilities.

Military health care personnel receive step-by-step training and undergo regular

training in order to be able to offer healthcare against biological threats, to ensure

they have the know-how to respond quickly to EID which are similar to a

biological threat. However, such training concerns a limited range of knowledge

and skills to be used as bioterrorism, which is different from the competency to

manage crises caused by infectious diseases that pose high uncertainty. The

current training course related to EID for each branch includes only practica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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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ubjects such as epidemiological investigations and the practice of hospitals

dedicated to infectious diseases. Therefore, a special training course needs to be

developed with a focus on improved competency to strengthen decision-making.

In the military medical department, consisting of five branches, including the

Nursing Corps, Military Doctor, Veterinarian, Dentist, and Medical Service Corps,

some officers above the Major do common medical jobs without a particular

branch. Therefore, there is no difference in the management competencies of EID

between branches. To operate military healthcare systems quickly and effectively

in the face of a health security crisis with high uncertainty in a scenario of an

emerging infectious disease (Lee, 2019; Schoch-Spana, 2020), standardized

competencies of military healthcare leaders above Lieutenant Colonel are required.

WHO (2016) developed the Joint External Evaluation (JEE) tool to categorize

and evaluate each country's capabilities to strengthen international cooperation in a

public health crisis. However, the tool encompasses a wide range of health

security issues other than EID and is limited in explaining individual competencies

of military healthcare leaders focusing on EID. In addition, WHO (2018) developed

and distributed a State Party self-assessment manual (SPAR) tool to member

countries. However, despite the tool developed to measure capacity at the national

level by evaluating whether certain systems are in place in each country, it is still

rather limited in evaluating job competencies to address EID.

As research on military healthcare personnel's infectious disease management

competencies, the AFMC (2013) developed a training program to strengthen

infectious disease management competencies. The manager program features topics

such as infectious disease-related laws and regulations, infectious disease

prevention management planning but is very limited in covering competency. The

program is also limited because it is based on surveys on the demand for training.

Lee (2019) selected 34 jobs needed to respond to infectious diseases by military

healthcare group and proposed seven ways to strengthen competencies, including

establishing an education and training system, strengthening manpower

management, and improving organization and system maintenance, but did not

touch upon individual competencies or behavioral indicator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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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ere have been studies explaining the competencies of practitioners for coping

with infectious diseases (Markenson et al, 2005; Rebmann et al, 2007; Mao et al,

2021), but explanations in terms of organizational management were insufficient.

Meanwhile, research explaining the capabilities of countries and communities

focused too much on the organization's system and failed to include individual

healthcare practitioners’ knowledge, skill, and attitude (Gibson, Theadore & Jellison,

2012; Sun et al, 2018; Morton et al, 2019; Zhang & Wang, 2020). Although a small

number of studies have identified individual competencies of infectious disease

leaders (Potter et al, 2005; Paixão et al, 2020), they are mainly focused on

research related to leadership, such as communication, and conflict management,

but did not explain the overall competencies required to manage emerging

infectious disease. Other studies have explained the needed competencies and the

importance for each phase, but this only corresponds to explaining the

competencies in each phase of crisis management.

Therefore, this study purposes of laying the foundation for developing future

training courses and policies to strengthen competencies deriving individual level

competencies and behavioral indicators that military healthcare leaders should have

to manage all phases of the emerging infectious disease crisis.

Ⅱ. Methods

This study is a methodological analysis that derives military healthcare leaders'

crisis management competency for emerging infectious disease, develops behavioral

indicators according to each competency, and analyzes practical suitability and

performance level.

A. Composition of preliminary items for competency and behavioral indicators.

1) Scoping Review

To derive preliminary items for crisis management competencies and behavioral

indicators of military healthcare leaders, a literature review on the scope of the

topic was systematically conducted on the jobs and competencies to manage the

crisis of the emerging infectious disease, including nursing and other disciplin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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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e search engine used MEDLINE, EMBASE, CINAHL, Cochrane, and Google

Scholar and included reports published by international and government agencies

by hand. In this study, the subject was set as "Healthcare leadership". Concept ①

was set as "Health security", concept ② as "Emerging infectious disease", and

concept ③ as "Crisis Management competency" for extensive background and

contextual examination. A specialist librarian then reviewed the search process at

the medical library to which this researcher belongs. The search was conducted

from January 1, 1994, when the UN first used the concept of health and security,

to April 30, 2021. The types of literature and languages in which they were

published were not limiting factors for the comprehensive search. Of the 1,334

literature searched, 41 were selected as the final analysis literature.

After extracting sentences corresponding to attitudes, knowledge, and skills

required of healthcare leaders from the literature included in the final analysis as

described, similar statements were integrated to derive competency components

except those not consistent with the Korean military healthcare field.

2) Behavioral Event Interviews

In this study, Behavioral Event Interviews (BEI) were conducted to verify the

competency components derived from the theoretical stage and to confirm the

competencies of military healthcare leaders. The AFMC's Preventive Medicine

Department recommended the actual case interview to identify the characteristics

of competencies directly related to the performance and selected excellent mission

performers as a reference group (Spenser & Spencer, 1988). 10 people who

recommended AFMC's Preventive Medicine Department were selected to conduct

one-on-one individual behavioral case interviews

In this study, an open interview was conducted using the STAT (Situation,

Task, Action Plan or Attitude, Result) technique. As military healthcare leaders,

the interviewees stated the roles required in responding to COVID-19, emotions

experienced in success and failure cases, coping and results, and the competencies

required. The interview contents were recorded after prior consent, and a

transcript was prepared immediately after the interview.

As for the results of the behavioral attitude interview, statements that can b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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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xtracted as competency were extracted, read repeatedly, and similar statements

were integrated to derive preliminary items of competency and behavioral

indicators. After classification in the crisis management phase, similar statements

were integrated to derive preliminary items for competency, except for sentences

that did not fit the Korean military site and were not related to the mission.

3) Composition of preliminary competencies and behavioral indicators.

The sentences extracted in the theoretical and field stages were reviewed

independently by one doctor in nursing in addition to the researcher. The

preliminary competency was constructed by including sentences identified from at

least two sources, deleting duplicate contents, extracting preliminary competency

component sentences, and reclassifying them into hierarchical structures of

competency, sub-competency, and behavioral indicators according to the phases of

Pearson & Mitroff (1993).

B. Validation of content validity

Preliminary items were modified, and the content validity was verified.

In this step, eight medical officers above the Lieutenant Colonel level who

directly participated in the management of COVID-19 were selected as expert

panels. Content validity verification was conducted twice. Experts were asked to

freely describe their opinions on items that require revision and deletion,

integration, reclassification, and term revision for each item of crisis management

preliminary competencies, preliminary sub-competencies, and preliminary behavioral

indicators. When conducting the second validity verification survey, the opinions

and average scores of the panels acquired in the first round were shared so that

each panel could enhance its own opinion. In the case of items with a CVR of

less than 0.75, the opinions of experts were collected, corrected, deleted, and

integrated.

C. Evaluation of practical relevance and performance level

A field survey was conducted to evaluate the practical relevance and

performance level of preliminary competencies, preliminary sub-competencies, an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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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reliminary behavioral indicators.

At this stage, the target recruitment group included medical above the

Lieutenant Colonel rank and major-rank medical officers who will perform their

management duties in the future. For a smooth operation of the survey on

subjects scattered across the country, a written survey and a web-based mobile

survey were used in parallel. The survey used a structured questionnaire including

questions. Excluding insincere answers, 130 copies were used for analysis.

D. Final Competencies and Behavioral Indicators

The preliminary competencies, sub-competencies, and behavioral indicators

derived were reviewed by conducting workshops with four military healthcare

experts, including two doctors in nursing, for determine the final competency for

crisis management of EID. At this stage, the focus was on developing

competencies that could increase field acceptance by integrating and deleting

similar concepts of competencies and reviewing the relevance of each phase of

crisis management competencies.

Ethical consideration

Prior to data collection, after obtaining approval from the Institutional Review

Board (IRB) of AFMC (AFMC-20081-IRB-21-081).

Ⅲ. Results

A. Derivation of preliminary competencies and behavioral indicators

1) Derivation of items through scoping review

A total of 41 of literature were included in the final analysis in the subject

scope literature review process. First, the most frequently mentioned competencies

were explained by 32 of literature and the second most frequently explained risk

communication competencies were mentioned in 27 of literature. Third, the

preparation of military healthcare personnel was derived from 20 of literatureand

fourth, 19 of literature derived the ability to organize crisis management

organizations. Next, early warning of EID was derived from 18 of literatur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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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ncluding collecting information on EID and operating a monitoring system.

2) Derivation of items through BEI

The most frequently derived competency factors in behavioral case interviews

were expertise, with nine items of "professional insights" to lay the groundwork

for decision-making, seven items of "knowledge and skills" to cope with EID, six

items of "knowledge and skills to manage EID," and six items of "strengthening

the competence of expert groups." Next, many competencies related to attitudes

were mentioned, with five mentioning "challenge and commitment attitude". Other

competencies that were not derived from the literature, but newly derived during

the interview included "Setting standards for normalizing unit activities and lifting

blockades," "Guarantee soldiers' rest conditions," "Social support services for

soldiers," "Educational training framework changes," and "Instant reporting."

Through the interview process, 419 statements that can be extracted as health

security crisis management competencies for EID were derived, and a total of 289

competency elements were derived by integrating similar statements.

3) Composition of preliminary competencies and behavioral indicators

The theoretical and field stages extracted 469 components sentences of the

competency. These were reviewed independently by a PhD in nursing and the

researcher of this study. After reinterpreting the sentences derived at least twice

according to the Korean military situation, the crisis management phase

competencies were classified according to the conceptual framework of this study

and then reclassified into a hierarchical structure of competencies,

sub-competencies, and behavioral indicators. As preliminary competencies of

military healthcare leaders for the health security crisis management of EID, 27

preliminary competencies, 91 sub-competencies, and 351 behavioral indicators were

derived.

B. Validation of content validity

The second content validity verification was conducted on the derived

preliminary competency index questions.

The competencies derived through the first and second content validit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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verification were 26 preliminary competencies, 74 preliminary sub-competencies,

and 254 preliminary behavioral indicators. The competencies that passed through

the content validity verification were classified into knowledge, skills, and attitude.

25 out of 26 preliminary competencies corresponded to skills, and of the 74

preliminary sub-competencies, seventy sub-competencies involved skills. Of the

255 preliminary behavioral indicators, 239 were classified as skills and 12

behavioral indicators were classified as knowledge. In the area of attitude, four

behavioral indicators were classified.

C. Verification of practical relevance and evaluation of performance level.

In order to verify practical relevance and evaluation of the performance level of

military healthcare leaders’ emerging infectious disease crisis management

preliminary competencies, preliminary sub-competencies, and preliminary behavioral

indicators, field surveys were conducted on military medical officers of ranks

above Major. It was possible to confirm the reliability of the internal consistency

of behavioral indicators. The total chronbach’s α of practical relevance was .996,

and of performance level was .996.

1) Verification of practical relevance

As a result of a practical relevance survey of 130 military medical officers

above the rank of Major, the relevance of the emerging infectious disease crisis

management preliminary competencies was more than 80%. The preliminary

competency with the highest practical relevance showed 99.2% relevance as

“competency 19. Implementation of countermeasures for confirmed cases in the

military” in the response phase, and 98.5% relevance as “competency 1. leadership”

in the basic competency. When analyzed by the fitness score of the 4-point scale,

the fitness of the total competency was 3.69±0.47, and when classified by crisis

management phase, the preparation and prevention was the highest at 3.83±0.53.

Analysis of the practical relevance for the preliminary sub-competencies was

from 89.1% to 99.2%. The highest practical relevance were “2.4 Active

communication with internal/external stakeholders in the military” in basic

competencies, “19.1 Management of confirmed cases within the military”, “19.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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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mplementation of proper quarantine procedures in the unit based on the results of

the epidemiologic investigation” in the response phase. The overall relevance of

sub-competencies was 3.55±0.44 on average.

Analysis of the practical relevance for the preliminary behavioral indicators was

from 83.1% ranging to 100.0%. Behavioral indicators showing 100.0% relevance

were “19.1.2 Collaborate with the health authority to manage confirmed

casepatients” (3.71±0.45), “19.1.3 Operate a follow-up system for the health

conditions of confirmed cases” (3.63±0.48), and “19.3.2 Establish additional

countermeasure plans depending on the results of diagnostic tests” (3.62±0.49). By

crisis management phase, response phase (3.56±0.43), basic competency (3.55±0.43),

preparation and prevention phase (3.53±0.46), recovery phase (3.49±0.51), and

detection phase (3.44±0.55).

2) Evaluation of performance level

As a result of subjectively evaluating the performance level of medical officers

above the rank of Major, the average performance level in all areas was 2.78±0.19,

the basic competency was 2.98±0.01, the response phase was 2.95±0.10, the

recovery phase was 2.69±0.05, and the detection phase was 2.5±0.08. Preliminary

competency with the highest level of performance in individual competency was

“19. Implementation of countermeasures for confirmed cases in the military”

(3.09±0.74), “20. Competency to Perform the tasks of military medical institutions”

(3.05±0.71). The competency showed below-average performance level, and all

competencies in the detection and recovery phase turned out to be below average.

It turned out that all competencies in the response phase were above average

performance levels.

D. Final competencies and behavioral indicators

Finally, among the basic competencies to be equipped regardless of the crisis was

integrated into “leadership” and “Monitoring and detecting competency for EID”

was confirmed for detection phase. In preparation and prevention twelve

competencies were maintained: “Operation of network for risk management of

emerging infectious diseases”, “Knowledge and skills to manage emergi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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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nfectious diseases”, “Establishment of countermeasures against the emerging

infectious diseases”, “Operation of risk management organization”, “Preparing the

implementation of military medical duties”, “Preparation of epidemiologic

investigation”, “Preparing the dispatch of the military healthcare professionals”,

“Planning logistic supports for medical care in the military”, “Securing financial

resources”, “Establishment of an ethical and legal response system”,

“Establishment of infrastructure for vaccinations” and “Strengthening R&D

infrastructure to respond infectious diseases”. In this study confirmed four

competencies of the response phase: “Maintaining the response system to

emerging infectious diseases”, “Implementation of countermeasures for diagnosed

patients in the military”, “Performing the tasks of military medical functions” and

“Adjustment and control of quarantine guideline in the military”. In the recovery

phase, three competencies were maintained: “Operation of post-event evaluation

system”, “System operation for recovery and restoration” and “Strengthening the

competency to respond to the next emerging infectious diseases”. Finally, this

study confirmed 21 competencies, 48 sub-competencies, and 146 behavioral

indicators.

Ⅵ. Discussion

A. Composition of crisis management competencies and behavioral indicators

for emerging infectious disease

This study classified the components of competencies and behavioral indicators

derived from subject scoping review and behavioral event interviews according to

the crisis management phases of Pearson & Mitroff (1993). WHO's JEE tool

classifies items into Prevent, Detect, Respond, and other areas (WHO, 2016). The

Global Health Security (GHS) Index used by the Johns Hopkins's Center for

Health and the Security Nuclear Threat Initiative classifies the assessment items

into Prevent, Detect, Respond, Health System, Norms, and Risk (NTI and Johns

Hopkins University Centre for Health Security, 2021). The JEE tool and the GHS

Index's national competency evaluation tool classified evaluation items by "area"

for single-faceted evaluation, while this study recognized crisis management as 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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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hase" in time flow and classified competency-related tasks in chronological

order. This can be evaluated as a useful way to secure a systematic system of

individuals and organizations in order to effectively predict, respond, and recover

the effects of highly uncertain EID on military combat power. The competencies of

each crisis management stage are not limited only to the corresponding stage and

are not required independently, but need to be recognized as capabilities that

mutually affect the potential management process (Ning, Ren, & Nkengurutse,

2020; Petak1985). The competencies developed by this study are different from the

JEE tool in that the Workforce Development included not the system aspect but

the aspects of knowledge, technique, and attitude of a person. This difference is

considered to come from the fact that the purpose of the JEE tool and GHS Index

tool is to assess the quantitative capacity of national-level. While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clarify the crisis management competencies for individual level

composed of the knowledge, techniques, and attitude required.

Belfoid et al. (2020) chose six core rules required for each country of Europe to

prepare for the public health crisis, and these were similar to the competencies for

leadership, crisis management, communication, and expertise strengthening of the

healthcare workforce this study has developed. That study was also similar to this

study in emphasizing continuity of post-event evaluation. However, that study did

not include medical institutions and reserve of medical resources, social chaos,

exhaustion of health care workers, control of mental anxiety, and management of

ethical and legal issues. On the other hand, this study is differentiated in

materializing and indexing these competencies.

This study is different in clarifying the competencies required for the recovery

phase, which was pointed out as a limitation of the above preceding study, but it

is necessary to pay attention to the fact that the number of competencies is three

and only a part was derived. According to IHR, the post-event evaluation and

recovery are essential and the basis of the future preparation and responsive

capability. Therefore, it is necessary to assess that the developed three

competencies can fulfill the recovery phase of crisis management.

In spite of that, the strength of this study is that it clarified the competenci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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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quired in the whole phases and suggested concrete behavioral indicators, and so

it is easily applied to the field. It is meaningful in clarifying the personal crisis

management competency of military healthcare leaders, based on the attitude,

knowledge, and techniques, from the unique context of the military.

B. Evaluation of the practical relevance and performance level of the crisis

management competency for EID

The practical relevance of all competencies and behavioral indicators derived in

this study was 87.7%, indicating that the competency developed in this study was

relevant for the management of EID. As the recent experience of MERS and

COVID-19 has increased awareness of the need for competency required as a

leader, it seems that the competency developed in this study is relevant for

application to the management site. However, since 60% of the survey participants

were Majors, the low performance level of the management competency required

for all the crisis management stages could be attributed to their limited jobs and

experiences under the situation of responding to the emerging infectious disease.

Leadership was higher than average in both practical relevance and performance

level. The importance of leadership in crises of infectious diseases such as

COVID-19 is emphasized continuously (Khan et al., 2018; Zaher et al., 2021), and

a study on the competency of U.S. military nursing managers in war also showed

that leadership affects the competency of members (Ma et al., 2020).

It turned out that competencies for detect, early alert, and risk assessment and

analysis, which are required for the detecting phase, had low practical relevance

and performance levels. In the military, detect-related tasks are subject to a small

number of personnel, such as military doctors or veterinarians, so other medical

personnel and officers are considered to have low awareness and performance

levels in the field. However, infectious disease detecting competency is an

important factor in reducing the threat of EID. Considering the security state of

Northeast Asia and the military's mission to respond to the biological warfare

threats as well as the dense life of military, detection competencies should not be

overlook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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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e preparation and prevention phase was also the most emphasized in the

subject scoping review and behavioral event interviews, the military medical

mission preparation and epidemiological investigation preparation. The reason is

considered to be that the area could be mastered in the field of practice because it

was essentially covered by the COVID-19 response guidelines provided by the

Korea Disease Control and Prevention Agency. Therefore, the lesson was that in

order to strengthen the actual competencies, it was necessary to provide specific

guidelines for each competency. Five competencies were relatively vulnerable to

the below-average performance levels: competency to operate the crisis

management network for an emerging infectious disease, competency to plan

military support for medical resources, competency to secure financial resources,

competency to build an ethical and legal responsive system, and competency to

strengthen the research infrastructure for infectious diseases.

It turned out that both practical relevance and performance level of the

competency of the response phase was above average. The reason may be

attributed to the fact that 82.3% of the respondents have the experience of directly

responding to the current epidemic of COVID-19. It can be seen as a result

similar to a study that revealed that the hospital's response capabilities improved

through the COVID-19 epidemic (Cuia et al., 2021).

It turned out that the performance level was all low in the post-event

evaluation system operation competency, recovery and recovery system operation

competency, and capacity building competency to respond to the next emerging

infectious disease. In disaster, the government's prevention, preparation, response,

and recovery competencies are all explained as factors influencing disaster

response performance, but among them, recovery competencies turned out to have

the greatest impact. If the existing disaster area described the recovery as a rapid

return to the pre-disaster state (Kim, 2016), the recovery after the emerging

infectious disease should be viewed as an effort to return to above the previous

level of social and physical health level (Jamaludin, Azmir, Mohamad, & Zainal,

20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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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e limitations of this study are as follows:

First, the panel of experts for content validity verification has the advantage of

participating in content validity verification with a broad view because of their

experience of directly managing the COVID-19 crisis situation at the policy

department. However, it is difficult to rule out concerns about whether the

competencies identified in this study sufficiently included the management

competencies required by hospital units and field units.

Second, the "military healthcare leader" defined in this study included medical

officers above the Lieutenant Colonel, but medical above the Major at the stage of

evaluating practical suitability and performance level. Since most of the Major

officers participate as practitioners in some jobs in the crisis of EID, the results of

this study should be interpreted considering the lack of experience in evaluating

the performance level of all items.

The significance of this study is as follows:

First, the health security crisis caused by the emerging infectious disease is

currently an international issue, and it was a timely study. Second, the

competencies and behavioral indicators derived by this study are meaningful in

that they provided a basic understanding of the crisis management competencies

of military healthcare officers as well as nursing officers for the emerging

infectious disease. Third, it is meaningful in that the competencies of individual

leaders necessary for the crisis situation of the emerging infectious disease were

specifically listed for the first time in Korea through a systematic process. Fourth,

the results of this study can be used as the base materials for developing a

standardized curriculum for strengthening the ability of military healthcare leaders

to manage EID. Fifth, it can be used as the basic data for system improvement to

enhance the military's response capabilities.

Ⅶ. Suggestion

According to the results of this study, the following suggestions are made:

First, it is suggested to immediately apply it to the COVID-19 practice site t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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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valuate the practical relevance and usefulness of the results of this study.

Second, it is suggested to develop job standards for the emerging infectious

disease or the management guidelines that can be used in practice based on the

competencies for each crisis management stage developed by this study. Third, it

is suggested to review ethical principles that may arise in the process of

managing infectious diseases and to review the system for ethical and legal

issues. Fourth, it is suggested that the results of this study be repeatedly

confirmed at the working site to be revised and supplemented. Fifth, it is

suggested to derive the competencies and attributes of leaders required in the field

through qualitative research. Sixth, it is suggested to develop a measurement tool

that can evaluate the competency levels for the emerging infectious disease.

Seventh, a study is suggested to analyze the impact of individual leaders'

competencies on obligatory military organizations, identifying factors that are not

satisfied by individual competencies alone, and further researches and system

improvement are suggested to strengthen the ability of the organization to respond

to the emerging infectious disease. Eighth, it is suggested to develop a

standardized educational program to strengthen the crisis management

competencies of medical officers above the Lieutenant Colonel level. Ninth, it is

necessary to examine the system to secure human and material resources

developed from experiencing COVID-19 in order to quickly and systematically

respond to the crisis of EID that will increase in frequency in the future. Finally,

it is suggested to create a research environment to introduce new technologies for

EID and revitalize policy researc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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