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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역학은 질병예방과 건강증진을 목적으로 관련한 요인들을 규명하고, 이들 근거들을 

지역사회에 적용하는 공중보건의 중추적 학문이다 [1]. 특히 지역사회에서 감염병이 유행할 

경우, 감염자를 관리하고 전파를 막는 방역활동에서 핵심적 역할을 한다 [2]. 2015년 5월 

20일 중동호흡기증후군 (Middle East Respiratory Syndrome, MERS) 확진이 된 이후 [3], 병

원내 감염을 넘어 지역사회로의 확산이 될 우려가 커지면서, 6월 초부터 예방의학 전공의들

이 역학조사 (epidemic survey)에 동원되었다. 그런데 2015년 6월 26일, 익명을 요청한 예

방의학 전공의가 감염 가능성을 걱정하는 인터뷰한 것이 기사화되었다 [4]. 

 

 기사 내용은 2003년 중증급성호흡기증후군 (Severe Acute Respiratory Syndrome, 

SARS) 유행 당시 감염자 치료를 맡은 의료 인력에게 ‘진료의 의무 (Duty to Care)’ 란 윤리

적 책무가 부각된 것과 같은 맥락이다 [5]. 이에, 역학자를 포함한 예방의학 전문가로서 감

염병 유행시 ‘예방의 의무 (Duty to Prevent)’란 차원에서 윤리적 개념들을 정리할 필요가 있

다. 

 

 지역사회에 대한 역학자의 책무는 지역 주민들과 소통하면서, 도출한 결과의 의미

를 지역주민에게 제대로 설명하고, 지역사회에 적극 반영하여, 질병예방을 위한 적절한 조

치를 하는 것이다 [2]. 이는 임상의사가 감염자를 치료해야 하는 책무 (Duty to Treat)와 같

다. 감염병 유행시 치료의 책무가 부여되는 것에 Malm et al. [6]은 동의 (consent), 묵시적 

합의 (implied consent), 전문적 수련 (special training), 호혜주의 (reciprocity), 서약 (oaths & 

codes)의 5 가지 윤리적 배경을 제시하였다. 이에 따르면, 예방의학 전문가들은 국가의 의

료행위를 면허 받은 의료인으로서 지역사회의 위기에서 요구되는 전문가 역할 (professional 

role)을 수행해야 하며 [2], 역학조사란 전문 수련을 받은 자로서 해당 업무를 우선적으로 

담당해야 한다 [7]. 



 

 윤리적 원칙 (principle)에 바탕한 윤리적 책무 (obligation)는 윤리적 덕목 (Virtue)과 

구별해야 한다 [2,8]. 책무가 해야 하는 역할이나 의무 내용을 규정짓는다면, 덕목은 올바른 

수행을 하도록 바탕이 되는 자질 (character traits)이다 [2,8]. 역학자에게 요구되는 자질은 

선의 (Benevolence), 정직 (Honesty), 신중 (Prudence), 우수 (Excellence), 진실 (Integrity) 등

이다 [2]. 특히 지역사회의 신뢰 (trust)를 확보할 수 있도록 연대의식 (Solidarity)과 충성심 

(Loyalty) 자질을 갖추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8].  

 

 그러나 이런 자질들은 가르침으로 얻어지지 않으며, 본인이 스스로 터득해야 한다 

[9]. 따라서 예방의 의무를 할 수 있도록 전공의 수련 프로그램이 보강되어야 한다. 또한 감

염으로부터 스스로 보호할 능력을 갖추도록, 전공의들에게 방호복 착탈법을 필수적으로 교

육해야 한다. 이런 노력과 함께, 감염병 유행시 윤리적 간극 (gap)을 메우는 (bridging) 가장 

바람직한 것은 전문가의 자발적 참여 (Voluntary participation)이다 [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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