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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 「중앙예방접종센터」국립중앙의료원에
설치 완료, 백신도입과 함께 운영 개시 예정
- 표준 예방접종센터 운영 지침과 매뉴얼 마련, 권역·지역 센터 교육 및 운영지원 역할 -

□

코로나19 예방접종 대응 추진단(단장 정은경)과 국립중앙의료원
정기현)은

(원장

코로나19

「중앙예방접종센터」지정

에 따라

(‘21.1.28.)

1월 31일(일) 시설을 완비하고 운영개시를 앞두고 있다.

○ 「중앙예방접종센터」

*

는 지난 1월초, 국립중앙의료원 신축이전

예정부지인 옛 미 공병단터에 문을 연 코로나19 임시

」 구역 내에 설치되어

병동

,

「격리치료

화이자 등 mRNA 백신 도입 초기

물량 접종, 예방접종센터 표준모델 마련,

「권역·지역예방접종센터」

교육 등의 역할을 수행하게 된다.
* 관련 법령‧고시에 따라 중앙‧권역 감염병전문병원에 예방접종센터 설치
중앙(국립중앙의료원), 중부권(순천향대 천안병원), 호남권(조선대병원), 영남권(양산부산대병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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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구체적인 운영계획은 코로나

19

예방접종 대응 추진단과 국립중앙

의료원의 합동 모의훈련(2월 중 예정)을 거쳐 확정될 예정인데,
대기-접종-관찰 구역의 신속하고 원활한 흐름을 위한 시스템
구축 중심으로 마련 중에 있다.

○

예진을 위한 의사, 접종 및 관찰을 위한 간호사, 접종대상자
확인 및 대기자 관리, 자료 입력을 위한 행정인력 등 필수
인력에 대한 수급 및 운영 계획은 예정된 표준운영 모의훈련을
거쳐 최종 확정된다.
<구역별 주요 기능>
구분

역할 및 기능

대기구역

발열체크, 접종대상자 확인 및 접수, 문진표 작성, 진찰대기

접종구역

의사 예진, 백신준비, 간호사 접종

관찰구역

□ 코로나

19

접종후 관찰 (이상반응 모니터링) 및 자료입력*
* 접종대상자 문진표 및 의무기록 입력

극복을 위해 이번 백신 접종이 갖는 중요성을 감안해

중앙예방접종센터장은 신종 감염병 중앙임상위원회 오명돈
위원장이 직접 맡는다.

○

특히 중앙예방접종센터는 mRNA 백신의 유통에 필요한
콜드체인 유지와 예방접종 후 이상반응 모니터링 등에 역량을
집중하고,

-

백신도입 즉시 전국적인 확산이 가능할 수 있도록 가장 안전하고
신속한 표준모델이 구축을 위해 중앙예방접종센터가 갖추어야
할 준비 상황을 점검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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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코로나19 예방접종 대응 추진단과 국립중앙의료원은 중앙예방

접종센터의 선제적이고 안정적인 운영을 통해 전 국민의 코로나19
예방접종이 차질 없이 추진될 수 있는 발판을 마련할 계획이다.

<붙임> 중앙예방접종센터 설치 현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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붙임

중앙예방접종센터 설치 현황

1. 방산동 국립중앙의료원 신축이전 예정부지 내 3개동 (C, D, F 동)

* 부지내 공터를 주차장으로 활용, G동은 예비공간으로 활용

2. F동(대기구역: 대상자 확인 및 문진표 확인) 구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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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C동(접종 및 이상반응 모니터링실) 구조

<참고: 지자체 예방접종센터 구성도(표준안) - 질병관리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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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내부 시설 사진

○ 사진공유 클라우드 폴더
https://1drv.ms/u/s!Ao3ZAl3TBBdAglLsvUFa5Fb2dIKC?e=NefhQ0

<중앙예방접종센터 입구>

<중앙복도>

<예진/접종구역>

<이상반응 모니터링실>

<초저온냉동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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