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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코로나19 한의진료접수센터 운영계획(안) 】
배경 및 목적
계속되는 코로나19 확산으로 인하여 사회적 피로감이 누적된 상황에서 ’20.11월
위드코로나 이후 수도권 응급기 병상이용률이 90%를 초과하는 등 이에 보완·대응
할 수 있는 재택 치료의 필요성이 요구되고 있음
이에, 코로나19 확진자 및 확진 후 후유증, 백신 접종 후 후유증 등 전반적인
코로나19 팬데믹 상황에 대한 한의약적 대처를 통한 국민건강 증진에 이바지하
고자,「코로나19 한의진료접수센터(이하 진료접수센터)」를 구축·운영하고자 함

운영 방향
(운영 지침) 기본 운영체계는 중앙방역대책본부 「코로나 바이러스감염증-19 재택
치료 안내서 제4판」중‘재택치료 흐름도’및‘재택치료 절차 및 내용’을 준용

(운영 기간) 2021년 12월 22일(수) ~ 2022년 3월*까지
* 위드코로나 및 코로나19 확산세 등의 상황에 따라 운영기간을 추가 혹은 연장 검토 예정

<코로나19 한의진료접수센터 조직 기구도표>

(참여 인원) 전국 16개 시도지부 총 537명 한의사 참여
- 기모집된 회원들을 대상으로 임상지침, 진료가이드 등 온라인 집합 교육을 실시
하였으며 치료사례 공유, 질의 및 답변, 운영 매뉴얼 공유할 수 있는 시스템 구축
- 1 -

(진료 대상) 재택치료자, 코로나 후유증, 백신접종후유증 등을 주호소하는 환자군
- 주치 한의사는 아래의 우선순위를 고려하되, 환자의 상태에 따라 최선의 선택을
하여야 함
가. 경증 자가 격리자 및 생활치료센터 격리자
나. 회복기 환자
다. 무증상 환자
라. 퇴원 또는 자가 격리 해제자
마. 한약투약이 가능한 중증 환자

- 코로나19는 한의학에서 역병(疫病)의 범주에 속하고, 역려지기(疫戾之氣)에 감수
되어 발생하며, 병정(病情)에 근거하여, 지리적 및 기후 특징에 따라 병의 정황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질병에 따라 변증론치(辨證論治)*를 참조하여 치료
* 변증론치: 한의학의 치료원칙으로 변증시치(辨證施治), 변증(辨證)이라고도 함. 증(證)은 질병에 의하여 야기된
환자의 신체 상태를 말하니, 변증은 곧 의사가 망문문절(望聞問切)을 통하여 환자의 상태를 변별하는 것이며,
논치(論治)는 변증 결과에 맞춰 구체적인 치료방법을 결정하는 것을 말함(자료원: 한국한의학연구원)

(운영 방식) 진료접수센터는 홈페이지(https://covid19.akom.org) 및 전화(TEL.
1668-1075)를 통해 환자와 한의사를 중개
- 환자는 홈페이지 및 유선을 통해 개인 및 예진 정보를 작성 후, 진료접수 가능
⇒ 이후, 진료센터 오퍼레이터가 접수된 환자와 참여한 의료진을 중개
의료진은 환자와 유무선 전화, 화상통신 등을 통한 1:1 비대면 진료 및 처방

<코로나19 한의진료접수센터 운영체계(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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