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발열과 호흡기 증상(기침, 가래, 호흡곤란, 인후염 등)   * 위 증상 이외에 오한, 근육통, 두통, 구토, 설사 등의 증상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We appreciate your cooperation.
우리 모두를 메르스 감염으로부터 예방하기 위한 귀하의 협조에 감사 드립니다.

Korea experienced MERS outbreak starting with an infected traveller from the Middle East and ended up 
having 186 patients and 38 deaths in 2015. It increased the level of anxiety over infectious disease.

2015년 중동 지역에서 메르스 바이러스에 감염되어 입국한 환자로 대한민국에서 186명이 감염되었고, 이 중 38명이 사망하는 등 감염병에 대한 국민적 불안감은 매우 큽니다.

The Korean government continues to work to prevent transmission of infectious diseases.
대한민국 정부는 보다 철저하고 안전한 감염병 예방을 위해 함께 하겠습니다.

진료, 검사 및 격리입원치료 중 관련문의 : 국번없이 ☎1339 (질병관리본부 콜센터)

Symptoms suspected of MERS-coV infection 메르스 의심 증상

Information on Inpatient Screening Test and Isolation 
Precaution for Suspicious MERS-CoV Infection

메르스 감염이 의심되는 경우 입원 검사 및 격리주의 안내문

대한민국에서는 중동지역 방문력이 있는 입국자가 입국 후 14일 이내에 발열과 호흡기증상이 있을 경우

메르스 감염 여부를 확인하고 감염이 전파되지 않도록 전문의료기관에서 검사와 치료를 시행하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The Korean health authority mandates that all travellers who develop fever and respiratory symptoms within 
14 days of arrival from the Middle East be tested for MERS-CoV and treated at national designated isolation unit.

This mandate equally applies to Korean citizens and foreigners. 
이 절차는 내국인 및 국내 방문하는 모든 외국인에게 동일하게 적용합니다. 의료진과 보건소 담당자의 안내에 따른 입원, 진료, 검사 등의 과정에 귀하의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메르스 검사와 치료는 입원 하에 시행됩니다.

MERS-CoV screening tests will be undertaken
in an isolation room of the specific healthcare facility.

Fever and respiratory symptoms (cough, sputum, shortness of breath, sore throat, pneumonia etc.)
* Chill, myalgia, headache, vomiting, or diarrhea may develop as well as above symptoms.

For any questions, contact the Korea CDC call center at 1339.

귀하는 메르스 감염여부 확인이 필요함을 알려 드립니다.

You are required to take MERS-CoV screening tests.

중동 여행 후 입국

귀국 후 14일 이내

Within 14 days of arrival

병원입원치료

Fever  Stay in the Middle East Hospitalization &
Isolation Precaution

Respiratory
Symptoms

발열 호흡기증상



중동지역 방문력이 있으면서 발열과 호흡기증상 등의 메르스 의심 증상으로 의료기관을 방문한 경우 보건당국으로 신고 됩니다. 

관할보건소 담당자가 귀하에게 임상 증상과 해외 방문력 등을 재확인 합니다.

중동 지역을 다녀와서 대한민국에 입국한 후 14일 이내에 발열과 호흡기증상이 나타났다면 메르스 감염을 의심하여 다음의 절차를 따르게 됩니다.

담당의료진, 관할보건소 담당자, 구급차 이송요원 등은 감염이 의심되는 경우 면담, 접촉, 이송할 때 혹시 모를  

감염으로부터 예방하기 위하여 마스크, 보호복 등을 착용하게 되어 있습니다.  

 전문의료기관으로 이송하기 위해 준비하는 동안 음압이 유지되는 별도의 공간(방, 텐트 또는 차량)에서  

대기하게 될 수도 있습니다.

Steps for those suspected of MERS-CoV infection

3

2

1
All persons who visited healthcare facilities with MERS symptoms (fever and respiratory symptoms) are 
reported to Korean health authority.

Government officials in local health departments will ask you detailed questions to investigate clinical 
symptoms and epidemiological links.

Those who develop fever and respiratory symptoms (cough, sputum, shortness of breath) within 14 days of 
arrival in Korea are classified as MERS suspected patients and treated under following procedures.

Healthcare providers, government officials, and ambulance drivers  will 
wear mask and protective clothing to prevent themselves from potential 
infection while they take care of you (interview, contact, transfer etc.).

1) Hospitalization and investigation of contact history  입원 및 접촉자 확인

• You will be transferred to an isolation room in one of the national designated isolation units for two sets 
of MERS screening tests, close monitoring, and proper treatment.
귀하가 안전한 검사와, 전문적인 경과 관찰 및 치료를 받을 수 있도록 보건소 담당자가 설명 후 귀하를 국가지정 입원치료병상으로 이송합니다.  

• Additional interview will be conducted to identify people you came in contact after onset of symptom.
귀하에게 증상이 발생한 후 접촉한 분들에 대해 보건소 담당자가 확인하게 됩니다.

 2) Screening test and Clinical observation  검사 및 임상 관찰

• After hospitalization in an isolation room, three specimens (sputum, throat swab, and blood) will be 
collected for the MERS screening test.
격리입원 후에 메르스 진단 검사(객담, 인후도말, 혈액, 3개의 검체 채취)를 하게 됩니다.

• If the first test result is positive, you will be treated according to your symptoms.
검사결과 양성이면, 메르스 환자에 준한 치료를 받게 됩니다.

• If the first test result is negative, the second test will be performed 48 hours after the first specimen is 
collected.
검사결과 음성이면, 1차 검체 채취 후 48시간 후에 검사를 반복합니다.

* The test result is usually available within 24 hours of specimen collection 검체 채취 후 보통 24시간 이내에 검사결과를 확인 할 수 있습니다.

3) Discharge  퇴원

• If the second test result is also negative, you will be discharged, which means you are confirmed not to be 
infected with MERS-CoV.
2차 검사결과 음성이면 메르스에 감염되지 않을 것으로 판단하고 퇴원하게 됩니다.

메르스 감염이 의심되는 경우 입원 검사 및 격리주의 안내문

※  All expenses for MERS testing, hospitalization, and treatment during isolation will be covered by the Korean government.
격리 입원 기간 동안 메르스 관련 입원 진료, 검사 비용은 대한민국 정부가 부담합니다. 

※ For any inquiry or inconvenience caused during isolation, contact the Korea CDC Call Center at 1339
격리치료 기간 동안 불편사항은 질병관리본부 콜센터 1339를 이용 바랍니다.

감염 예방 조치들로 인해 두려워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No need to fea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