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트리즈로 분석한 코로나19 대응 선별진료소의 진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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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라 학교 호텔 경 학부

Korea's Corona 19(COVID-19) quarantine, referred to as 'K-Quarantine', is a globally recognized quarantine system that has 
achieved both conflicting goals: health and economy. The quarantine system represented by 3T(Test-Trace-Treat) is not a method 
of blocking an area, but a method of screening and treating infected and non-infected persons. The screening center, one of 
the key elements of this screening treatment system, has evolved to suit the timing and situation of COVID-19, and has succeeded 
in initial response by conducting large-scale tests quickly and safely. By analyzing the evolution of screening centers that produced 
such significant results from a problem-solving point of view, it proved its meaning as a practical success case of creative prob-
lem-solving. In addition, the usefulness of TRIZ (Russian abbreviation of Theory of Solving Inventive Problem), a creative prob-
lem-solving theory, was confirmed through an analysis of actual verified cases of COVID-19 response. TRIZ is a problem-solving 
theory created by analyzing the regularity of invention patents, and is widely used not only in the technical field but also in 
the non-technical fields such as design, management, and education. The results of this study are expected to provide useful 
meaning and practical examples to researchers interested in system analysis and TRIZ application from a problem-solving 
perspectiv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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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서  론1)

 세계가 코로나19(COVID-19)라는 팬데믹(pandemic)
을 맞은 지 3년이 넘었다. 여 히 코로나19 변이가 진행 
인 가운데 일상으로 복귀를 향한 다양한 노력이 시도되는 

드 코로나(With Corona) 시 를 맞이했다. 지 까지 한국

의 코로나19 응은 확진자수가 의료체계가 감당할 수 으

로 유지되면서 다른 나라에 비해 성공 이다. 특히 2020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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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 기 응은 매우 성공 이라고 세계에서 인정받고 있

다. 미국 FDA(Food and Drug Adminstration)가 한국코로나
19 응을 집 분석하여 2021년에 발간한 보고서에 의하면, 
한국의 략이 코로나19 확산을 억제하는데 성공했다는 
을 세계 으로 인정받았다고 밝혔다[19].
‘K-방역’으로 지칭하면서 해외에서 호평 받은 코로나19 
응 략을 국제 으로 인정받기 해 한국정부는 국제표

화 작업을 진행 이다[1]. 이는 세계 다른 국가에서 채택
되었거나 앞으로 채택될 가능성이 높고, 이후에 일어날 신
종 감염병에 의한 팬데믹에 용할 수 있는 방역기법이기 

때문이다. 따라서 이와 련된 연구는 이후 발생할 여러 
가지 재난과 문제를 해결하는데 도움이 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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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방역 정책의 핵심은 3T(Test-Trace-Treat)로 요약되는 
방역기법으로 량검사를 신속하게 시행하여 감염자를 선

별하고, 확진자의 동선을 추 하고, 격리하여 치료하는 것
이다. 이 정책은 지역을 쇄(Lockdown)하는 방식이 아닌 
감염자와 비감염자를 구분하는 방식으로서 환자를 신속하

고 정확하게 선별(Screening)하는 것이 무엇보다 요하
다. 따라서 정확한 진단기술을 바탕으로 규모 검사를 신
속하게 수행하는 선별진료소를 통한 선별진료체계가 유의

미한 성과를 거둔 요인으로 평가되고 있다[4].
SARS, 신종인 루엔자A 등 메르스(MERS) 이  유행

한 감염병 방역체계는 국가 정책이나 제도 으로 체계화

되지 않아 기 응에 실패했고, 2015년 유행한 메르스 
때는 반 인 감염병 응체계를 갖춰 기 응을 하

으나 선별진료소에 한 체계가 확립되지 않아 응 실

을 통해 확산되는 양상을 보 다[39]. 메르스 이후 선별
진료에 한 학계 차원의 논의가 공식화되었고, 그 결과
가 2020년 코로나19 응과정에서 효과를 발휘함으로써 

성공 인 성과를 내었다. 따라서 지속 인 코로나19 
응을 해서는 방역, 보건의료, 경제, 사회 정책이 
하게 연계됨을 충분히 고려하여 의료학계 뿐만 아니라 

다양한 분야의 학계(공학, 경 , 인문 등)에서 융합 인 

으로 분석하는 것도 의미있는 일이라고 단된다

[17]. 이에 본 연구도 K-방역의 핵심요소 의 하나인 선

별진료소에 해 문제해결의 으로 근하여 어떻게 

진화하여 발 하게 되었는지를 분석하고자 한다. 문제해
결 은 최근 창의  문제해결이론으로 주목받는 트리

즈(TRIZ)를 용하는데, 이 이론은 발명문제 해결에서 
탄생하여, 공학문제로 확장되고 이젠 교육, 경 , 디자인 
등 비공학 분야까지 역을 넓  리 활용되고 있다[6].
본 연구의 목 은 다음과 같다. 첫째, 세계에서 인정받

은 선별방역체계의 하나인 선별진료소를 상으로 문제

해결이론인 트리즈로 그 진화과정을 분석하여 박하고 

한 상황에서 하게 문제 해결을 진행했음을 입증

한다. 둘째, 실제 실에서 성공사례로 검증된 선별진료
소를 트리즈로 분석함으로써 효과 인 문제해결이론으

로서 유용성을 확인한다. 

2. 기존 연구

2.1 K-방역에 대한 기존 연구 고찰

코로나19에 한 한국의 방역정책이 해외에서 K-방역
으로 호평을 받으면서 이에 한 다양한 의 연구가 

진행되고 있다. 미국의 FDA[4]는 한국 코로나19 응에 

해 집  분석하면서 한국의 정책이 효과 이었음을 제

시하 다. 특히 기 응을 한 선별진료체계가 규
모 확산 방지에 요한 요인임을 강조하 다. Yoo[37]는 
행정학 에서 6개국(독일, 국, 미국, 만, 한국, 스
웨덴)을 방역과 경제 측면에서 비교 분석하 다. 력공

동체  시민사회 기반의 강성( 만) 혹은 경성통제(한국) 
정책으로 응한 국가가 개인 자유주의 시민사회 기반의 

강성통제와 자유방임 정책으로 응한 국가들(독일, 
국, 미국, 스웨덴)에 비해 보건성과뿐만 아니라 경제성과 
면에서도 유의미한 차이가 있었음을 확인하 다. 
반면에 한국의 코로나19 응의 평가에 해서 신

한 근을 보이는 연구도 있다. Ko and Kim[15]은 한국
의 성공  응은 정부 주도만의 결과가 아니라 시민, 
문가, 민간기업, 민간의료기 , 지방정부 등 이해 계자

들의 상호작용의 결과임을 제시하 다. 특히 Yang[36]은 
신속한 동선 추 과 공개는 코로나19 확산 방지에 큰 도
움이 되었지만, 과도한 사생활 침해와 정보감시체계를 
기반으로 한다는 에서 우려를 보 다. Kim[12]은 한국
의 코로나19 방역 정책의 성공요인으로 민첩한 선별진료 
응과 사회  거리두기의 시민의 자발  참여에 있었음

을 보여줬는데 시민의 자발  참여는 공동체를 한 도

덕  연 의 동기보다는 험에 한 공포에서 비롯된 

것임을 확인하 다.
Song et al.[34]은 보건의료체계 에서 코로나19 1차 유

행 시기에 유럽 4개국( 국, 독일, 랑스, 이탈리아)의 기 
응을 비교분석하 다. 기 응에서 신속하고 정확한 조처
가 보건의료체계의 회복탄력성에 큰 향을 미침을 확인하

고, 보건의료체계의 지속가능성을 확보하기 해서는 보건의
료시스템에 한 끊임없는 연구가 요함을 주장하 다. 이와 
련하여 Ahn et al.[1]은 보건의료시스템의 지속가능성과 확산
을 해 3T(Test-Trace-Treat) 방역시스템의 국제표 화 작업

을 진행 이며, Kwon et al.[16]은 신속한 량검사가 가능하도
록 설계된 드라이 스루(Drive-thru) 선별진료소의 운 방식

을 그리고 Kim and Lee[14]는 워크스루(Walk-thru) 선별진료소
의 운 방식을 학계에 처음 소개하 다.
신종감염병은 한번 발생하면 공 보건 기로 발 할 

가능성이 매우 크다. 그래서 으로 확산되기 에 신

속하고 정확한 조처를 해야 하는 정부의 기 응은 무

엇보다 요하다. 이런 에서 선별진료체계의 구축과 

시행은 코로나19 기 응의 요한 요소임을 부인할 수

는 없다. 따라서 보건의료체계의 지속성 확보를 해 본 
연구는 처음으로 문제 해결 에서 선별진료체계의 한 

요소인 선별진료소에 해 분석하고자 한다.

2.2 트리즈(TRIZ)에 대한 기존 연구 고찰

 트리즈(TRIZ)는 문제해결이론으로 발명문제 해결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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론(Theory of Solving Inventive Problem)이란 뜻의 러시
아어 (Teoriya Resheniya Izobretatel'skikh Zadatch)의 머리
자를 딴 용어이다. 창의성을 바탕으로 기술 신을 추

구하는 GE, P&G, 인텔, 삼성 자, LG, 포스코, SK 등 다
수 로벌 기업들이 이 이론을 기업의 연구방법론으로 

활용하거나 자체 로그램을 개발하여 트리즈 교육을 진

행하고 있다[35].
국내의 경우 1996년에 처음 기업에 소개되어 산업 장

의 공학  기술 문제 해결 주로 활용되다가 학에서 

창의성 교육을 한 도구로 도입되면서 비기술 인 분야

에서도 확  용되기 시작했다. Han[6]은 1998년부터 
2013년까지 논문을 분석한 결과, 산업공학(7.5%), 건축공
학(5.2%), 자공학(5.2%), 화학공학(2.4%), 교육(13.2%), 
경 (9.0%), 디자인(7.4%), 기타(2.4%)로 나타났다. 이후에
도 랫폼(Platform) 리[9], 통시장 활성화[10], 주민갈
등 해결[2], 패러독스 경 [32] 등 다양한 분야의 문제해결
은 물론 창의성 교육[26], 수업모형 개발[28, 31], 넛지
(Nudge) 행동경제학[30], [33] 등 서비스 분야에도 꾸
히 용되면서 트리즈의 활용성이 검증되고 있다.
이처럼 다양한 분야에 트리즈가 활용되면서 트리즈를 

학습하려는 이들이 많아지지만 상이한 심분야와 어려

운 학습내용으로 인해 학습효과가 떨어지는 경우가 많아

지면서, Heo and Song[7]은 트리즈 이론을 쉽게 배울 수 
있는 효율 인 방법을 제안했다. DIY(Do It Yourself) 제
작과정에서 발생하는 다양한 문제를 트리즈 이론을 통해 

직  해결해보는 교육과정을 도입했다. 
트리즈는 문제해결을 한 다양한 개념과 도구들, 즉 발명

원리, 분리원리, 기술진화의 법칙, 표 해, 물질장 모델, 
SLP(Smart Little People), Trimming, ARIZ, Effects 등을 개발
하 다. Kim et al.[13]은 S 자에서 10년(2006년～2016년) 
동안 수행된 트리즈 사례들을 분석한 결과, 발명원리
(45.9%), 분리원리(24.8%), 표 해(15.6%), Trimming(4.3%), 
SLP(4.3%), 기술진화의 법칙(3.1%), ARIZ(1.6%), Effects(0.4%) 
순으로 활용도가 나타났다. 발명원리, 분리원리, 표 해 등 

3가지 도구가 거의 90%에 육박하는 활용도를 보 다. 
한, Na et al.[24]은 가장 많이 사용되는 발명원리의 

활용도를 2011년부터 2017년까지 한민국 발명특허
에서 수상한 특허들을 상으로 분석하 다. 기계 속(91.9%), 
생활용품(96.7%), 섬유화학(93.7%), 기 자(95.5%), 정보
통신(91.7%), 토목건축(94.5%) 등 모든 산업 분야에서 90%
이상 활용되는 것을 확인하 다. 그만큼 발명특허에서 탄생
한 트리즈가 매우 유용한 기법임을 알 수 있다.

2.3 트리즈의 개념과 도구

트리즈는 러시아(구소련)의 겐리히 알츠슐러(Genrich 

Altshuller) 박사가 창시한 이론으로, 20만 건 특허를 분석하
여 문제해결에 반복 으로 사용되는 규칙성을 발견하고 이

를 몇 가지 개념(원리)과 다양한 도구들을 제시하 다[11]. 
그 에서 본 연구는 가장 핵심 인 개념과 도구 4가지, 
모순(Contradiction), 시스템 갈등도(System conflict dia-
gram), 이상성(Ideality), 그리고 분리원리(Separation princi-
ple)를 소개하고, 이후에 언 할 선별진료소를 상으로 

용한다.

2.3.1 모순(Contradiction)

모순은 트리즈에서 가장 요한 개념으로 문제해결의 

열쇠를 제공한다[8]. 모순이란 동시에 만족시켜야 하는 2
개의 요구사항이 충돌하는 상황을 말한다. 여기서 2개의 
요구사항이 서로 다른 특성을 요구하는가 혹은 하나의 

같은 특성을 요구하는가에 따라 기술  모순(Technical 
contradiction)과 물리  모순(Physical contradiction)으로 
구분한다. 를 들어, N사 포털사이트의 첫 화면에 많은 
고들이 게시되어 있다. 첫 화면에 많은 고를 게시하
면 사이트 입장에서는 많은 고 수익을 얻을 수 있지만 

사용자 입장에서는 화면이 복잡해져 필요한 내용에 근

하기가 불편하다. 이때 ‘ 고 수익’과 ‘사용자 편의성’이
라는 특성이 충돌하는 것을 기술  모순이라 한다. 한 

고수익이라는 특성을 해서는 ‘ 고’를 많이 해야 하
지만 사용자 편의성이라는 특성을 해서는 ‘ 고’를 
게 해야 한다. 고를 많이 하고 게 하는 두 개의 요구

사항이 발생하는데 이를 물리  모순이라고 한다[29]. 

2.3.2 시스템 갈등도(System Conflict Diagram)

모순은 시스템 상에서 갈등을 일으키는 형태로 나타난다

[5]. 시스템은 어떤 기능(Function)을 수행하는 요소들의 집
합체로 실에 존재하는 모든 실체는 시스템으로 표 할 

수 있다. 기능은 시스템 내의 2개 요소 사이에서 일어나는 
물리  작용(Action)을 말하는데, 기능의 주체가 도구(Tool)
이고 객체가 상(Object)이 되며 반 로도 가능하다. 앞에
서 로 든 고(Tool)는 사이트(Object)에 수익을 주고
(Function), 사용자(User)에게는 불편을 다(Function). 이 
때 그 기능이 유익하다면 유익한 기능(Desirable function)이
라 하고, 유해하다면 유해한 기능(Undesirable function)이라 
한다. 참고로 그 유익한 기능이 충분하게 작용하지 못한다
면 불충분한(Insufficient) 기능으로 표 한다. 이 때 시스템 
갈등은 유익한 기능이 동시에 유해한 기능을 유발하거나 

유익한 기능이 불충분한 경우에 발생한다. 이를 그림으로 
표 하면 <Figure 1>과 같다. 앞에서 언 한 기술  모순은 

포털사이트(Portal site)에게 유익한 기능인 고수익

(Support)과 사용자(User)에게 유해한 기능인 사용자 불편
(Annoy)으로 나타나며, 물리  모순은 유익한 기능과 유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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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기능을 동시에 일으키는 도구인 고(Advertising)가 된
다. 고가 유익한 기능을 수행하는 동시에 유해한 기능도 

일으키면서 시스템 내에 갈등을 유발하고 있다. 트리즈 
에서 좋은 해결책은 타 없이 시스템 갈등을 일으키는 

물리  모순을 극복하는 것이다.

<Figure 1> An Example of System Conflict

2.3.3 이상성(Ideality)

트리즈는 이상성이 증가하는 방향으로 문제를 해결한

다[27]. 이상성이란 <Figure 2>와 같이 유익한 기능의 합
과 유해한 기능의 합의 비율로 표 하며, 보통 유용한 기
능을 효과(Effect), 유해한 기능을 비용(Cost)로 표 한다. 
모든 시스템은 이상성을 높이는 방향, 즉 유해한 기능으
로 인해 나타나는 문제를 해결하면서 이상 인 시스템으

로 진화하게 된다. 이를 트리즈에서는 ‘이상성 증가의 법
칙(Law of Increasing Ideality of Technical Systems)’이라
고 한다. 이상성 증가 법칙에 의하면 시스템은 유익한 기
능은 제 로 수행하면서 시스템 존재 자체는 궁극 으로 

사라져 버린다. 를 들어, 화폐의 기능은 구매한 상품에 
한 돈을 결제하는 것이다. 화폐의 기능을 수행하는 시
스템을 보면, 에서 으로, 에서 신용카드로, 신
용카드에서 자결제로 발 하는데 결제의 기능은 수행

하면서 매개체는  사라지는 경향을 보인다.

<Figure 2> Ideality

2.3.4 분리원리(Separation principle)

분리원리는 물리  모순을 해결하는 방법이다[29]. 앞에
서 설명한 포털사이트 에서 수익을 해서는 고를 많이 

해야 되지만 사용자 편의성을 해서는 없어야 하는 물리  

모순을 분리원리로 해결할 수 있다. 이 때 이상성이 증가하

는 방향으로 해결하는데 유해한 기능인 사용자의 불편함은 

최소로 하고 유익한 기능인 사이트의 고 수익은 최 한 

높이는 방법을 찾는 것이다. 참고로, N사의 포털사이트 
고에 한 물리  모순을 G사는 키워드 검색이라는 조건에 
의한 분리(Separation on Condition)에 의해 해결하 다. 
고가 없는 첫 화면에서 키워드 검색을 하면 검색어와 련

된 내용과 고가 나타난다.
분리원리에는 <Table 1>과 같이 4가지 원리가 있다. 시간

에 의한 분리(Separation in Time)는 상반되는 요구사항을 
시간에 따라 분리시켜 모두 만족시킨다. 로는 사람이 

은 아침 시간 에는 요 을 할인해주고 사람이 많은 시간

에는 요 을 할증하는 조조할인제(Early morning discount)
가 있다. 공간에 의한 분리(Separation in Space)는 상반되는 
요구사항을 공간에 따라 분리시켜 모두 만족시킨다. 로는 

보 하는 온도에 따라 과일이나 야채를 보 하는 냉장실과 

생선이나 육류를 보 하는 냉동실로 공간이 분리된 냉장고

(Refrigerator)가 있다. 조건에 의한 분리(Separation on 
Condition)는 상반되는 요구사항을 조건이나 상황에 따라 
분리시켜 모두 만족시킨다. 로는 교통량에 따라 앙차선

을 왕복차선 의 하나로 변경하는 가변차선(Variable lane)
이 있다. 체와 부분에 의한 분리(Separation in System 
Level)는 상반되는 요구사항을 체와 부분으로 분리시켜 
모두 만족시킨다. 로는 혼자 게임을 할 경우에는 무료이

지만 여럿이 게임을 할 경우에는 일정 게임수 이상 유료화

하는 부분유료화정책(Partial payment policy)이 있다.

<Table 1> Separation Principle

Principle Explanation Example

Separation 
in Time 

Separate conflicting requirements 
over time so that they have 
opposite values.

⦁Early morning 
discount
⦁Special lunch menu

Separation 
in Space 

Separate contradictory 
requirements according to space 
so that they have opposite values.

⦁Refrigerator
⦁Jjamjamyeon

Separation 
on 
Condition 

Separate contradictory 
requirements according to 
conditions so that they have 
opposite values.

⦁Variable lane
⦁Screensaver

Separation 
in System 
Level 

Separate the contradictory 
requirements into whole and parts 
of the system so that they have 
opposite values.

⦁Partial payment 
policy
⦁Card section

3. 코로나19 대응 현황

3.1 코로나19 대응 정책

 코로나19와 같은 신종 감염병은 발생 기에 백신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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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료제가 없기 때문에 약물이 개발되는 동안 비약물  

수단에 의존해서 감염을 통제하는 방역정책이 요하다. 
그런데 코로나19 방역정책이 지나치게 감염 확산을 통제
하는 보건 목표를 세운다면 시민 생활에 제한이 커져 경

제 활동이 축된다. 트리즈 으로 볼 때, 보건과 경
제 활동 사이에 기술  모순이 발생한다. 따라서 정부의 
방역정책은 시민의 보건과 경제 활동 사이의 모순 계를 

해결하는 방안이 되어야 한다. 

<Figure 3> Quarantine Policies

<Figure 3>은 시민의 공 보건(Public health)과 경제
(Economy) 사이의 상충 계에 해 방역 정책의 응 결과

를 그림으로 표 한 것이다. 가로축은 경제 만족(Satisfy) 
는 희생(Sacrifice)을, 세로축은 공 보건 만족(Satisfy) 
는 희생(Sacrifice)을 의미한다. A방역은 시민의 경제활동을 
희생시켜 시민의 생명을 보호한다. 반면에 B방역은 시민의 
경제활동을 활성화하기 해 시민의 모든 활동을 허용한다. 
C방역은 감염확산 방지와 경제활동 보호를 모두 달성하는 
정책이고, D방역은 2가지 목표를 달성하지 못한 정책을 
의미한다.

Kim[12]은 코로나19 팬데믹이 시작되는 2020년을 4분
기로 나 어 26개 경제 력개발기구(OECD) 회원국을 
상으로 나라별 방역정책을 비교하 다. 보건목표는 인
구 백만 명당 코로나19 확진자수를, 경제목표는 년 동
기 비 GDP성장률을 지표로 삼아 측정하 다. 4개 분기 
지속하여 보건 목표와 경제 목표를 모두 달성한 나라(C
에 해당)는 덴마크, 에스토니아, 한국, 호주 등 4개국이고 
3개 분기를 달성한 나라는 노르웨이, 핀란드, 뉴질랜드, 
리투아니아 등 4개국이다. 이 결과로 볼 때 한국은 26개
국 가운데 상 으로 보건과 경제 모두 성공한 경우에 

해당한다.
2021년 6월 발간된 미국 식품의약국(FDA)의 ‘코로나19

에 한 한국의 응’이란 제목의 보고서[4]에 따르면, 한국 
정부의 감염병 진단 검사  감염·확진자의  과정 반

을 면 히 추 하는 확진자 추 · 리 시스템에 해 정
으로 언 하며 반 인 코로나19 응 략을 높이 평가

하 다. 한, 향후 세계 각국의 코로나19 응 략 수립에 

도움이 될 수 있을 것이란 도 덧붙 다. 이에 한국 정부는 
코로나19 응 략을 국제표 으로 추진 에 있다[38]. K-
방역의 핵심은 3T (Test-Trace-Treat)로 요약할 수 있는데, 
감염자를 진단검사로 빠르게 찾아내고 확진자의 동선을 추

하여 감염의 고리를 차단하며 환자를 격리하여 치료하는 

것이다[1]. 쇄나 이동차단, 집단 면역 등의 경제희생 는 
보건희생이 아닌 양쪽 모두 달성하는 방식이어서  세계의 

주목을 받았다.
특히, K-방역 모델 3T  검사(test)에서 창의 인 방

식으로 선별진료소를 운 하면서 확진자를 빠르게 찾아

내는 데 성공했고, 환자의 증상에 따라 격리와 치료를 분
리하면서 병원도 원활하게 운 되었다. 쇄 등의 통

인 감염병 응이 아닌 선별진료시스템이라는 새로운 

응방식을 만들어냈다[25]. 이는 72시간 이내에 신속한 
선별 조치가 코로나19 응에 성공한 이유라는 을 증

명한 것이다[23].

3.2 코로나19 대응을 위한 선별진료소 운영

선별진료소는 코로나19 의심환자가 의료기  내로 유

입되거나 의료진에게 노출되어 발생할 수 있는 의료기  

내 험을 차단하기 한 것이다. 이를 통해 코로나
19 사태 황에 따라 선제 으로 그리고 신속하게 응함

으로써 규모 확산을 방지하는데 성공하 다고 평가할 

수 있다. 특히 신 인 선별진료 방식을 통해 검사시간

을 단축하고, 의료인과 환자, 의료인과 의료인 간의 교차 
감염을 효과 으로 방지한 것으로 평가하고 있다[18]. 
코로나19 응과정에서 운 된 선별진료소의 변화 형

태를 살펴보면 <Table 2>와 같다[39]. 기 방역기(Early 
quarantine)에는 의료기 내로 확진자가 유입되는 것을 

사 에 방지하기 해 응 실 외부 는 의료기 과 별

도로 분리된 외부에 천막이나 텐트 형태로 설치하 다. 
그리고 혹시 모를 의료진과 방문자의 교차 감염을 방지

하기 해 선별진료소 내부에 음압환경을 만들거나 최소

한 의료진의 개인보호장구를 착용하 다. 그러나 기 

시행착오와 경험부족으로 방문자간의 동선이 복되고, 
의료진과 방문자간의 염 가능성, 안내직원과 방문자간
의 염 가능성이 매우 높았다.
이후 환자 증기(Patient surge)에서는 국 으로 규

모 환자가 발생하면서 규모로 신속하게 코로나19 확진 
여부를 별하는 것이 요해지면서 기존의 천막형 선별진

료소로는 감당하기 어려워졌다. 선별진료소로 모여드는 방
문자들 간에, 그리고 방문자와 의료진 간에 혹시 모를 감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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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iming and Characteristics Screening Center Features Pictures Problems

Early quarantine
(2020.1.20.~2.17)

⦁From the time of reporting the first confirmed 
case (Jan. 20, 2020) to the time immediately 
before the occurrence of the 31st case (February 
17, 2020)
⦁Corona 19 was introduced into Korea and 

occurred sporadically
⦁Establishment of the Central Accident 

Management Headquarters (1.27)
⦁The WHO declares an international public 

health emergency.

⦁Installed outside a medical 
institution or public health center
⦁Tent type
⦁Internal negative pressure 

environment
⦁Medical staff wear personal 

protective equipment
(Seoul Seodaemun-gu Public Health 

Center Screening Center, 2.10)

⦁Suspected patients and the 
general public overlapped
⦁Fear of infection between 

medical staff and visitors
⦁Insufficient operating 

standards for screening 
centers

Patient surge
(2020.2.18.~3.28)

⦁From the time of the 31st confirmed case 
(February 18, 2020) to the time when the 
number of people released from quarantine 
exceeds the number of people in quarantine 
(3.28)
⦁Spread to specific regions and specific religious 

groups
⦁Recorded the maximum number of confirmed 

cases per day (2.29, 909)
⦁Practice social distancing

⦁Drive-through screening center 
⦁One-stop service for 

interviewing, temperature check, 
and sample collection while 
moving in the car

(Yeongnam University Hospital 
Drive-Thru Screening Center, 2.28)

⦁Possibility of transmission 
between medical staff and 
subjects
⦁Possibility of sample 

contamination due to 
continuous use of personal 
protective equipment by 
medical staff
⦁Operational difficulties 

due to weather
⦁Unavailable for visitors 

without a car

⦁Open walk-through screening 
center(move on foot) 
⦁One-stop service for 

interviewing, temperature check, 
and sample collection while 
walking
⦁Reduced ventilation time

(Kintex Walk-Through Screening 
Center, Goyang, 4.22)

⦁Possibility of transmission 
between medical staff and 
subjects
⦁Possibility of sample 

contamination due to 
continuous use of personal 
protective equipment by 
medical staff
⦁Operational difficulties 

due to weather

⦁Booth-type screening center 
(booth-type walk-through)
⦁One-stop service for 

interviewing, temperature check, 
and sample collection while 
walking
⦁Physical barrier between medical 

staff and examiner (Seoul H Plus Yangji Hospital Infection 
Safety Treatment Booth, 3.16)

⦁Possibility of sample 
contamination due to 
continuous use of personal 
protective equipment by 
medical staff

Stabilization period
(2020.3.28.~5.9)

⦁From the time when the number of people 
released from quarantine exceeds the number 
of people in quarantine (3.28) to the time when 
sporadic cluster infections are confirmed (5.9)
⦁Itaewon infection time
⦁The number of people released from quarantine 

is reversed compared to new cases
⦁Practiced social distancing in everyday life

⦁Operate in a form that can collect 
large-scale samples
⦁Operation of base screening 

center
⦁Mobile specimen collection 

operation
(Seoul Guro-gu Public Health Center 

Mobile Screening Clinic, 9.24)

⦁Need to improve working 
environment for medical 
staff in summer

<Table 2> Changes in Screening Centers

을 방지하기 한 책이 필요했다. 인천의료원 감염내과의 
김진용 교수가 최 로 드라이  스루(Drive-through) 방식

을 제안하 다[16]. 코로나19 검사 희망자가 자동차에 탑승
한 채로 이동하면서 문진, 발열체크 그리고 검체채취를 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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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에 시행하는 방식이다. 기존 천막형 선별진료소에서 하루 
7~8명만이 가능했던 검사 실 이 하루 최  160명까지 확
되었다. 한 검사 시간도 기존 시간의 약 3분의 1로 단축
할 수 있었고, 폐된 천막이 아닌 상 으로 개방된 야외

에서 선별검사를 진행함으로써 환기를 한 시간도 단축하

다. 즉, 시간 단축과 감염방지를 동시에 달성한 것이다. 
한 차를 이용할 수 없는 방문자를 해 걸어서 이동하며 

검사 차를 진행하는 개방형 워크스루(Walk-through) 방식
도 개발되었다. 드라이 스루 혹은 개방형 워크스루 방식을 

통해 규모 검사가 가능해졌지만 의료진이나 다른 방문자

에게 이차감염을 일으킬 수 있는 상황이 여 히 존재하여 

안 하게 선별진료가 이루어져야 한다는 문제 이 제기되

었다. 드라이 스루는 차창을 여는 순간 의료진과 피검사자

의 이 일어날 가능성이 있고, 간격유지가 어려워 물리
 차단장치가 필요했다. 이러한 단 을 타개하기 해 부

스(Booth)형 워크스루 선별진료소가 탄생하 다[14]. 이 방
식의 큰 특징은 의료진과 피검사자 사이를 물리 으로 차단

함으로써 완 히 분리했다는 이다.
안정기(Stabilization period)에 어들면서 선별진료소

의 형태는 안정화되었으며 규모 검사가 가능한 형태로 

발 하여 지역별 거  선별진료소를 지정하고 거  진료

소를 방문하기 어렵고 산발 으로 발생하는 경우에는 직

 찾아가서 채취하는 이동식 선별진료소(Mobile screen-
ing center)가 등장하 다.
이처럼 선별진료소는 코로나19의 사태에 맞게 응하

면서 진화되었다. 무엇보다 신속과 안 을 동시에 달성

했다는 을 높게 평가받는데, 이에 한 진화 패턴을 창
의  문제해결이론인 트리즈를 통해 분석하고, 그 특징
을 정리하여 다른 분야의 유사한 문제에 용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고자 한다.

4. 트리즈 기법으로 분석한 코로나 
선별진료소의 진화

4.1 유형별 선별진료소에 대한 트리즈의 분석

4.1.1 최초 감염자 발생에 대한 초기 대응

한국 정부는 2020년 1월 20일 1번 환자가 공항에서 바
로 격리되어 확진자 보고가 된 후 염이 확산되지 않도록 

검역강화, 선별진료소 설치, 환자 확진과 자 격리까지 

기 응을 진행하 다. 그런데 한의사 회는 감염원 

차단을 해 국발 입국자들의 입국 지조치가 필요함을 

6차례 권고하면서 정부와 상이한 응 략을 제안하 다

[3]. 이 시 의 기 응 략이 염확산의 요한 분수

령이 되었다. 3.1 에서 언 하 듯이 ‘경제교류를 희생하

며 감염확산을 막을 것인가 아니면 보건을 희생하며 경제

교류를 활성화할 것인가’ 하는 상충되는 목표사이에서 방
황하는 딜 마에 놓이게 되었다. 한의사 회는 보건을 

극 화하기 해서 국발 입국 지를 제안한 것이다. 하
지만 정부는 보건과 경제  한 가지만 선택하는 타 을 

할 수가 없었다. 보건과 경제를 동시에 달성하는 해결책이 
필요한 것이다. 앙사고수습본부는 국발 입국 지 

신에 공항을 비롯한 국 288개 선별진료소 운 을 통해 

감염확산을 방지하는 방안을 발표하 다[20].
 

<Figure 4> System Conflict Diagram for Initial Response

이러한 과정을 트리즈의 시스템갈등도로 표 하면 

<Figure 4>와 같다. (a)처럼 코로나19 감염자가 발생한 
국(China)은 한국(Korea)에게 감염(Infect)이라는 유해한 
기능도 하지만 경제 측면에서는 교류(Exchange)라는 유익
한 기능도 한다. 국과 많은 교역이 이루어지는 한국으로

서는 (b)처럼 염 확산 방지를 해 입국 지(Block)를 하
는 쇄조치를 할 수가 없었다. 즉, 염을 방지하기 해

서는 입국 지를 해야 하지만 경제활동을 해서는 입국

지를 해서는 안 되는 물리  모순이 발생하 다. 이 모
순을 해결하기 해서 트리즈의 4가지 분리 원리 에 조
건분리를 용할 수 있다. 그래서 (c)처럼 선별진료소
(Screening center)라는 간 매개체를 두고 감염자와 비감
염자를 분리함으로써 감염방지와 경제활동의 2가지 목표
를 달성하고자 했다. 

4.1.2 천막 선별진료소에서 드라이브스루 선별진료소로의 

진화

코로나19 사태 기 선별진료소는 의심환자를 외부에
서 차단해 병원 내부로 감염되는 것을 막는 기능을 주

로 설치하다보니 부분 건물 외부에 천막이나 텐트 형

태의 간이식으로 지어졌다. 의심환자를 병원 내부로 유
입되는 것은 차단하 으나 의심환자간의 동선이 겹쳐서 

의심환자간이나 의심환자와 직원간의 감염이 확산될 가

능성이 높았다[22]. 한, 31번 확진자 발생 이후 구·경
북 지역을 심으로 지역 감염클러스터가 형성되어 기존

의 선별진료소 운 방식으로는 검사를 감당하기 어려워

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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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5> Comparison between Tent Screening Center 

and Drive-thru Screening Center

이에 선별진료소로 모여드는 의심자들 간이나 의심

자와 의료진들 간에 감염을 방지하기 한 선별진료소

의 새로운 방안이 필요해졌다. 이러한 과정을 시스템갈
등도로 표 하면 <Figure 5> (a)와 같다. 코로나19 의심
자(Suspect)는 선별진료소에서 문진, 발열체크, 검체채취 
등 검사(Inspect)라는 유익한 기능을 수행받지만 이 과
정에서 의료진들과 의심자들 간에 교차 감염(Infect)을 
일으키는 유해한 기능도 수반된다. 선별을 해서는 검
사를 해야 하지만 염을 방지하기 해서는 검사를 하

지 말아야 하는 물리  모순이 발생한다. 이 모순을 해
결하기 해서 분리 원리 에 공간분리를 용할 수 

있다. 그래서 (b)처럼 자동차(Car)라는 간 매개체를 

두고 의심자들 간에, 그리고 의심자와 의료진 사이 공
간을 분리함으로써 감염방지와 검사 2가지 목표를 달성
하고자 했다.
이러한 상황에서 탄생한 것이 드라이 스루 선별진료

소 다[21]. 자동차에 탑승한 채로 이동하면서 원스톱으
로 검사를 받는 방식으로 의심자들 간에 자동차로 완벽

차단이 되며 의심자와 의료진 간에도 이 거의 없어

지기 때문에 교차 감염의 우려가 상당히 었다[16].

4.1.3 드라이브스루 선별진료소에서 워크스루 선별진료소

로의 진화

드라이 스루 선별진료소로 인해 의심자들 간의 교차 

감염은 었지만 의심자와 의료진 간의 감염은 여 히 

남아있었다. 드라이 스루는 차창을 여는 순간 의료진과 

피검사자 간의 이 일어날 가능성이 있고, 개인보호
구를 착용하여 선별 진료에 임하더라도 개인보호구를 통

해 감염이 일어날 가능성도 있기 때문에 의료진의 안

이 요해졌다. 상당한 시간을 들여 소독과 환기를 하고, 
무더 와 답답함을 감수하는 것도 의료진의 입장에서는 

고역일 수밖에 없었다. 한, 드라이 스루 선별진료소

는 차가 없는 의심자가 방문하기 어렵고, 차로 이동하기 
해서는 작지 않은 공간이 필요하기 때문에 유동인구가 

많은 도심이나 거주 지역에 설치하기 어렵다는 단 이 

있다.

<Figure 6> Comparison between Drive-thru Screening 

Center and Walk-thru Screening Center

이러한 상황을 시스템갈등도로 표 하면 <Figure 6> 
(a)와 같다. 차가 없는 의심자는 채취를 제 로 수행하기

가 어렵다. 한 차에 탑승한 의심자도 차창에서 의료진

이 검사라는 유익한 기능을 수행하는 동안 의료진과 의

심자간에 교차 감염이 일어나는 유해한 기능이 수반되

며, 선별을 해서는 검사를 해야 하지만 염을 방지하
기 해서는 검사를 하지 말아야 하는 물리  모순이 발

생한다. 이 문제들을 해결하기 해서 분리원리 에 공
간분리를 용할 수 있다. 그래서 (b)처럼 의료진이 의심
자와 하는 동안 감염이 일어나는 가능성을 차단하는 

방법으로 의료진을 부스(Booth)라는 간 매개체에 두어 
의료진과 피검사자 사이의 공간을 물리 으로 완 히 분

리하는 것이다. 의료진이 외부와 차단된 폐형 부스 안
에 들어가 있고 의심자가 부스 밖에 치하여 걸어가면

서 검사과정을 진행하는 것이다[14]. 이를 통해 자동차의 
이용여부와 상 없이 방문하는 모든 의심자들에 해 안

한 환경에서 신속하게 규모 검사가 가능해졌다.    

4.1.4 워크스루 선별진료소에서 이동식 선별진료소로의 

진화

워크스루 선별진료소로 인해 규모 검사가 가능해졌

지만 선별진료소로 직  방문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검사

가 어렵다는 문제가 여 히 남아있었다. 코로나19가 
국으로 확산하는 시기에 학교, 사업장, 종교단체, 요양기
 등 지역 으로 소규모 집단감염이 발생한 경우 의심

자가 선별진료소를 직  방문하기 곤란한 상황이 자주 

발생하 다.



The Evolution of Screening Center for COVID-19 Analyzed by TRIZ 147

<Figure 7> Comparison between Walk-thru Screening 

Center and Mobile Screening Center

이러한 상황을 시스템갈등도로 표 하면 <Figure 7> 
(a)와 같다. 워크스루 선별진료소는 의료기 에 고정되어 

있기 때문에 소규모 집단 감염이 발생한 지역(Area of 
infection)에서 의심자를 제 로 검사하기가 어렵다. 따라
서 검사를 제 로 수행하기 한 새로운 방안이 필요해

졌다. 이 문제를 해결하기 해서 분리원리 에 조건분
리를 용할 수 있다. 그래서 (b)처럼 지역 으로 소규모 

집단 감염이 발생한 경우에 선별진료소가 감염지역으로 

신속하게 이동할 수 있도록 이동식 부스(Mobile booth)로 
개조하 다. 이를 통해 감염 지역으로 신속하게 이동하
여 워크스루 선별진료소를 설치하고, 검사가 종료된 이
후에는 다시 원상 복귀하는 방안으로 진화하 다. 

4.2 시사점

모든 시스템은 이상성을 높이는 방향, 즉 유해한 기능
으로 인해 나타나는 시스템 갈등 문제를 해결하면서 이

상 인 시스템으로 진화하게 된다. 이런 과정에서 많은 
진화가 유사한 유형을 따른다는 사실을 발견하고, 이를 
트리즈는 <Table 3>과 같이 8개의 ‘기술진화법칙(The 
law of Technology Evolution)’으로 정리하 다[11]. 물론 
이 법칙은 엔진(Engine), 달장치(Transmission), 동작장
치(Operation tool), 제어장치(Control unit) 등으로 구성된 
기술시스템을 상으로 확인한 법칙이지만 비기술 시스

템에 해서도 용할 수 있다. 
선별진료소라는 시스템은 감염병 환자가 격하게 증가

하는 상황에서 규모 환자를 신속하고 안 하게 검사하는 

것이 무엇보다 요하다. 이런 환경에서 선별진료소의 형태
는 물론 운 방식도 진화하 다. 이를 트리즈의 기술진화법
칙으로 설명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4번째 법칙인 ‘이상성 
증가 법칙(Law of Increasing Ideality of Technical Systems)’
을 확인할 수 있는데, 선별진료소 시스템 내에 시기와 상황 

별로 발생하는 갈등 문제에 해 이상 인(시스템 내에 존재
하는 유해한 기능은 제거하고 유익한 기능은 제 로 수행하

는) 해결안을 찾으면서 진화해왔다. 둘째, 검사채취를 신속
하고 안 하게 수행하기 해서 시스템 내에 자동차, 부스 
그리고 이동식 차량 등 요소를 도입하여 조정성(Control)을 
높이는 방향으로 진화하 다. 분리된 공간에서 선별 검사가 
진행되면서 검사 시간은 단축되어 규모 검사가 가능해졌

고, 환기와 소독하는 시간도 단축되었다. 이는 8번째 조정성 
증가의 법칙(Law of Increasing the Degree of Substance-Field 
Interactions)에 해당한다.

Law Explanation

1. Law of System 
Completeness

It develops until it is completely equipped with 
the four elements constituting the system: engine, 
transmission, operation tool, and control unit.

2. Law of Energy 
Conductivity in 
System

The flow of energy between the components must 
be smooth.

3. Law of 
Harmonization There must be harmony between the components.

4. Law of Increasing 
Ideality of Technical 
Systems

All technological systems develop in the direction 
of pursuing an ideal system.

5. Law of Uneven 
Development of 
Parts

Each system components evolve at different rates. 
The level of development of each element has 
non-uniformity, which causes contradictions.

6. Law of Transition to 
the Super-System

When a technology reaches a certain limit, it 
evolves into a super system. It moves in the 
direction that a point becomes a line, a line 
becomes a surface, and a surface becomes a solid. 
Also, the system itself disappears and the functions 
of the system are absorbed by the upper system.

7. Law of Transition 
From Macro-Level 
to the Micro-Level

A system evolves from a macro level to a micro 
level. As individual systems shrink in size to 
provide functionality, more functions are 
integrated.

8. Law of Increasing the 
Degree of 
Substance-Field 
Interactions

Technological systems increase Substance-Field 
to increase control. That is, adding new 
interactions or adding new substances in a way 
that is easier to control.

<Table 3> The law of Technology Evolution

4.1 에서 살펴본 선별진료소의 진화는 비기술분야의 

문제해결과 시스템의 진화법칙이 잘 드러난 트리즈 

의 성공사례라고 할 수 있다. 이처럼 트리즈는 문제를 해
결하는 과정에서 먼  이상  해결안을 해결방향으로 정

하고, 그것을 달성하는 방식으로 해결안을 찾는다. 따라
서 어떤 문제를 해결하기 한 방안을 모색할 때 그리고 

어떻게 이상 으로 신시킬 수 있는가에 한 실마리를 

찾고자 할 때, 기술진화법칙을 활용하면 도움이 될 것으
로 기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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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결  론

본 연구는 코로나19를 기에 성공 으로 응한 선

별진료체계의 핵심 요소 의 하나인 선별진료소의 진화 

패턴에 해 문제해결이론인 트리즈를 용하여 분석하

다. 코로나19 사태에 따라 하게 응하기 해 선

별진료소는 그 시기에 드러나 문제 을 창의 으로 해결

하며 신속하고 안 한 규모 검사 능력을 갖춘 이상

인 시스템으로 진화하 다. K-방역으로 지칭되며  세
계 으로 그 유의미한 성과임을 인정받은 선별진료소의 

발 에 해 트리즈로 분석하여 창의 인 문제해결의 성

공사례임을 입증하 다. 반 로 실에서  세계 으로 

검증받은 사례를 트리즈로 분석함으로써 문제해결기법

으로서의 유용성을 검증하 다. 특히 의료시스템의 한 
요소인 선별진료소를 상으로 분석함으로써 비공학 분

야로의 용 가능성을 확 할 수 있다는 타당성도 보여

주었다. 
이처럼 다양한 분야에 트리즈가 활용되면서 트리즈에 

심을 보이는 이들이 많아졌지만 생소한 기술 용어와 

어려운 내용으로 인해 학습효과가 떨어지는 경우가 많

다. 따라서 본 연구처럼 다양한 분야에서 실제 검증된 사
례에 한 분석 연구를 통해 트리즈를 학습하고자 하는 

이들에게 보다 쉽게 이해하고 활용하는데 도움이 되길 

기 한다. 한 긴 하게 문제해결을 해야 하는 응 상

황에서 상충되는 모순을 극복하는 이상 인 해결책을 찾

기 원한다면 효율 이며 효과 인 트리즈를 용해볼 것

을 제안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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