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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외 발생현황

□ 전세계 (2020. 2. 20. 기준)

- 전날보다 523명의 추가 환자가 보고되어 75,724명(전일 대비 0.7% 증가) 환자 보고

- 이 중 2,128명 사망하여 치명률은 2.8%

- 2020. 2. 19(수) 이란에서 처음으로 코로나-19 환자 발생 보고 

  2명의 환자(60대 남성)가 보고되었으며, 확진 발표 5시간 만에 모두 사망

 

표1. 국가별 코로나(COVID)-19 발생현황(2020.2.20. 기준, 위키피디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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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1. 여행력 및 증상발현일 기준 중국 외 지역 유행곡선(2020.2.19. 기준, WHO)

그림2. 추정노출지역 및 보고일 기준 중국 외 지역 유행곡선(2020.2.19.기준, WHO)

□ 중국

- 전날보다 391명의 추가 환자가 보고되어 74,576명(전체의 98.5%) 환자 보고

- 지역별로는 후베이성(Hubei) 61,682명(사망 1,921명 포함), 광둥성(Guangdong) 1,331명(사망 4명 포함),

  허난성(Henan) 1,262명(사망 19명 포함), 저장성(Zhejiang) 1,173명, 후난성(Hunan) 1,008명(사망 4명 포함)

  순으로 발생

  ※ 중국 내 지역별 발생현황은 WHO Situation Report(2.19.) 참조

1) 일본 요코야마항에 정박 중인 크루즈선 '다이아몬드 프린세스' 



구분 중국
중국 외

29개 국가 및 지역 다이아몬드 프린세스 크루즈

신규 환자 391 53 79

누적 환자 74,576 527 621

전날 대비 증감 0.5% 증가 11.2% 증가 14.6% 증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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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국 외 지역

- 1,148명 환자 보고

- 다이아몬드 프린세스 크루즈에서 79명의 환자가 추가발생하여 621명의 환자(전날 대비 14.6% 증가) 보고 

- 그 외 29개 국가 및 지역에서 53명의 추가 환자가 보고되어 527명 환자 보고

  이 중, 해외유입(중국 유입 포함) 외 국내 발생(In reporting country)을 보고한 국가는 총 13개국임 2) 

  * 싱가포르, 일본, 한국, 말레이시아, 베트남, 호주, 태국, 미국, 독일, 프랑스, 영국, 아랍에미리트, 이집트

표2. 국외 코로나(COVID)-19 발생현황 

국내 발생현황

□ 전국(2020.2.20. 기준)

- 31명의 추가 환자가 보고되어 총 82명(16명 격리해제)의 환자 보고

  [대구·경북] 30명 : 23명(신천지예수교회 교인 및 접촉자 등)은 31번째 환자와 연관 있는 것으로 확인

                  2명은 청도 대남병원과 연관이 있는 것으로 확인되었으며, 나머지 5명은 연관성 확인 중

  [서울] 1명 : 폐렴 환자로 종로구 보건소 선별진료소를 거쳐 확진됨

- 오늘까지 총 12,161명에게 검사를 시행했으며 이 중 10,446명이 검사결과 음성으로 판정받았고,

   1,633명이 검사 진행 중임  

그림3. 전국 코로나(COVID)-19  발생현황(2020.2.20.기준, 경기도감염병관리지원단)

2) 출처 : Coronavirus disease 2019 (COVID-19) Situation Report-29(2020.2.19. WH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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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4. 전국 코로나(COVID)-19  검사현황(2020.2.20.기준, 경기도감염병관리지원단)

□ 경기(2020.2.20. 기준)

- 전일대비 추가환자 없음. 총 12명 환자 보고

- 지역별로는 수원(3명), 시흥(3명), 고양(2명), 부천(2명), 구리(1명), 평택(1명) 순으로 신고

그림5. 경기도 코로나(COVID)-19 발생현황(2020.2.20.기준, 경기도감염병관리지원단)

국내외 이슈 

□ 국외

- ‘집단 감염’ 크루즈 승객 하선…“비참한 상황, 일 정부 대응 엉망”

- 중국, 코로나19 에어로졸 전파 가능성 조건부 인정

- 싱가포르 확진자 4분의 1 ‘교회 감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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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내

-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대응지침 (지자체용)」을 개정(제6판) 배포

- 하루에만 22명...지역사회 집단감염 닥쳤다

- 어린이 첫 감염, 음성·음성·음성...자가격리 해제 이틀 앞두고 '양성’

- 정부, 日 크루즈 외국인 입국 금지… 한국인 입국 땐 자가격리

- 지역감염 본격화…‘여행력’ 따지다가 전국민이 ‘잠재적 환자’ 됐다

- 대구 경북서만 18명 늘었는데…방역당국 심각단계 아니다

- 이미 뚫린 코로나19 방역망, 이대론 빠른 확산 막을 수 없다

- 국경 초월 바이러스 막을 국제적 협력 정비해 나가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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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자료

참고1. 경기도감염병관리지원단 홈페이지 활용 방법

경기도감염병관리지원단(http://www.gidcc.or.kr) 홈페이지에 오시면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코로나-19) 관련 

정보를 얻으실 수 있어요!

 

①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코로나-19) 발생현황(매일 업데이트)

  - 전국 및 경기도의 최신 발생현황, 확진자 역학조사 요약, 검사현황, WHO상황보고서를 보실 수 

    있습니다.

http://www.gidcc.or.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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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코로나-19) 지침 및 참고자료 모음

  - 배포되는 대응지침과 관련지침, 참고자료들을 보실 수 있습니다

③ 보호복 착탈의 Level D 실습 교육영상

  경기도감염병관리지원단에서 제작 보호복 착탈의 Level D 실습 교육영상(20분)을 보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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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 2. COVID-19: What is next for Public Health(Lancet, Feb 12, 2020)3) 

□ WHO Scientific and Technical Advisory Group for Infectious Hazards(WHO STAG-IH)는 2020년 2월 

7일까지 취합된 정보를 바탕으로 COVID-19에 대해 현재까지 진행 중인 격리 전략이 계속되어야 한다는 

결론을 내림.

  ○ 2020년 2월 말까지 향후 2, 3주 동안 지역사회 감염 상황을 모니터링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며, WHO 

공중보건 권고사항도 필요하다면 업데이트해야 함. 

1. 현재까지의 근거를 종합하여 봤을 때 COVID-19는 계절성 독감과 같이 대부분의 감염자에게 경미하게 

나타나고 자기 제한적인(self-limiting) 질환임. 그러나 고령층이나 동반이환자(당뇨, 폐질환, 기타 만성

질환) 등에서는 중증으로 나타남. 의료계 종사자는 고위험 감염군이며, 병원 등 의료 관련 기관에서의 

전파 확대가 우려됨. 또한 장기간 요양 시설에 있는 사람들 또한 감염 시 심각한 결과가 나타날 수 있

음.

2. 현재까지 COVID-19나 항바이러스성 코로나 치료제가 없기 때문에 비약품적 처치를 중심으로 치료가 

진행되고 있음. 만일 COVID-19가 국제적으로 더 확산될 경우, COVID-19의 박멸을 위한 WHO의 현재 

방지전략은 STAG-IH가 WHO 웹사이트에서 권고하고 있는 다음의 활동을 포함하는 완화전략으로 조정

될 필요가 있음. 

   (1) 역학적 변화와 공중 보건 전략의 효과 ž 사회적 수용에 대한 면밀한 모니터링이 

      필요함

   (2) 일반인구집단과 고위험군의 취약한 인구집단에게 증상의 식별과 같은 실천 가능한 정보와, 처치 방

안을 찾을 수 있는 명확한 지침을 제공하는 강화된 커뮤니케이션 전략의 지속적인 발전이 필요함

   (3) 우한시에서의 지속적이고 집중적인 통제가 필요함(환자 격리, 양성 반응자 격리, 접촉자 감시 및 상

태 모니터링, 의료기관 감염 방지, 중국 내 감염자 발생 지역에 대한 지속적이고 적극적인 감시와 통

제전략 등)

   (4) 감염자와 접촉자 사이에 확산이 발생 중인 중국 외 지역에 대한 지속적인 방지 활동과 전염성, 감염의 

자연사에 대한 집중적 연구가 필요하며 WHO에 정기적인 보고와 데이터를 공유하는 것이 요구됨 

   (5) WHO가 권고하는 사례 정의를 이용하여 모든 국가에서는 가능한 감염에 대해 강화된 집중 감시가 

필요함

   (6) 계절성 독감 유행 시기에 시행되는 것처럼 모든 국가에서 보건 체계의 회복을 위해 준비해야 하며, 고령층과 

중증 질환 고위험군에서 심각한 감염과 질병의 단계를 예측할 필요가 있음

   (7) 지역사회 감염이 확산될 경우 현재의 전략을 완화 활동을 포함하는 방향으로 전환하는 것을 고려해야 함. 

이는 특히 접촉자 추적이 비효과적이거나 불가능할 경우에 해당 됨. 완화전략의 예시로는 공공 집회의 

취소, 휴교, 재택 근무, 자택 격리, 전화나 온라인 상담을 통한 건강 상태 관찰, 기계식 인공호흡기

나 체외막산소공급(ECMO) 장비의 제공 등이 있음.

   (8) 일반 인구집단에서의 기존, 현재 감염을 측정할 수 있는 혈청 조사의 개발이 필요함

   (9) 마지막으로, 향후 코로나바이러스 발생 예방에 근거를 제공하기 위해 시장에서 판매중인 동물과 동물을 

취급하는 상인을 조사함으로써 COVID-19의 발생 원인에 대해 파악하는 지속적인 연구가 중요함.

3) https://www.thelancet.com/journals/lancet/article/PIIS0140-6736(20)30374-3/fulltex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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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3. Guidelines for the use of non-pharmaceutical measures to delay and mitigate 

the impact of 2019-nCov(Feb 10, 2020)4)

1. 서론 

- 비약물적 대책의 가장 큰 목표는 전염의 원인이 되는 접촉의 수를 감소시켜 질병 발생의 영향을 최소화하는 

것임.

- 비약물적 대책은 1) 발생의 정점에 이르는 시간을 지연시킬 수 있고, 2) 전체 감염자의 수와 전염병이 절

정에 다른 시점에서의 확진자 수를 감소시킬 수 있으며, 3) 전체 사망자와 중증환자의 수를 줄일 수 있음.

- 감염병이 최고로 확산되는 시점의 감염자의 수를 줄이는 것과 장기적인 시점에서 이후의 질병 확산 케이

스를 줄이는 것은 공중보건을 포함한 여러 분야의 부담을 줄여주며, 감염자에 대한 보다 효율적인 치료가 

가능하게 함. 

- 이는 현재 코로나19에 대한 유럽의 봉쇄정책의 중요한 목표임(즉, 현재 진행 중인 독감 시즌이 끝날 때까

지 코로나19의 확산을 최대한 지연시키고 보건 시스템의 부담을 최소화하는 것). 또한 이는 공중보건 분야

의 대응 능력을 증가시키며, 감별진단의 필요도 최소화 할 수 있음. 추가로, 이를 통해 효율적이고 안전한 

약품의 개발과 생산, 그리고 분배에 대한 시간을 확보할 수 있음.

- 비약물적 대책은 전염병 발생의 모든 단계에서 사용될 수 있으나, 봉쇄(containment)와 완화(mitigation) 

시점에서의 가장 적절한 대책의 선택은 달라질 수 있음.

- 이러한 대책은 손 위생, 호흡, 환경 위생 등의 개인 단계에서의 기본적인 예방수칙부터 지역사회와 지역 

정부, 혹은 국가 전체 수준의 조치까지의 범위를 포괄함.

- 그러므로 비약물적 대책의 효율적 적용에서의 가장 중요한 변수 중 하나는 질병 확산의 다양한 단계에서

의 대책 활용 및 비활용 트리거에 대한 정확한 식별과 정의일 것임.

- 이러한 비약물적 대책은 개인 수준의 대책들만 시행될 시 효과적이지 않다는 점에서 다른 조치들과 함께 

결합하여 사용하는 것이 이상적임. 

- 확산 초기 단계에서의 대책은 병원균의 봉쇄나 확산의 지연을 통해 아직 영향을 받지 않은 지역에서 예방 

조치들을 활성화시킬 수 있는 시간을 확보하는 것임.

- 확산이 본격적으로 이루어지는 단계에서는 개인 수준에서의 비약물적 대책과 감염병 영향의 완화 대책의 

시너지 효과가 증대될 수 있음. 이는 사회와 경제의 비용을 감소할 수 있음.

- 기대되는 효율성에도 불구하고, 비약물적 대책은 필요성과 수용성, 그리고 실현 가능성의 측면에서 평가되

어야 할 것임. 그러므로 국가적인 계획과 공중보건 조치는 감염병의 심각도와 영향, 그리고 지역의 역학적 

상황을 고려하여 조정되어야 함. 

2. 개인 보호 대책

- 개인 수준 보호 대책은 손위생과 호흡기 위생, 기침 예절과 마스크 착용을 의미

2-1. 손위생

- 비누나 알코올 소독제품을 사용하여 자주 손을 씻는 것을 의미함

- 손은 정기적으로 20 –40초 동안 물과 비누를 사용하여 씻음

- 알코올 손 위생제는 물-비누 세척보다는 제한적이나, 추가적인 효과를 제공하며, 알코올은 60-85%가 함유

되어 있어야 함. 만일 손이 더러운 상태라면 비누 세척이 알코올 손 위생제 사용에 우선되어야 함.

- 코로나19는 직접적인 비말 감염 뿐만이 아니라 호흡기의 손 매개 감염, 혹은 다른 분비물을 통해 전파가 

가능할 수 있기 때문에 감염병 확산의 모든 단계에서 지역사회(가정, 학교, 직장 등)가 손 위생 대책을 적

용할 것을 권고함

- 의료기관 등에서는 환자와의 접촉 직전과 직후 적절한 손 위생이 수행되어야 함. 이는 개인 보호 장비

4) 
https://www.ecdc.europa.eu/en/publications-data/guidelines-use-non-pharmaceutical-measures-delay-and-mi
tigate-impact-2019-nco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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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PE)의 착용과 탈구, 그리고 감염 가능성이 있는 물질과의 접촉 이후를 의미.

- 손위생 대책의 권고는 비용의 감소, 대책을 시행함으로써 생기는 리스크가 적다는 면에서 합리적인 예방 

대책임. 손위생의 효율성은 시민들의 순응도에 따라 달라질 수 있음. 이는 적절하고 반복된 훈련과 정기적

인 손 위생 제품들의 공급과 관련된 요소임.

2-2. 기침 예절

- 기침 예절은 기침하거나 코를 풀 때 휴지나 손수건을 사용하여 코와 입을 가리는 것을 의미.

- 이는 비말을 통한 사람 간 전파를 감소시키는 데 그 목적이 있음.

- 기침 예절은 모든 지역사회(가정, 학교, 직장, 의료기관 등) 수준에서 폭넓게 권고되는 대책임.

- 이와 관련, 휴지나 접촉할 필요가 없는 쓰레기통 등의 물품 공급이 보장되어야 하며, 사용된 휴지가 올바

르게 버려지는 것과 손 위생 권고방법에 따라 손이 비누와 물로 적절하게 세척되는 것이 필요함.

2-3. 마스크 착용

2-3.1.

- 이 대책은 마스크(일반-Facemasks, 산업용-Respirators)의 사용을 의미함.

- 마스크 착용 대책 효과의 최대화를 위해서는 감염 기간 지속의 정확한 측정이 중요하나, 코로나2019의 경

우 아직 감염 기간과 관련한 정확한 정보가 없음.

- 마스크는 집에서 만든 마스크처럼 단순한 것부터 수술용 마스크까지 다양한 범위가 있음. 이는 마스크의 

두꺼운 정도와 투과성에 따른 분류임. 마스크는 크기가 큰 호흡기 비말은 막을 수 있으나, 에어로졸 감염

은 방지하지 못할 수 있음. 천이나 가제마스크의 경우 습기가 찰 수 있고, 필터 성능이 좋지 않아 임상적

인 방어가 가능하지 않을 수 있음.

- 산업용 마스크는 에어로졸을 포함한 공기매개 감염을 방지할 수 있도록 디자인되었으며 일반적으로 대/중/

소의 세 가지 사이즈가 있음. 사용자는 여러 상황에 따라 다양한 산업용 마스크를 선택하여 사용해야 함.

- 수술용 마스크나 산업용 마스크는 효과성을 유지하기 위하여 자주 교체해야 하며, 이때 교체 빈도는 여러 

요소들에 따라 달라짐. 일반적으로는 마스크에 습기가 차면 교체가 되어야 하며, 의료기관에서는 환자 간 

이동을 할 때마다 교체되어야 함.

2-3.2. 의료기관에서의 마스크 사용

- 의료기관에서 마스크 착용은 전파를 감소시키고 의료기관 종사자, 환자, 방문객의 감염을 방지하는데 그 

목적이 있음. 코로나19의 경우 수술용 마스크가 제공되어야하며, 공공장소나 다른 사람들이 있는 곳에서는 

올바르게 착용되어야 함. 의사환자의 경우 또한 의료기관에 도착 즉시 곧바로 수술용 마스크를 착용하여 

대기 장소나 환자 분류 장소, 혹은 수송 중 비말 확산의 위험을 최소화해야 할 것.

- 의료기관 종사자는 의사환자의 검사나 확진환자의 관리 중, 비말이나 에어로졸 전파를 방지할 수 있는 

FFP2나 FFP3 등급의 수술용 마스크를 착용하여야 함. 만일 FFP2나 FFP3 마스크의 사용이 가능하지 않다

면 수술용 마스크의 사용이 권장됨. 

- 올바른 마스크 폐기와 손 위생 등 다른 조치와의 결합은 개인 수준의 대책을 효율적으로 증가시킴(더 많

은 정보를 위해서는 ECDC의 ‘Infection prevention and control for the care of patients with 

2019-nCoV in healthcare settings’를 참고할 것).

2-3.3. 노출의 정도가 높은 상황에서의 마스크 착용

- 현재까지 코로나19에 대해서 건강한 사람들이 수술용 마스크를 착용하는 것이 있는지는 불분명함. 이는 

수술용 마스크의 낮은 필터 효율성, 고위험 지역사회에서의 올바르지 못한 마스크 착용으로 인한 감염의 

위험성, 그리고 수술용마스크 착용으로 인해 심리적 동요를 일으킬 수 있는 점에 기인함.

- 다음 그룹은 노출 고위험군이며 수술용 마스크의 착용이 권장되는 집단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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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코로나19 의사환자의 보호자(care-provider)(입원 전) 

   - 지속적인 전파가 가능한 공공장소에서 사람 간 접촉이 많은 직군 종사자

- 또한 수술용 마스크의 착용은 감염될 경우 심각한 합병증이 발생할 위험이 있는 집단에 대해 고려될 수 

있음(고령자, 기저질환자)

2-3.4. 지역사회에서의 마스크 착용

- 호흡기 질환이 있는 사람이 내원 전이나 진료 중 지역사회에서 수술용 마스크를 착용하는 것은 감염 봉쇄

대책이나 완화대책이 될 수 있음. 

- 봉쇄대책 중에는 의사환자에게 예방의 일환으로 마스크가 제공될 수 있음.

- 지역사회 완화대책으로서, 아프지 않은 사람이 마스크를 착용하는 것의 효과성이 증명된 바는 없음. EU에

서는 건강한 사람들이 마스크를 쓰는 것이 일반적인 것은 아니며, 마스크를 사용했을 시에는 착용-탈거-

폐기의 올바른 수칙을 따라야 함. 또한 마스크 제거 후 손 씻기 수칙에 따라 손을 씻어야 함.

2-4. 기타 개인 보호 장비

- 코로나19 확진자나 의사환자를 다루는 의료기관 종사자들은 눈 보호장비, 신체 보호 장비, 손 보호 장비 

등을 착용하여야 하며, 특히 에어로졸이 생성되는 과정이나 신체 분비물에 대한 노출 위험성이 높을 때 

착용이 요구됨. 

- 이러한 개인 보호 장비의 착용은 적절한 훈련이 동반되어야 함. 폐기 가능한 개인 보호 장비는 감염되지 

않은 상태에서 기본 안전 수칙에 따라 즉각 처분되어야 하며, 적절한 손 위생 방법과 함께 사용되어야 함.

3. 환경 대책

- 환경 대책은 1) 자주 사용되는 표면, 옷, 물건 등의 일상적 세척, 2) 물건 공유를 최소화하기, 3) 적절한 

환기를 의미.

- 코로나2019가 일반적 환경에서 생존할 수 있는 기간은 아직 밝혀지지 않음. SARS-CoV의 경우 생존 기간

은 며칠 정도로 알려져 있으며, MERS-CoV는 섭씨 20도의 일반적 실내 온도에서 여러 표면에서 행해진 

실험에서 48시간 이상 생존할 수 있는 것으로 밝혀짐. 

- 호흡기 바이러스 감염병의 영향을 완화하는데 환경적 대책의 효과성에 대한 현재까지의 증거는 한계가 있

으나, 이러한 조치들이 바이러스성 전파의 감소에 도움이 되는 것은 타당하기 때문에 봉쇄대책과 완화정책 

중 항상 적용되는 것을 권고함.

- 이러한 조치는 핸드폰, 태블릿, 손잡이, 변기, 키보드 등을 물과 세제(예시: 표백 용액)을 사용하여 세척하

고, 의류를 세제 제조업체의 지침 중 가능한 가장 온수에서 세탁하는 것과, 술잔이나 식기류, 수건, 침구 

등의 공유를 최소화하는 것을 포함함. 실내 환기는 사람들이 정기적으로 모이는 장소에서 특히 중요함.

- SARS-CoV의 경우 건물 환기 시스템을 통해 전파된 경우가 있기 때문에, 건물의 보수 및 점검이 고려되

어야 함.

- 의료기관에서는 위의 사항이 매우 중요하며, 코로나19 바이러스가 물과 세제, 병원 세척액 등에 효과가 있

다는 증거가 없으나 정기적인 세척과 소독이 필수적임. 개인 보호 장비, 의료 기구, 의복과 침구, 그리고 

오염된 폐기물들의 폐기를 위한 기본 안전 수칙은 코로나19의 의심, 확진 케이스를 참고하여 적용되어야 

할 것임(Interim guidance for environmental cleaning in non-healthcare facilities exposed to 

2019-nCoV).

4. 사회적 간격 유지(Social distancing) 대책

4-1. 코로나19 봉쇄국면에서의 격리, 자가격리 케이스와 접촉

- 자가격리와 격리는 2019코로나 바이러스가 전파되었을 수 있는 환경에 노출된 사람이 정해진 장소나 자가

에 정해진 기간 동안 지내는 것을 의미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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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독감 유행 관련 근거들은 노출된 사람을 격리하는 것은 발생 초기 단계에서 지역사회에서의 전염의 정점 

발생을 지연시킬 수 있으며, 이를 통해 질병의 부담을 감소시키고 추가 전파를 지연시킬 수 있음을 드러

냄.

- 그러므로 격리에 대한 고려는 코로나19가 유럽에 들어온 초창기부터 고려되어야하며, 시행국은 격리정책을 

적용했을 시의 불이익과 순응도의 문제를 시행 시 이점과 비교하여 알고 있어야 함.  

- 격리 기간은 바이러스의 추산 잠복 기간에 따라 달라짐. 초창기 연구에 따르면 코로나19의 잠복기는 5.2일

로 밝혀졌으며(95%, 4.1-7.0) 95번째 백분위수는 12.5일이었음. 그러므로 코로나19 바이러스와 접촉한 사

람의 모니터링은 14일이면 충분한 것으로 고려됨(이는 새로운 데이터가 잠복기간이나 감염 가능 기간 등

의 정보를 업데이트하게 되면 변경)

- 격리 조치를 시행하는데는 수송, 사회적, 커뮤니케이션적인 문제가 발생할 수 있으므로, 집이나 격리 장소

에서의 개인 보호 대책과 환경 대책을 활용한 감염 교육이 필수적임.

- 격리나 자가격리의 효용이나 사용되는 자원은 표적 인구 집단의 노출의 정도에 따라 달라짐. 만일 노출이 

보다 정밀하게 정의되고 제한된다면 격리 조치는 보다 용이할 수 있음. 또한 노출이 명확히 정의되지 않

은 상태에서 건강한 사람들을 격리시키는 것은 자원의 비효율적 사용이 될 수 있음. 

4-2. 완화국면에서 입원을 요하지 않는 코로나19 유증상자의 자발적 격리 

- 호흡기 감염 증상을 보이는 사람의 자가격리는 지역사회에서 질병의 전파를 감소시키고 바이러스의 확산

을 제한할 수 있는 가장 중요한 조치 중 하나임.

- 지역사회 완화국면에서 이러한 조치는 급성 호흡기 감염 증상을 보이는 사람과 의심 환자, 혹은 코로나

2019의 확진자 중 입원 치료를 요하지 않는 사람들에 적용됨.

- 위의 대상자들은 적절히 환기되고 홀로 지낼 수 있는 집 또는 지정된 장소에서 지내게 되며, 증상을 보이

거나 격리기간으로 정해진 기간 중에는 지정된 화장실을 사용하는 것이 권장됨(이러한 권고사항은 추후 

코로나19에 대한 정보 업데이트와 함께 변경될 수 있음)

- 신속한 격리를 위한 초기 케이스 확인은 지역사회에서 추가적인 바이러스 확산을 막을 수 있는 가장 중요

한 요소임. 현재까지 코로나19의 임상적 증상으로 관찰되는 것은 발열, 기침, 근육통, 피로, 그리고 다른 

호흡기 바이러스 감염과 유사한 특정하지 않은 호흡기 증상임. 이는 독감 유행 시즌에 코로나19의 진단을 

어렵게 하는 요소. 발열은 코로나19의 가장 흔한 증상이나, 영유아, 고령, 면역력이 약한 환자 등 몇몇 경

우에는 해당되지 않을 수 있음. 소수의 환자는 구토나 설사같은 위장계열 증상을 보고하였음. 만일 무증상

자나 이전에 증상이 있던 케이스를 통해 전파가 된 경우 자가격리의 효과는 감소됨.

- 격리 중 위에 언급한 개인 보호 대책과 환경 대책의 혼합 적용은 격리의 효과를 증가시킬 수 있음. 격리

는 음식 공급, 약품 공급, 의료 처치 등 수송의 문제가 있으므로, 격리된 사람을 돌보는 보호자에 대한 적

절한 훈련과 필요함 물품의 공급(보호 장비, 폐기물 봉투 등)은 감염병 관리에 필수적임.

- 현재 감염 기간에 대한 확신할 수 있는 근거가 없으므로, 격리에 대한 근거 기반의 권고를 만드는 것은 

불가능함. 이 지침은 감염이 유증상기간과 동일하다는, 현재로서는 합리적인 가정에 근거함.

4-3. 교육기관, 보육기관에서의 조치

- 학생과 보육시설에 다니는 유아는 지역사회에서 호흡기 바이러스 질환 감염의 주된 전파경로로 볼 수 있

음. 다만 현재까지 코로나19가 어린이, 영유아에서 전파되는지는 불명.

- 봉쇄국면에서 학교의 폐쇄는 타당하지 않음. 또한 코로나19의 완화 측면에서도 기대 효과를 고려해보았을 

때 선제적인 학교 폐쇄를 지지하는 데이터는 없으며, 이는 아동 간 바이러스 전파의 수준이 불분명하기 

때문임.

- 현재 EU 지역사회가 독감시즌이라는 것을 감안하고 보건의료 시스템의 부담을 경감시키기 위해, 선제적 

학교 폐쇄는 만일 코로나2019의 전파가 계속 진행 중일 때 시행될 수 있음. 이러한 결정은 휴교의 가장 

적절한 타이밍과 기간을 사례별 기준으로 신중히 고려되어야 할 것임. 또한 휴교 결정은 지역사회에 미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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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향을 고려하여야 함. 

- 계절성이며 세계적인 유행병인 인플루엔자 모델링 연구 출처의 근거에 따르면, 인플루엔자 바이러스 활동

이 정점을 찍기 전 사전적 휴교 조치는 지역사회 내 전파를 감소시켜 긍정적인 효과를 보임

- 전파의 가능성을 줄이기 위하여 아동 간 접촉 및 학교 밖 일반 인구 집단과의 접촉을 최소화할 필요가 있

을 수 있음. 선제적인 휴교 조치의 경우, 주요한 추가 부작용을 감소시키기 위하여 사회 전반과 간분야간

(inter-sectorial) 협력이 필요함. 학생들이 등교를 하며, 학교에서 전파를 완화시키는 전략으로는 더 작은 

단위의 학급, 교실에서의 신체적 거리 유지, 비약물적 대책의 홍보가 있음. 만일 증상이 발생하면 자택격

리가 권고됨.

4-4. 사후대응으로써의 학교와 보육기관 폐쇄

- 지역사회와 교육기관에서의 바이러스 확산이 널리 확산될 경우, 사후대응으로 휴교는 필요할 수 있음. 이

러한 조치는 감염병의 영향은 감소시키지 못할 것이나, 높은 결근과 운영상의 문제로 인해 인플루엔자 계

절의 경우 시행될 수 있음. 

- 지역사회는 만일의 사태에 대비하고 사회 전반에서의 계획을 고려하여 부수적인 부작용을 줄여야 함. 사전

적으로 휴교하는 것과 마찬가지로, 사후에 휴교를 하는 경우에도 휴교 시기와 기간이 사례별로 신중히 고

려되어야 할 것임.

4-5. 직장에서의 조치

- 인플루엔자 연구에 따르면, 직장에서의 조치는 감염병 완화에 다소 효과가 있을 수 있으며, 완화 국면에서 

고려될 수 있음.

- 코로나19는 직장과, 많은 사람들이 오랜 시간 함께 있는 공공장소에서도 사람 간 전파가 될 수 있음. 그러

므로 사회적 상호작용과 신체적 접촉의 빈도와 기간을 최소화하는 것이 바이러스 전파를 감소시킬 수 있

는 방안임. 그러나 코로나19의 경우 아직 이러한 상황에서의 전파 정도를 평가할 수 있는 데이터가 부족

한 실정임.

- 직장 관련 조치는 유연한 근로 시간, 재택근무, 신체적으로 거리를 두는 것을 장려하는 분위기, 이메일 사

용 증가와 화상회의 시행, 직원과 고객의 접촉 줄이기, 개인 보호 장비의 착용 등을 포함함. 급성 호흡기 

질환의 발현시에는 자택격리가 권고됨. 

- 조치의 선택은 회사 재량에 따라 달려있으며, 경제적인 결과가 뒤따를 수 있음. 개인 보호 대책과 환경 대

책은 함께 사용되어야 함.

- 직장 폐쇄는 높은 중증도의 감염병이 확산될 경우 같은 예외적인 경우에만 타당함.

4-6. 공공 집회와 관련된 조치

- 인플루엔자 모델 연구에서는 완화 국면 시 감염병이 정점에 달하기 전 공공 집회를 취소하는 것은 바이러

스 전파를 줄일 수 있는 것으로 나타남.

- 공공 집회는 사람들 간 밀접한 접촉의 수와 그 시간을 증가시킬 수 있으며, 밀폐된 공간에서 시행되기도 

하므로 바이러스의 전파와 확산을 용이하게 함.

- 공공 집회로 인한 위험을 감소시키는 방안은 붐비는 장소를 피하거나 공공 집회의 취소나 연기 등을 포함

함. 이러한 조치는 손위생 등의 기타 비약물적 조치들을 포함할 수 있음.

- 봉쇄국면 시 유럽국가들에서의 공공 집회 취소는 예외적 경우(예시: 영향력이 높은 지역에서의 많은 사람

들이 참가하는 큰 컨퍼런스)에 한해 타당함.

- 집회 취소의 부작용이 클 수 있기 때문에, 질병의 중증도와 지역의 역학적 상황, 시기, 기간, 집회 장소, 

집회의 크기와 집회 참가자들의 출신지(확진자 발생지역 여부) 등을 고려하여 신중히 결정하여야 함. 또한 

전면 취소 대신 연기나 일정 조정 등이 고려될 수 있음.

- 만일 중증 합병증을 동반할 수 있는 고위험군에 속하는 사람이 있다면 감염병 발생 기간 동안에는 공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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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회의 참석을 지양해야 함.

5 여행 관련 조치

5-1. 국외 및 국내 여행 권고

- 여행 관련 조치는 사법적, 경제적 영향이 있는 정부의 공식적 권고 사항이며, 여행자들은 감염의 위험을 

줄이기 위해 이러한 조치를 고려해야 함. 여행과 교역 관련 조치는 IHR part III에 명시되어 있으며, 

ECDC는 코로나19와 관련하여 Template leaflet을 발간한 바 있음.

- 여행은 감염된 지역에서 비감염 지역으로의 코로나19의 확산을 용이하게 함. 아직 여행 관련 권고의 효과

성에 대한 입증된 증거는 부족하나, 여행 중 밀접한 접촉은 질병 전파와 확산의 위험성을 높임. 

- 여행 제한과 관련한 조치의 목적은 질병 확산이 진행 중인 지역에서의 여행으로 인한 감염자 수를 줄이기 

위함과 그에 따라 여행자 간 전파와 국내로의 질병 전파 가능성을 감소시키고자 하는 것에 있음.

- 여행 관련 권고에서 여행자들은 이 문서에 기재된 적절한 모든 예방적 조치(환경, 개인 보호 대책)를 준수

할 것을 상기해야 함. 유럽 국가의 경우 입국장에서의 코로나19 관련 조치, 개인 보호 장비의 착용 권고, 

그리고 입국 후 관련 증상을 보이는 사람들에게 의학적 처치와 도움을 받을 수 있는 정보를 제공하는 것 

등의 프로세스를 점검할 필요가 있음. 

5-2. 입국 시 스크리닝

- 이 조치는 국경, 공항 등 감염된 지역에서 온 여행자들이 타 국가에 입국 시 진행되는 스크리닝에 대한 

것으로, 스크리닝은 대개 비접촉식 적외선 체온계와 같은 장비를 사용하여 여행자가 감염의 징후가 있는지

를 평가함. 그러나 감염에 대한 정보의 사전적 공유, 증상 발현 시 의학적 처치를 찾는 방법과 다른 사람

을 감염시키는 위험을 줄이는 방법 등에 대한 안내  또한 이러한 대책에 포함될 수 있음. 

- 이러한 전반적 조치의 목표는 확진자가 나온 국가에서 온 감염자가 자국에 입국하는 수의 감소에 있음.

- 코로나19의 경우 종착지 공항의 스크리닝 단계에서 감염자가 발견된 경우가 있으나, 피어 리뷰가 된 논문

이나 ECDC에서 아직 발표하지 않은 모델링에 따르면 국경 통제 대책은 감염병을 연기하거나 완화하는데 

효과적이지 않음. 이는 경미한 증상을 보이는 감염의 경우와 잠복기에 감염병을 감지하기 어려운 시스템의 

문제에 기인함.

5-3. 국내 여행 제한

- 이 조치는 국내나 지역 수준에서 바이러스 전파의 지리학적 정도를 제한하기 위함.

- 넓은 범위의 국내 여행 제한은 초기 단계에서 실행될 때만 전염병 전파를 지연시킬 수 있는 소소한 효과

를 가짐. 또한 이러한 조치는 경제학적, 법적, 윤리적으로 문제가 있을 수 있으므로 중증 감염병의 봉쇄 

단계에서 고려될 수 있음.

5-4. 국경폐쇄

- 이 조치는 IHR에 규정되어 있는 감염병으로 인한 국경의 폐쇄를 의미함.

- 국경폐쇄는 감염지역으로의 출국 혹은 입국을 제한하는 조치를 시행함으로써 감염의 정도가 높은 지역에

서의 국내 전파 위험성을 감소시키는 조치임.

- 모델링 연구에 따르면 인플루엔자 유행과 관련하여 국경폐쇄는 매우 작은 국가, 고립이 되어 있거나 섬 

국가와 같은 특정한 환경에서 초기 단계에 신속히 시행될 시, 바이러스가 국내로 들어오는 것을 막을 수 

있음. 

- 그러므로 현재까지의 분석에 따르면 EU 국가에서의 국경 폐쇄는 권장되지 않는 사항임.

- ECDC의 contact management technical report를 참고하여 코로나19 전파 지역을 다녀온 여행자들 혹은 

코로나19에 노출될 가능성이 있는 지역을 다녀온 여행자들과 관련된 공중보건학적 조치와 잠재적 위험성

을 평가할 수 있음. 코로나19가 전파된 것으로 간주되는 지역을 다녀온 이력이 있는 사람들은 ‘가벼운 접

촉자’로 분류 할 수 있으며, 만일 해당 지역이나 항공기에서의 고위험 노출이 되었을 경우 ‘밀접한 접촉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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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준에 충족됨. 여행자들에 대한 조치는 이 두 분류에 따라 달라질 수 있음.

- 공중보건학적 위험으로 인해 국경 폐쇄는 IHR 규제 하에 있음. EU 내부에서는 이동의 자유가 공중보건학

적 이유로 인해 제한될 수 있음. 

 

봉쇄국면 완화국면

개인 

보호 대책

(personal protective)

1) 손씻기

2) 기침예절

3) 마스크 착용

- 마스크는 두꺼운 정도와 투과성에 따라 분류 가능. 

- 산업용 마스크는 에어로졸을 포함한 공기매개 감염을 방지할 수 있으며, 상황에 따라 다양한 산업용 마

스크를 선택하여 사용할 수 있음

3)-1. 의료기관에서의 마스크 사용

- 코로나19의 경우 수술용 마스크를 사용하여야 하며, 공공장소나 사람들이 모이는 곳에서 올바른 방식으

로 착용 필요

- 의사환자의 경우에도 수술용 마스크를 착용하여 수송 중이나 대기 장소 등에서 비말 확산의 위험을 최

소화

- 의료기관 종사자는 의사환자나 확진환자 관리 중 FFP2나 FFP3 등급의 수술용 마스크를 착용해야하며 

만일 해당 마스크가 없다면 수술용 마스크의 사용이 권장됨

3)-2. 노출 고위험군의 수술용 마스크 사용 권고

- 코로나19 의사환자의 보호자(care-giver)-입원 전 착용

- 지속적인 전파가 가능한 공공장소에서 사람 간 접촉이 많은 직군의 종사자

- 감염 시 심각한 합병증이 발생할 수 있는 고령자, 기저질환자 등의 집단

3)-3. 지역사회에서의 마스크 착용

- 호흡기 질환이 있는 사람이 수술용 마스크를 착용하는 것은 감염의 봉쇄 대책이나 완화대책으로 고려될 

수 있음

- 봉쇄대책 중 의사환자에게 예방의 일환으로 마스크가 제공될 수 있음

- 완화대책의 측면에서, 아프지 않은 사람이 마스크를 착용하는 것의 효과성이 증명된 바는 없음. 만일 마

스크를 사용했을 시에는 착용-탈거-폐기의 권장 수칙을 따르고, 마스크 제거 후에는 손을 꼭 씻어야 함 

(4) 기타 개인 보호 장비

환경 대책

(environmental)

- 소독강화

- 공용물품사용 제한/금지

- 적정 확기(가급적 자연환기)

사회적 간격 유지 대책

(Social Distancing)

- pandemic시 검역과 접촉자 자가격리 등은 감염

병 유입 자체의 원천봉쇄보다는 지연이 현실적 목표

- 경증 확진환자 자가격리

- 중증환자 병원시설격리

 표 2. 봉쇄국면과 완화국면 동안의 비약품적 조치: 각 대책, 대상, 장소별 정리

A. 봉쇄국면
사례 권고 대책
확진환자 임상적 상황에 따라 자택이나 의료기관에 격리, 국가적 지침에 따라 의료당국이 모니터링
추정환자 임상적 상황에 따라 자택이나 의료기관에 격리, 국가적 지침에 따라 의료당국이 모니터링
의사환자 코로나19의 즉각 검사 및 비약품적 조치의 적용 
확진이나 추정환자의 접촉자
밀접접촉자 자택이나 지정된 장소에서의 격리, 국가적 지침에 따라 의료당국이 매일 능동감시
일상접촉자 자가모니터링, 증상 발현 시 공중보건ž의료적 도움 요청

B. 완화국면
사례 권고 대책
의사환자 지역 의료기관에 연락하여 임상적 관리와 검사를 위한 정보 요청. 경미한 임상적 증상을 보이는 

의사환자는 증상의 발현 기간 동안에는 자택격리나 사회적 접촉을 제한할 것을 요청받을 수 있음 
확진자(유증상) 진단을 내린 의료기관의 지침을 따르고 확진자를 위한 완화국면 동안의 국가적 지침을 준수

표 1. 봉쇄국면과 완화국면 동안의 비약품적 조치: 확진자, 가능환자, 의사환자와 밀접, 일상접촉자들의 의료기관 격리, 자택격리, 

셀프 모니터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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봉쇄국면 완화국면
- 자가격리의 효과 극대화를 위한 개인보호구와 위

생물품 등의 충분한 제공 필요

- 애매모호한 노출범위를 건강상태 유지하고 있는 

대상까지 포함할 경우 방역자원의 비효율적 낭비가 

될 수 있음

- 의심환자 격리 또는 (능동)감시

- 확진환자 병원시설격리

대상

확진자

(임상적 

진단포함)

(유럽은 증상정도에 따라 자택격리 또는) 병원시설격

리, 보건당국의 지침에 따른 모니터링 실시

보건의료자원 여력 등을 감안하여 당국이 유연하게 

결정권고(병원시설격리 유연하게 판단)

의심환자
즉각적 검사후 결과에 따라 비약물적 조치를 프로세

스에 따라 적용

- 검사와 치료 위한 보건의료기관 방문

- 경증 환자는 자택격리 또는 외출자제 등 권고

밀접접촉자 자가격리 또는 시설격리 + 증상발생 능동감시 -

일상접촉자 자가모니터링하며 증상발생이 즉각 신고/의료이용 -

보육시설/학교 방역

- 적정 조치판단을 위한 정보부족

- 이 단계에서는 선제적 휴업의 타당성은 인정하기 

어려움(not justified)

- 인플루엔자 등이 함께 유행하여 보건의료체계에 

대한 부담이 클 경우, 휴업 등을 고려할 수는 있으나 

유행 억제효과와 지역사회에 줄 충격을 포괄적으로 

검토하여야 함. 또한 어린이들의 지역사회내 위험노

출에 대한 대책도 필요함

- 지역사회 대규모 확산될 경우. 특히 계절 인플루

엔자가 동시유행할 경우 결석/결근이 크게 증가하

여 학교휴업이 불가피해질 수 있음. 이 시기의 학교 

휴업은 유행관리 목적이라기보다는 유행의 결과로서 

결정될 가능성이 있음

직장 방역 - 직장내 개인/환경위생 관리 강화

- 근무시간 유연제

- 한시적 재택근무(특히 원거리 통근자)

- 직원간 밀집도 해소

- 대면보고/회의 대신 이메일/화상회의 활성화

- 고객 대면응대 최소화

- 근무시간 중 개인보호구 착용 승인/권장

- 유증상발생시 자가격리 지원

- 회사차원의 환경위생 관리 강화(비접촉 휴지통 

비치 등)

단체행사

- 위험지역으로부터의 참석이 예상되는 대규모 행사 취소 - 행사 취소/연기/축소조정
- 행사 취소로 인하여 큰 경제적 손실과 기타 부정적 파급 등이 발생될 경우는 예상되는 위험과 행사 성격 

등을 종합하여 판단하는 것이 바람직.

- 행사 진행을 결정할 경우는 운영방식의 다변화, 예방수칙 준수 홍보, 소득 등의 강화조치를 강화하는 것이 

바람직

교통이동 통제

- 현대 도시지역에서는 유행 확산 후 교통이동 제한하는 것의 효과는 크지 않은 반면 경제, 인권, 윤리적 

부작용 우려됨

- 따라서 치명률이 높은 심각한 질병의 유행초기(containment phase) 단계에서 고려할 만한 조치라고 할 

수 있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