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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외 발생현황

국내 발생현황

국내외 뉴스

국외 연구 동향
  • COVID-19의 지구적 영향과 완화 및 억제 전략(Imperial College, 20.03.26.)

  • COVID-19: 사회적 거리두기의 이론(Lipsitch, M. 20.03.25)

참고자료
  • 경기도감염병관리지원단 홈페이지 활용방법



코로나19 경기 웨비나 

□ 제1회 코로나19 경게 웨비나 영상 안내

경기도 코로나19 긴급대책단에서는 지난 3월 26일(목), 코로나19 대응을 위해 최선을 다하고 계신 선생님들을 

모시고 Webinar를 진행했습니다. 이번 첫 번째 웨미나에서는 경기도 내에서 발생한 COVID-19 사례들과 관련된 

경험을 공유하고 토론할 수 있는 시간을 마련했습니다. 각각 10분 강의, 5분 토의 후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여, 좀 

더 나은 대응방안을 준비하고 반영하기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웨비나 영상은 아래의 링크를 통해 시청하실 수 

있습니다.

○ 유튜브

https://youtu.be/IniLclN04ms

○ 네이버 티비

https://tv.naver.com/v/13077425

○ 카카오 티비

https://tv.kakao.com/channel/2713397/cliplink/407626391

○ 라이브 경기

http://live.gg.go.kr/videos/3103

※ 본영상(전부 또는 일부분)을 사전 동의 없이 배포하는 것을 절대 금합니다!

https://youtu.be/IniLclN04ms
https://tv.naver.com/v/13077425
https://tv.kakao.com/channel/2713397/cliplink/407626391
http://live.gg.go.kr/videos/31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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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외 발생현황

□ 전세계 (2020. 3. 29. 10시 기준)

- 전날보다 65,879명의 추가 환자 보고되어 597,252명(전일 대비 12.3% 증가) 환자 보고

- 이 중, 27,365명 사망하여 치명률은 4.6%

- 국가별 코로나19 발생현황(하이퍼링크) 

그림 1. 신고일 기준 유행곡선 (2020.3.28 기준, WHO)  

- 지난 24시간 내 신규 보고 및 WHO 위험 평가 

   

지난 24시간 내 신규 보고
확진 사망

기존 신규 기존 신규
전세계 571,678명 62,514명 26,494명 3,159명

서태평양 101,462명 1,444명 3,592명 25명
유럽 324,343명 37,646명 18,740명 2,635명

동남아시아 3,085명 153명 114명 9명
동지중해 38,931명 3,682명 2,508명 172명
아메리카 100,314명 19,177명 1,485명 309명
아프리카 2,831명 412명 48명 9명

WHO 위험 평가
낮음 보통 높음 매우 높음

국제 수준

              ※ WHO Situation Report(3.28) 참조

https://en.wikipedia.org/wiki/2019-20_coronavirus-outbrea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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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 발생현황

□ 전국 (2020.3.29 0시 기준)

 ※국내 발생현황은 오전 10시에 배포되는 질병관리본부 보도자료를 기준으로 작성됩니다.

- 전일 대비 105명*의 추가 확진환자가 보고되어 총 9,583명(5,033명 격리해제)의 환자 보고

  * 대구 23명, 검역 21명, 서울 20명, 경기 15명, 인천 7명, 부산 3명, 대전 3명, 경남 3명, 세종 2명, 강원 2명, 전북 2명, 경북 2명, 충남 1명, 전남 1명

       * 전일 0시 기준 – 금일 0시 기준

- 오늘까지 총 384,558명에게 검사를 시행했으며 이 중 369,530명이 검사결과 음성으로 판정받았고, 

15,028명이 검사 진행 중임

그림 2. 코로나(COVID)-19 전국 확진자 추이(20.3.29.10시 기준, 경기도감염병관리지원단) 

그림 3. 코로나(COVID)-19 전국 확진자 누적(20.3.29.10시 기준, 경기도감염병관리지원단)

구분 서울 부산 대구 인천 광주 대전 울산 세종 경기 강원 충북 충남 전북 전남 경북 경남 제주 검역 합계

소계 20 3 23 7 0 3 0 2 15 2 0 1 2 1 2 3 0 21 105

 표 2. 지역별 코로나(COVID)-19 신규환자 발생현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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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4. 코로나(COVID)-19 전국 검사자 추이(20.3.29.10시 기준, 경기도감염병관리지원단)

그림 5. 코로나(COVID)-19 전국 검사자 누적(20.3.29.10시 기준, 경기도감염병관리지원단)

□ 경기도 확진환자 현황(2020.3.29 0시 기준)

확진환자 현황 확진환자의 경기도민 접촉자 현황
확진환자(격리중) 309 격리중 2,352
퇴원자(격리해제) 141

격리해제 7,659사망자 5
 계 455 계 10,011

그림 6. 코로나(COVID)-19 경기도 확진자 추이(20.3.29.10시 기준, 경기도감염병관리지원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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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7. 경기도 확진자 성별ž연령별 현황 20.3.29.10시 기준, 경기도감염병관리지원단)  

그림 8. 경기도 31개 시군 확진자 현황(20.3.29.10시 기준, 경기도감염병관리지원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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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9. 경기도 확진자 증상발현일부터 확진까지 소요일 분포(20.3.29.10시 기준, 경기도감염병관리지원단) 

그림 10. 경기도 감염경로별 유행곡선*(20.3.29.10시 기준, 경기도감염병관리지원단)

* 추후 역학조사 결과 등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 경기도 추가 확진자 세부현황(3.28.0시~3.29.0시)

연번 전국번호 성별 출생연도 발생경위 확진일자 격리병원 지역

435 환자9465 여 ′97 ’20.3.25일까지 해외방문 (미국), 증상발현, 의료기관 선별진료 (해외유입) 3.27 안성병원 수 원

436 확인중 남 ′20 ’20.3.26일까지 해외방문 (미국), 발열 등 증상발현, 의료기관 선별진료 (해외유입) 3.28 분당
서울대병원 안 양

437 확인중 남 ′62 9412번 환자의 접촉자 (시흥어린이집) 3.28 성남의료원 화 성

438 확인중 여 ′90 8359번 환자의 접촉자, 3.14일까지 해외 방문(영국) (해외유입) 3.28 성남의료원 안 산

439 확인중 여 ′42 8841번 환자의 접촉자 3.28 의정부병원 용 인

440 확인중 남 ′93 ’20.3.26일까지 해외방문(영국), 편두통 등 증상발현, 보건소 선별진료 (해외유입) 3.28 이천병원 광 주

441 확인중 여 ′89 ’20.3.25일까지 해외방문(미국), 발열 등 증상발현, 의료기관 선별진료 (해외유입) 3.28 성남의료원 수 원

442 확인중 여 ′85 ’20.3.26일까지 해외방문(독일,영국), 두통 등 증상발현, 의료기관 선별진료 (해외유입) 3.28 파주병원 김 포

443 확인중 여 ′67 9410번 환자(만민중앙교회)의 접촉자 3.28 의정부병원 광 명

444 확인중 남 ′95 ’20.3.24일까지 해외방문(캐나다, 미국), 특별한 증상발현 없음, 의료기관 선별진료
(해외유입) 3.28 파주병원 김 포

445 확인중 여 ′66 ’20.3.23일까지 해외방문(팔라우), 기침 등 증상발현, 보건소 선별진료(해외유입) 3.28 안성병원 평 택

446 확인중 여 ′96 9067번 환자(해외유입)의 접촉자, 3.26일까지 해외방문(영국)(해외유입) 3.28 이천병원 수 원

447 확인중 여 ′89 ’20.3.17일까지 해외방문(미국), 인후통 등 증상발현, 보건소 선별진료(해외유입) 3.28 파주병원 파 주

448 확인중 여 ′97 ’20.3.18일까지 해외방문(헝가리, 체코 등), 인후통 등 증상발현, 보건소 선별진료
(해외유입) 3.28 파주병원 고 양

449 확인중 남 ′95 ’20.3.25일까지 해외방문(독일), 코막힘 등 증상발현, 보건소 선별진료(해외유입) 3.28 파주병원 고 양

450 확인중 여 ′61 ’20.3.6.~3.20일까지 해외방문(브라질, 태국 등), 콧물 등 증상발현, 보건소 선별진료
(해외유입) 3.28 성남의료원 부 천

451 확인중 남 ′98 ’20.3.26일까지 해외방문(아일랜드), 특별한 증상발현 없음, 보건소 선별진료(해외유입) 3.28 이천병원 용 인

452 확인중 남 ′90 ’20.3.24일까지 해외방문(영국), 발열 및 오한 등 증상발현, 보건소 선별진료(해외유입) 3.28 성남의료원 용 인

453 확인중 남 ′86 7663번 환자(부천)의접촉자 (생명수교회) 3.28 파주병원 부 천

454 확인중 남 ′85 ’20.3.24일 발열 등 증상발현으로 의료기관 선별진료 3.28 병원격리 예정 부 천

455 확인중 남 ′05 7663번 환자(부천)의접촉자 (생명수교회) 3.28 병원격리 예정 부 천

※ 추후 역학조사 결과 등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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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외 뉴스 

□ 국외

- ‘10만 확진’ 美, 8일 만에 10배로...GM도 호흡기 생산

- 미, ‘2700조’ 경기부양책 발효...한국도 추가대책 논의

- 후베이성 주민 막아선 경찰...‘종식 선언’ 못 믿는 中

- 유럽 사망자, 전 세계 70% 달해

- 영국 총리도 코로나 19 확진...이탈리아 하루 사망자 1천 명

- 日 도쿄 하루 63명 확진...시민 4천만 명 ‘외출 자제령’

□ 국내  

- “4월 6일 정상 개학 어려워”...교사 73% “추가 연기”

- 학부모도 교사도 “개학 연기”...돌봄 공백 우려도

- 확진자 75명으로 늘어...대구 정신병원 전수조사

- “하와이 가려다 제주도...선의의 피해자” 논란

- 집단감염 반복되는데...일부 교회 예배 강행

- 만민중앙교회 10여명 집단감염...“무안교회 연관성 주목”

- 국내 확진자 절반 일상으로...높은 치명률은 과제

- 자가격리 통보받은 부녀, 공항서 발각...강제 조치

- 외교부 “한국 3개업체 진단키트, 미 FDA 사전승인 획득”

- 페루 고립 한국인 198명 전세기 귀국...16명 의심 증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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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외 연구 동향 1. 

COVID-19의 지구적 영향과 완화 및 억제 전략

The Global Impact of COVID-19 and Strategies for Mitigation and Suppression 

Imperial College COVID-19 Response Team 2020.03.26

편집자 주 : Imperial College COVID-19 Response Team의 12번째 보고서가 출판되었고, 전문 번역대신 

요약부분만 번역하였음. 자세한 내용은 링크한 파일을 참고하기 바람.

*요약

COVID-19 팬데믹의 전 지구적 유행으로 세계는 심각한 공중보건 비상사태에 직면해 있다. 앞으로 몇 주 

안에 각 국가들이 어떻게 대응하는지에 따라 각 지역에서 전염병이 확산되는 양상이 달라질 것이다. 이 논문

은 연령별 접촉 패턴과 COVID-19 심각도에 대한 데이터를 함께 분석하며, 이를 통해 이번 팬데믹이 202개 

국가의 건강에 미칠 영향을 예측한다. 본 연구는 아무런 조치가 취해지지 않거나 시민들의 자발적인 대응한 

이뤄질 때 나타나는 사망률과 억제 및 완화 전략에 따른 개입이 실행되었을 때의 사망률을 비교한 것이다. 

사망률과 의료 서비스 수요에 대한 우리의 추정치는 중국과 다른 고소득 국가의 데이터를 기반으로 한다. 저

소득 국가에서는 시민들의 건강 상태와 의료 시스템 역량에 차이가 있을 것이기 때문에 결과가 다를 수 있다. 

아무 개입이 없다면 COVID-19는 올해 안에 전 세계적으로 70억 건의 감염과 4천만 명의 사망자를 초래할 

것으로 추정된다. 완화 전략을 따라 노인을 보호하고(노령 인구의 사회적 접촉 60% 감소) 전염을 늦추는 

완만한 사회적 거리두기 조치(전체 인구의 사회적 접촉 40% 감소)를 실행한다면 사망자 수는 기존의 절반인 

2000만 명으로 줄일 수 있다. 하지만 이 경우에도 의료 시스템에 가해지는 부담은 감당 가능한 수준을 훨씬 

상회할 것이다. 이러한 결과는 특히 저소득 국가에서 심각할 것으로 예상된다. 본 연구가 제시하는 완화 

전략에 따른 시나리오에서 저소득 국가의 경우 의료 시스템이 제공할 수 있는 중환자실 병상의 수보다 중증 

환자의 수가 최대 25배에 달하는 시점이 발생하며, 고소득 국가에서 이 수치는 7로 나타난다. 게다가 현실에서는 

이러한 추정보다 더 다양하고 힘든 상황이 벌어질 것이다. 

본 연구의 분석에 따르면, 의료 서비스에 대한 수요를 감당 가능한 수준으로 유지하기 위해서는 전염을 

억제하기 위해 즉각적인 공중보건학적 조치를 실행해야 한다. 이러한 대책에는 확진자의 격리와 검사, 더 

광범위한 사회적 거리두기 조치가 포함된다. 억제 정책이 조기(1주 동안의 사망자 수가 인구 10만 명 당 0.2명 

이하일 때)에 실시되고 지속되는 경우 3870만 명의 생명을 구할 수 있으며, 이는 더 늦은 시기(10만 명 당 

주간 사망자 수가 1.6명일 때)에 실시하는 것보다 800만 명가량 더 많다. 따라서 전염을 억제하기 위한 조치를 

실행하지 않으면 결과가 악화되고 생명을 잃게 된다고 결론지을 수 있다. 

여기서는 억제 정책의 사회-경제적 비용에 대해서는 생각하지 않았다. 이는 매우 심각할 것이며 특히 저소득 

국가와 시민들에게 큰 영향을 미칠 것이다. 억제 정책이 백신이나 효과적인 치료법이 개발되고 보급될 때까지 

이어져야 한다는 것도 큰 부담이다. 하지만 개입을 중단한다면 다시 전염이 확산될 것이다. 본 연구는 각 

국가들이 앞으로 몇 주 동안 내려야 하는 어려운 결정에 관한 자료를 제공한다. 이 연구의 결론은 과감하고 

즉각적이며 집단적인 조치가 수백만 명의 생명을 구할 것이라는 데 있다. 

국외 연구 동향 2. 

https://www.imperial.ac.uk/media/imperial-college/medicine/sph/ide/gida-fellowships/Imperial-College-COVID19-Global-Impact-26-03-2020.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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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VID-19: 사회적 거리두기의 이론

COVID-19: Theory of Social Distancing

Marc Lipsitch, DPhil NAM/APHA 25Mar 2020  

편집자 주 : 지난 3월25일 미국 공중보건협회(APHA : American Public Health Association)와 미국 의학

원(NAM : National Academy of Medicine)이 공동 개최한 웨비나에서 발표된 Marc Lipsitch의 연구내용을 

소개함. 발표자료는 링크된 싸이트에서 다운받을 수 있으며, 웨비나에서 발표한 내용의 Transcript를 번역하

여 소개함

감사합니다. 이 자리에서 발표를 하게 되어 영광입니다. 현재 하버드 T.H. Chan Public School of Public 

Health는 거의 쉬지 않고 이 주제에 대해 연구하고 있습니다. 이 팀의 구성은 이 슬라이드에 있는 바와 

같습니다. 다음 슬라이드는 중국 우한에서 나타난 전염병의 유행곡선입니다. 이는 중환자실 병상이 필요한 

중증 환자를 중심으로 작성되었습니다. 바로 이 그림이 현재 미국에서 사회적 거리가 실행되고 있는 이유입니다. 

여기를 보시면 1월 23일에 우한시가 완전히 봉쇄되어 있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갈색 선은 위중 환자의 

수를 나타냅니다. 봉쇄 조치 이후에도 4주 동안 올라가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는 환자들이 중증 

치료를 받는 기간이 통상 2-4주이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우리는 작은 문제도 신중하게 접근해야 합니다. 

그것이 2-4주 뒤에 의료 시스템에서 어떠한 결과로 이어질지 모르기 때문입니다. 매우 어려운 작업입니다. 

Howard 선생이 말한 것처럼 개입을 실행해야 하는 데 어려움이 참 많습니다. 지금은 문제가 심각해보이지만 

그것은 얼른 개입을 시작해야 하는 이유가 되기도 합니다. 

이 슬라이드에서 제시하는 수치는 미국의 중환자실 병상의 총 수와 현재 사용 가능한 수입니다. 이미 환자가 

사용하고 있는 병상을 제외한 수치와 전체 병상의 수치를 모두 적어두었습니다. 자, 우한에서 중증치료에 

대한 수요가 정점을 찍었던 시기를 보세요. 이 수치는 현재 미국에서 가용 가능한 중환자실 공급을 초과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우리가 사회적 거리두기에 대해 이야기해야 하는 이유입니다.

저는 이러한 질문을 종종 받습니다. 왜 사회적 거리두기죠? 다른 조치에 더 집중하면 안 되나요? Howard 

선생의 발표에서는 1918년에 시행되었던 몇 가지 조치가 등장했습니다. 격리, 분리, 확진자 추적 등. 이러한 

조치들을 특정한 전염병, 그리고 팬데믹의 특정 단계에서 효과적일 수 있습니다. 검사 역량이 높고 초기에 

모든 확진자를 격리시키는 데 성공한 나라들은 이러한 조치에 집중하면 됩니다. 섬나라들이나 지역적으로 확

실한 통제가 이뤄질 수 있는 나라들을 그렇게 하면 됩니다. 

하지만 우리는 싱가포르가 아닙니다. 미국은 작은 나라가 아닙니다. 미국은 매우 넓습니다. 그래서 확진자들의 

동선을 추적하는 것이 매우 어렵고 지금 이 순간에도 우리가 알지 못하는 전염들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확진자 

중심의 대처는 대부분 실패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확진자 위주의 대처는 점점 더 팬데믹에 대응하는 데 

효과적이지 못한 방법이 되어갈 것입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확진자의 수가 전체 감염자의 아주 일부에 불과할 

것이기 때문이죠. 이와 관련해서 제가 워싱턴포스트에 기고한 글이 있습니다. 슬라이드를 참고해주세요.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결국 사회적 거리두기뿐입니다. 이제 모델링 결과를 하나 보여드리겠습니다. 여기서

는 사회적 거리두기의 효과를 단계별로 측정했습니다. 효과가 없을 경우, 중간 정도의 효과가 있을 경우, 

전염의 20-60%를 줄이는 효과가 있을 경우 등입니다. 이들 중 어느 쪽이 사실에 부합할지는 확실하지 않습

니다. 모든 지역사회가 서로 다른 방식의 조합으로 사회적 거리두기 조치를 실행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어떤 수준의 사회적 거리두기 조치가 가능해진다면, 그것은 무엇을 의미하는 것일까요? 특정한 시기에 

http://covid19conversations.org/webinar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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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적 거리두기 조치를 실행하다면 그 시기의 전염을 줄어들 것입니다. 그러면 유행곡선의 정점을 낮추고 

완만하게 만들 수 있죠. 하지만 개입이 중단될 시에 다시 전염이 확산될 가능성은 더 높아질 겁니다. 사회적 

거리두기 조치로 인해 남아 있게 된 인구가 많아지기 때문이죠. 전체적으로 장기적으로 지속가능한 사회적 

거리두기 조치를 취하는 게 바람직해 보입니다. 

계절성은 어떨까요? 코로나바이러스에 관한 기존 연구들은 겨울에 전염이 덜 일어난다고 이야기합니다. 하지만 

이번 코로나바이러스도 그럴지는 확실하지 않습니다. 만약 계절성이 있다면 겨울에 일시적인 사회적 거리두기 

조치를 강력하게 실시하는 것이 도움이 될 것입니다. 하지만 이 경우 만일 계절성이 없거나 적다면 장기적이고 

지속가능한 사회적 거리두기 조치가 더 적절할 것입니다. 전염이 급상승할 가능성이 언제나 있기 때문에 

그 시기가 인플루엔자 유행철과 겹치지 않도록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전반적으로 단기적인 사회적 거리두기 

조치는 불확실하고 위험합니다. 

나는 단기적으로 강력하게 실시되는 ‘원샷’ 사회적 거리두기 조치가 위험하다고 생각합니다. 병의 계절성에 

대한 견해는 다양하기 때문에 적절한 전문가와 상의하십시오. 나는 그 부분을 잘 모르겠습니다. 다만 원샷 

사회적 거리두기 조치는 상황을 악화시킬 수 있습니다. 대안은 분명합니다. 우리가 감당 가능한 수준까지 

유행곡선을 구부리는 반복적이고 종합적인 사회적 거리두기를 실행하는 것입니다. 이 경우 중증치료에 대한 

수요 그래프는 여러 개의 정점을 가지는 물결 모양이 될 것입니다. 이는 전염의 확산이 더뎠던 1918년에 

본 것과 유사한 모양입니다. 만약 이러한 조치가 가능하다면 수치상으로 큰 효과를 볼 것입니다만, 이것이 

이론적인 이야기라는 점을 염두에 둘 필요도 있습니다. 여름은 유리할 것으로 보입니다. 날이 따뜻해 사람들이 

야외로 나가 서로의 거리를 확보할 수 있으며, 그동안 집단면역은 겨울과 비슷한 속도로 확보되어 갈 것입니다. 

우리가 상상할 수 있는 또 다른 개입은 중증환자에 대한 치료 역량을 높이는 것입니다. 중환자 치료 시스템을 

유지하는 것은 사회적 거리두기 조치의 가장 중요한 목표입니다. 만약 중증환자의 치료 역량을 두 배 정도로 

높일 수 있다면, 팬데믹에 대응하기가 더 수월할 것입니다. 병원이라는 통제된 감시 시스템에서 더 많은 

확진자들을 감시할 수 있으며, 우리에게 시간을 더 벌어다 주어 집단면역이 생길 여유를 마련해줄 수 있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가능하다면 사회적 거리두기 조치에 더해 이러한 노력을 해가야 할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출구 전략 이야기를 해야겠습니다. 만일 우리가 확진자 수를 낮추고 검사 역량을 확보한다면, 

지금처럼 확진자가 너무 많이 늘어나는데 검사는 너무 적은 상황을 피할 수 있을 것입니다. 몇몇 나라들은 

이러한 상황을 바꾸는 데 성공했습니다. 이 경우 새로운 확진자를 추적하고 전염을 통제하는 것이 가능할 수 

있습니다. 1918년에 그랬듯이 말이죠. 이러한 조치의 전제는 새로운 유입을 통제하는 것입니다. 사회적 

거리두기 전략과 확진자 추적은 시너지 관계에 있습니다. 사회적 거리두기 조치를 통해 새로운 확진자 수를 

충분히 낮추는 데 성공한다면 그때는 다시 새로운 확진자 관리 및 감염 경로 추적이 재개되어야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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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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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코로나-19) 일일상황분석 보고서

  - 일단위로 업데이트하는 국외와 국내 발생현황, 이슈와 참고자료 등을 보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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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고서 호수별 수록자료

1호
ž COVID-19: What is next for Public Health(Lancet, 20.02.12)
ž Guidelines for the use of non-pharmaceutical measures to delay and mitigate the impact of
  2019-nCov(ECDC TECHNICAL REPORT, 20.02.10)

2호 ž 싱가포르 의사환자기준과 의원급 대응현황

3호 ž 홍콩 COVID-19 대응현황(CHP Website , 20.02.20)

4호 ž 국내에서 발표된 COVID-19 논문(KMLA Consortia, 20.02.06.)
ž COVID-19 관련 논문을 찾는 방법 (WHO COVID-19 Global Research Website, 20.02.23.)

5호
ž 범학계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대책위원회 성명서(ksid Website, 20.02.22)
ž 대한의사협회 성명서(KMA, 20.02.19)
ž 대구 경북 인도주의실천의사협의회 성명서(humanmed.org, 20.02.23)

6호 ž 여행 제한 조치가 코로나바이러스 확산을 막지 못하는 이유(워싱턴대 공중보건 대학원, 20.02.21)

7호 ž 낙인(Stigma)을 해결하기 위한 리스크 커뮤니케이션(WHO Situation Report 35, 20.02.24)
ž 헬스커뮤니케이션 학회 보도자료(한국헬스커뮤니케이션학회, 20.02.12)

8호
ž 코로나19 전국확산에 따른 효과적 대응체계필요 신종감염병 중앙임상위원회(국립 중앙의료원, 20.02.26
ž 코로나19(COVID-19)와 관련된 사회적 낙인 : 사회적낙인(오명)을 예방하고 해결하기 위한 가이드 
 (국제적십자사, UNICEF,WHO 가이드라인)

9호 ž 지역사회 완화 가이드라인과 Standstill 적용 사례

10호 ž 코로나19 확진환자와 접촉자 격리 시점에 따른 효과 추정(방역연계범부처감염병연구개발사업단, 연구진행중)

11호
ž 코로나19 대응에서 개인보호장비의 합리적 사용 임시 지침
 Rational use of personal protective equipment for coronavirus disease 2019(COVID-19)-
 Interim guidance(WHO, 20.02.27)

12호 ž Report of the WHO-China Joint Mission on Coroanvirus Disease 2019(COVID-19) (WHO,20.02.29.)  

13호 ž 경기도 확진자 역학 분석 결과Ⅰ (2020.01.26.-03.02., 93명) 
ž 시민 행동에 대한 두 번째 제안(시민건강연구소, 20.03.02)

14호 ž 경기도 확진자 역학 분석 결과Ⅱ (2020.01.26.-03.02., 93명) 
ž 코로나19 국민위험인식조사(2차) - (한국헬스커뮤니케이션학회 보도자료, 20.03.04)

15호 ž 장기요양시설에서 코로나19바이러스 확산을 막는 방법 (미국질병관리본부, 20.03.01)
ž 미국 COVID-19 지역사회 전파 대비를 위한 의료기관 임시 지침(미국질병관리본부, 20.02.29)

16호 ž 경기도 확진자 역학 분석 결과(2020.01.26.-03.05., 113명)

17호 ž 신속 위험 평가 (ECDC, 20.03.02)

18호 ž 신속 위험 평가 (ECDC, 20.03.02)

19호 ž 국가 차원의 완화조치가 COVID-19의 전염과 확산에 미치는 영향(Lancet, 20.03.06)

20호 ž 신속 위험 평가(ECDC, 20.03.02)

21호 ž N95 마스크 공급을 효율화하기 위한 전략 (미국질병관리본부, 20.02.29)

22호 ž 경기도 확진자 역학 분석 결과(2020.01.26.-3.10., 174명)
ž N95 마스크의 공급을 효율화하기 위한 전략: 위기시 조치 (US CDC, 20.02.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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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호 ž COVID-19를 준비하고 대응하기 위한 임시지침 (WHO, 20.03.07.)

24호 ž COVID-19의 지역사회 확산에 대응하기 위한 임시지침(WHO, 20.03.07.)

25호 ž COVID-19에 대한 ‘사회적 거리두기’ 대책(social distancing measures) 관련 고려 사항
  (ECDC, 20.03.11)

26호 ž 미국의 보육원,유치원,초ž중ž고등학교 운영자들을 위한 가이드 : COVID-19에 대응하는 임시지침   
  (미국질병관리본부, 20.03.12.)

27호 ž 학교 폐쇄 관련 고려사항 (미국질병관리본부, 20.03.12.)

28호
ž 코로나19 대유행 선언에 따른 대정부 권고안 (20.03.15)
ž 코로나19 대유행 선언에 따른 대국민 권고안 (20.03.15)
ž WHO : COVID-19에 대한 오해와 진실

29호 ž 경기도 의료원 산하 6개 병원과 성남 의료원 코로나19 입원 환자 경과
 (안성병원 내과, 20.03.13.)

30호 ž 경기도 사업 소개: 경기도 코로나19 대규모 선별검사센터

31호 ž COVID-19 사망률 및 의료서비스 수요를 줄이기 위한 비약물적 조치들의 영향에 관하여 – 요약, 서론, 연구방법
 (Imperial College London, 2020.03.16)

32호 ž COVID-19 사망률 및 의료서비스 수요를 줄이기 위한 비약물적 조치들의 영향에 관하여 - 결과
 (Imperial College London, 2020.03.16)

33호
ž COVID-19 사망률 및 의료서비스 수요를 줄이기 위한 비약물적 조치들의 영향에 관하여 – 논의점 
 (Imperial College London, 2020.03.16)
ž 미국의 병원들은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COVID-19)에 어떻게 대비해야 할까?(Ann Intern Med, 20.03.11)

34호 ž 코로나19 유행 및 한국의 대응에 대한 PHM Korea의 성명서(PHM, 20.03.19)

35호 ž 한국 코로나19 감염질환 유행 자료를 이용한 감염재생산수와 유행 규모 추정(S, Choi., M, Ki. 20.03.12)
ž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감염예방과 관리(교육동영상)

36호 ž Rapid Risk Assessment : Coronavirus disease 2019 (COVID-19) pandemic: 
  increased transmission in the EU/EEA and the UK – seventh update (ECDC, 20.03.25.)

37호 ž COVID-19 시기에 부족한 의료 자원을 배분하는 방법에 관하여
ž (Fair Allocation of Scarce Medical Resources in the Time of Covid-19)

38호

ž SARS-Cov-2의 광범위한 확산이 의료 서비스에 큰 영향을 미칠 경우 준비해야 하는 비상계획을 위한 지침(ECDC, 
2020.03.17.)
ž (Guidance for health system contingency planning during widespread transmission of SARS-CoV-2 with high 

impact on healthcare services )

39호 ž COVID-19의 지구적 영향과 완화 및 억제 전략(Imperial College, 20.03.26)
ž COVID-19: 사회적 거리두기의 이론(Lipstich, M, 20.03.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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④ 보호복 착탈의 Level D 실습 교육영상

  - 경기도감염병관리지원단에서 제작한 보호복 착탈의 Level D 실습 교육영상(20분)을 보실 수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