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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외 발생현황

□ 전세계 (2020. 4. 19. 10시 기준)

- 전날보다 70,381명의 추가 환자 보고되어 2,310,572명(전일 대비 3.14% 증가) 환자 보고

- 이 중 158,691명 사망하여 치명률은 6.9%

- 국가별 코로나19 발생현황(하이퍼링크) 

그림 1. 신고일 기준 유행곡선 (2020.4.18. 기준, WHO)

- 지난 24시간 내 신규 보고 및 WHO 위험 평가 

   

지난 24시간 내 신규 보고
확진 사망

기존 신규 기존 신규
전세계 2,160,207명 85,678명 146,088명 6,710명
유럽 1,086,889명 36,018명 97,201명 3,721명

아메리카 784,272명 40,665명 35,742명 2,714명
서태평양 129,256명 1,661명 5,598명 40명
동지중해 120,683명 4,859명 5,784명 122명

동남아시아 25,291명 1,731명 1,134명 83명
아프리카 13,104명 744명 616명 30명

WHO 위험 평가
낮음 보통 높음 매우 높음

국제 수준

              ※ WHO Situation Report(4.18) 참조

https://en.wikipedia.org/wiki/2019?20_coronavirus_outbrea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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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 발생현황

□ 전국 (2020.4.19.0시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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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전일 대비 8*명의 추가 확진환자가 보고되어 총 10,661명(8,042명 격리해제)의 환자 보고

  * 서울·대구·검역 각 2명, 인천·경북 각 1명

       * 전일 0시 기준 – 금일 0시 기준

- 오늘까지 총 548,448명에게 검사를 시행했으며 이 중 536,205명이 검사결과 음성으로 판정받았고, 12,243명이 

검사 진행 중임

그림 2. 코로나(COVID)-19 전국 확진자 추이(20.4.19.10시 기준, 경기도감염병관리지원단)

그림 3. 코로나(COVID)-19 전국 확진자 누적(20.4.19.10시 기준, 경기도감염병관리지원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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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계 2 0 2 1 0 0 0 0 0 0 0 0 0 0 1 0 0 2 8

 표 1. 지역별 코로나(COVID)-19 신규환자 발생현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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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4. 코로나(COVID)-19 전국 검사자 추이(20.4.19.10시 기준, 경기도감염병관리지원단)

그림 5. 코로나(COVID)-19 전국 검사자 누적(20.4.19.10시 기준, 경기도감염병관리지원단) 

□ 경기도 확진환자 현황(2020.4.19.10시 기준)

확진환자 현황 확진환자의 경기도민 접촉자 현황
확진환자(격리중) 263 격리중 2,353
퇴원자(격리해제) 377

격리해제 14,808사망자 14
 계 654 계 17,161

그림 6. 코로나(COVID)-19 경기도 확진자 추이(20.4.19.10시 기준, 경기도감염병관리지원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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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7. 경기도 확진자 성별ž연령별 현황 20.4.19.10시 기준, 경기도감염병관리지원단)

그림 8. 경기도 31개 시군 확진자 현황(20.4.19.10시 기준, 경기도감염병관리지원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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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9. 경기도 확진자 증상발현일부터 확진까지 소요일 분포(20.4.19.10시 기준, 경기도감염병관리지원단)

그림 10. 경기도 감염경로별 유행곡선*(20.4.19.10시 기준, 경기도감염병관리지원단)

* 추후 역학조사 결과 등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 경기도 추가 확진자 세부현황(4.18.0시~4.19.0시)
 ○ 추가 확진환자 없음

※ 추후 역학조사 결과 등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 6 -

국내외 뉴스 

□ 국외

- 레이디 가가, WHO 사무총장에 찬사...내일 자선 콘서트

- 미국선 '자택대기령 해제' 시위 확산…일부선 총까지 등장

- 기업인 '필수적 여행' 협조…한국 등 12개국 '공동선언’

- 코로나 임상 효과 '람데시비르'…달아오른 미국 증시

- 미국 사망자 4만 육박…경제 정상화 놓고 곳곳 시위

- '긴급사태' 일본 코로나19 누적 확진자 한국 추월

- 확진자 70만 명인데…미국 곳곳 “대피령 해제” 시위

- 日 확진자, 한국 추월…지원금 놓고 “아베 갈팡질팡”

- 유럽 5개국 사망자 절반이 요양원 발생…수사 착수

- 학교·상점 열고 공장 가동…'일상복귀' 기지개 켜는 지구촌

- 北 코로나 위기 수그러들었나...국경 맞댄 곳도 격리해제

□ 국내  

- 신규 확진 18명…'신천지 사태' 이후 58일 만에 10명대

- 정 총리 "황금연휴 고비"…'생활방역' 전환 여부 19일 결정

- 논산훈련소 입소생 2명 추가 확진…모두 '신천지 신도'

- 경북 예천, 열흘째 매일 확진자 나와…멈춰버린 마을

- 자가격리 중 공원서 술, 시설격리 중 또 '탈출'…20대 구속

- 대학은 이달 말부터 '현장 강의'…초·중·고 등교는 언제?

- 사회적 거리두기 1~2주 연장 가능성…정세균 "최대 6일 황금연휴 고비"

- 훈련소 첫 확진자, 입소 당일 마스크 없이 휴게소 방문

- 사회적 거리두기 언제까지…실제 등교는 5월?

- 거주지 속이면 거를 방법도 없어…자가격리자 관리 '구멍'

- 6일짜리 황금연휴 앞두고 긴장…호텔 예약률 80%

- 소독제 들고 ‘조심조심’ 외출…캠핑장 몰리는 사람들

- 포천 병원 6명 집단감염…노인시설·PC방 입주 건물

- 논산훈련소 확진 3명 ‘신천지’…“우리 아들은?” 가족 걱정

- 코로나 구세주 ‘렘데시비르’?…국내 2곳서 임상시험

- "마스크 구매 사치"…코로나 사각지대 노숙인들

- 신규 확진자 58일 만에 10명대...재양성자 173명으로 늘어

- 육군훈련소 입소자 또 확진...1명은 재양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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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외 정책 동향

ㅇㅇ
Report 15: Strengthening hospital capacity for the COVID-19 pandemic 

J-IDEA pandemic hospital planner(2020.04.17.)
https://www.imperial.ac.uk/mrc-global-infectious-disease-analysis/covid-19/report-15-hospital-capacity/

WHO Collaborating Centre for Infectious Disease Modelling
MRC Centre for Global Infectious Disease Analysis

Abdul Latif Jameel Institute for Disease and Emergency Analytics
Imperial College London

편집자주 : 임페리얼 대학 연구진의 15번째 보고서는 COVID-19 환자 진료를 위한 병원 capacity를 강화하기 위한 유럽 

각국의 전략을 소개하고 병상 계획을 위한 Planner를 개발하여 제시하고 있음. 홈페이지에서 보고서 전문을 볼 수 있고, 

J-IDEA Planner와 사용설명서도 다운받을 수 있음. 일일리포트에서는 보고서의 요약부분과 각국 병상 전략 현황표를 번

역하였음. 현황표는 https://www.covid19healthsystem.org/mainpage.aspx 과 https://microreact.org/project/9iAtQhHL6 

에서 제시된 내용을 바탕으로 정리되었음. Planner는 의료인력을 포함한 계획을 수립할 수 있도록 한 부분과 유행상황

에서 적용가능한 다양한 정책적 개입에 의해 변화할 수 있는 병상, 인력 수 등을 계산할 수 있게 했다는 점이 특징임.

요약
COVID-19에 대한 생명을 구하는 긴급한 치료가 필요한 환자의 병원 치료에 대한 극심한 급증 요구 및 기타 상
황은 대유행 동안 의료 서비스 책임자와 의료 제공자가 직면한 가장 어려운 과제 중 하나이다. 치료가 필요한 
예상 환자 수의 불확실성과 날로 진화하는 요구로 인해 병원 수용 능력을 계획하는 것은 어려운 일이다. 대유행
을 위해 잘 준비된 보건의료 시스템은 치료에 대한 적절한 접근을 보장하기 위한 전략을 구현함으로써 수요의 
급격한 변화에 더 잘 대처할 수 있다. 이로 인해 대유행의 부담이 완화될 수 있고 많은 생명을 살릴 수 있다.

이 보고서는 병원의 환자 관리에 영향을 미치는 의료 서비스 중재를 감안하여 병상, 의료인 및 인공 호흡기의 
수량을 계산하는 병원 계획 도구인 J-IDEA Planner를 제시하였다. 우리는 기준 수량을 평가하는 방법을 보여준 
다음, 본 연구의 일부로 계산된 영향 추정치를 사용하여 다양한 보건의료 정책 개입으로 얻을 수 있는 수량을 
계산한다. 정책 개입 방법은 지난 몇 개월 동안 12 개 유럽 국가에서 시행되거나 고려중인 정책 결정을 리뷰하
였고, 다양한 연구 방법을 사용하여 개입이 수용 능력에 미치는 영향 평가 및 주요 매개 변수를 검토하여 적용
하였다.

J-IDEA Planner는 공개적으로 이용 가능하고, 대화식이며, 다양하고 변화하는 환경과 새로 등장하는 증거를 적
용할 수 있다. Planner는 기존 역량, 입원 횟수, 병상수 대 직원 비율 및 COVID-19로 인한 의료진 결근 등을 
입력하여 다양한 의료 개입을 통해 얻은 추가 병상 수, 의료진 및 중요 의료 장비를 추정한다. Planner의 자세
한 사용 설명서가 함께 제공된다. Planner는 빠르게 개발되었으며 향후 계속 업데이트될 것이라는 제한점이 있
다. Planner는 의사 결정자들이 사회가 의료 시스템과 국민의 치료를 위해 설정한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빠르고 
효과적이며 협조적인 대응을 할 수 있도록 지원할 것이다. 이 도구가 반복적으로 업데이트될 수 있도록 도구 사
용자 및 이 보고서 독자의 의견을 환영한다.

https://www.imperial.ac.uk/mrc-global-infectious-disease-analysis/covid-19/report-15-hospital-capacity/
https://www.covid19healthsystem.org/mainpage.aspx
https://microreact.org/project/9iAtQhHL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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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escription

Countries� that

implemented/

considering

implementation

Modelled

in� J-IDEA

planner

Considerations�

(not� exhaustive)

Managing� admissions

Cancellation� of

elective� operations

To� reduce� the� number� of� beds� occupied�

and� staff� required,� nonelective� surgeries�

are� cancelled

오스트리아,� 벨기에,� 덴마크,� 프

랑스,� 독일,� 이태리,� 룩셈부르크,�

노르웨이,� 스페인,� 스웨덴,� 스위

스,� 영국

Yes

Increased� mortality� and� morbidity�

in� elective� surgery� and� cancer� pa

tients

National� guidelines

for� the� prioritisation� of�

CC� resources

In� situations� of� a� severe� scarcity� of� resou

rces,� patients� are� prioritised� for� CC� follo

wing� official� guidelines� (triage� criteria� va

ry� across� countries)

오스트리아,� 덴마크,� 프랑스,� 독

일,� 이태리,� 노르웨이,� 스페인,�

스웨덴,� 영국

Yes
Ethical� concerns� of� prioritising� ce

rtain� patients� over� others

Relocation� of� patients�

to� hospitals� in� borderi

ng� countries

Patients� close� to� the� border� with� anothe

r� country� are� sent� abroad� for� hospital� ca

re.
프랑스,� 이태리 No

Logistical,� clinical� and� financial� c

hallenges� of� transporting� crit� call

y� ill� patients

Continuity� of� care� hom

es� for� the� treatment� o

f� the� elderly

Elderly� people� living� in� care� homes� are� q

uarantined� and� treated� there� rather� than�

in� a� hospital.�

오스트리아 No

Logistical,� clinical� and� financial� s

upport� to� care� homes� in� car� ng�

for� acutely� ill� elderly� patients;� re

ductions� in� quality� of� care

Set� up� of� patient� man

agement� and� triage� str

ategies

To� prevent� overwhelming� hospital� accide

nt� and� emergency� admissions,� additional�

testing� centres� for� patients� can� be� set� u

p.

오스트리아,� 독일,� 룩셈부르크 No

Logistical,� clinical� and� financial� c

hallenges;� reductions� in� quali� y�

of� care� because� care� pathways� a

re� complicated

Table 2: Overview of healthcare provision interventions to manage admissions
(CC : Critical Care, G&A : General & Acut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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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escription

Countries� that

implemented/

considering

implementation

Modelled

in� J-IDEA

planner

Considerations�

(not� exhaustive)

Increasing� and� reorganising� care

Setting� up� field� hospit

als

Non-hospital� sites� are� temporarily� turned�

into� hospitals� during� the� pandemic.

덴마크,� 프랑스,� 독일,� 이태리,�

룩셈부르크,� 노르웨이,� 스페인,�

스웨덴,� 스위스,� 영국

Yes

Requirements� of� additional� staff�

and� essential� equipment;� a� surin

g� the� quality� of� care

Use� of� private� healthca

re� resources

National� health� systems� temporarily� use�

private� healthcare� resources� to� provide� p

ublic� care.�

덴마크,� 이태리,� 노르웨이,� 스페

인,� 스위스,� 영국
Yes

Logistical,� clinical� and� financial

challenges;

Converting� operating� t

heatres� to� CC� wards

The� space� in� some� operating� theatres� is�

converted� into� CC� wards� with� a� number�

of� beds.

덴마크,� 프랑스,� 독일,� 이태리,�

스페인,� 스위스,� 영국
Yes

Reduced� capacity� for� surgeries;� a

ssuring� the� quality� of� care;� requi

rements� of� additional� sta� f� and�

essential� equipment

Increase� CC� bed� capaci

ty:� Convert� G&A� beds�

to� CC� beds

Hospitals� increase� specialised� bed� capacit

y� by� converting� some� of� their� G&A� war

ds� into� CC� wards,� which� requires� invest

ments� into� specialised� staff� and� equipme

nt.

벨기에,� 덴마크,� 프랑스,� 룩셈부

르크,� 스페인,� 스웨덴,� 영국
Yes

Requirements� of� additional� st� ff�

and� essential� equipment;� increas

ed� admission� thresholds� in� hospi

tal;� assuring� quality� of� care

Upskill� staff� to� work

in� CC� wards�

G&A� staff� and� staff� from� other� clinical� s

pecialities� are� given� basic� training� to� wo

rk� in� CC� wards.�

덴마크,� 독일,� 이태리,� 노르웨이,�

스위스
Yes

Assuring� the� quality� of� care;� logi

stical� challenges� of� training� staff

Return� of� former� healt

hcare� staff

Individuals� who� recently� worked� in� the� h

ealth� system� are� asked� to� return� for� the�

duration� of� the� pandemic.�

오스트리아,� 덴마크,� 프랑스,� 독

일,� 이태리,� 룩셈부르크,� 노르웨

이,� 스페인,� 스위스,� 영국

Yes

Risk� of� morbidity� and� mortali� y� f

or� elderly� staff;� logistical� challen

ges� of� appointing� and� training� s

taff;� assuring� the� quality� of� car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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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escription

Countries� that

implemented/

considering

implementation

Modelled

in� J-IDEA

planner

Considerations�

(not� exhaustive)

Deployment� of� newly�

qualified� and� final� year�

medicine� and� nursing� s

tudents

Final-year� medical� and� nursing� students�

may� have� their� qualification� process� acce

lerated� to� enable� them� to� start� working�

immediately

덴마크,� 프랑스,� 독일,� 이태리,�

룩셈부르크,� 노르웨이,� 스페인,�

스위스,� 영국

Assuring� the� quality� of� care;� logi

stical� challenges� of� appoint� ng� a

nd� training� staff�

Deployment� of� internat

ional� doctors� at� the� fi

nal� stage� of� their� conv

ersion� assessment

Doctors� who� qualified� overseas� often� mu

st� take� additional� exams� to� practise� in� a�

new� country.� For� those� who� are� close� t

o� the� end� of� this� process� could� be� accel

erated� or� the� final� stages� waived.

덴마크,� 이태리,� 스페인 Yes

Logistical� challenges� of� appointin

g� and� training� staff;� assuring� th

e� quality� of� care

Procurement� and� dona

tions� of� ventilators

Additional� ventilators� are� purchased� from�

existing� manufacturers,� other� manufactur

ers� are� requested� to� manufacture� ventila

tors,� and� donations� are� solicited.

오스트리아,� 벨기에,� 덴마크,� 프

랑스,� 독일,� 이태리,� 룩셈부르크,�

노르웨이,� 스페인,� 스웨덴,� 영국

Yes
Financial� and� regulatory� challeng

es;� assuring� quality� of� care

Procurement� and� dona

tions� of� additional� Pers

onal� Protective� Equipm

ent� (PPE)

Manufacturing� of� additional� PPE,� to� ens

ure� that� frontline� staff� are� sufficiently� pr

otected.

오스트리아,� 벨기에,� 덴마크,� 프

랑스,� 이태리,� 노르웨이,� 스페인,�

스웨덴,� 영국

No
Financial� and� regulatory� challeng

es;� assuring� quality� of� care

Efficient� redistribution�

of� PPE� across� hospitals

PPE� is� redistributed� across� hospitals� to� o

vercome� any� issues� with� over� and� under

-allocation

벨기에,� 덴마크,� 프랑스,� 노르웨

이,� 스페인,� 스웨덴,� 영국
No

Logistical� and� organisational

challenges

Export� ban� on� PPE

Ban� on� the� export� of� PPE� that� a� countr

y� has� in� stock� or� that� is� newly� manufact

ured.

프랑스,� 독일� ,� 이태리,� 스위스,�

영국
No Political� considerations�

Financial� aid� to� hospita

ls� to� purchase� addition

al� resources

Emergency� funding� provided� for� hospital

s� to� procure� necessary� resources.
벨기에,� 독일,� 이태리,� 영국 No Political� consideration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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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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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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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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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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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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0호 ž COVID-19 팬데믹 시기의 개인보호장비 공급에 관하여(JAMA, 20.03.28)

41호 ž 감염병 비상사태에서의 1차 의료기관의 역할은? : 싱가포르 PHPC 사례를 기반으로

42호 ž 과총, 코로나19 이후의 변화를 논의하는 온라인 토론회 개최: 코로나19가 가져올 과학기술·사회·경제적 변화를 조망한다
ž 과학기술계,‘코로나19 사태를 대처하는 정신건강 대책 권고안’발표 “10가지 권고안 실천으로 마음건강을 돌보세요”

43호 ž 각국의 COVID-19 대응에 관한 비교 연구(Oxford University, 20.03.31)

44호 ž WHO Coronavirus disease 2019 (COVID-19) Situation Report – 73 
ž COVID-19에 대한 유럽 11개국의 비약물적 개입이 가져온 영향과 감염자 수를 측정하기 위한 연구

45호 ž COVID-19 대유행 : 역학적 관점에서 다시 제기된 의료용 마스크 논쟁에 관한 정리

46호 ž COVID-19 유행 중 감염력의 시간 변동 (Temporal variation in transmission during the COVID-19 outbreak)
ž COVID-19 time-dependent reproduction rate 산출 홈페이지 소개

47호 ž 세계 각국의 대응정책 소개(일본, 영국)

48호 ž 코로나바이러스(COVID-19): 도시 정책을 중심으로

49호 ž 세계 각국의 대응정책 소개(스웨덴, 독일)

50호 ž 세계 각국의 대응정책 소개(스페인, 이탈리아)

51호 ž 세계 각국의 대응정책 소개(미국, 프랑스)

52호 ž 정부개입의 단계적 완화와 관련한 고려사항(ECDC. 20.04.08)

53호 ž 세계 각국의 대응정책 소개(스위스, 네덜란드)

54호 ž 세계 각국의 대응정책 소개(캐나다, 인도네시아)

55호 ž COVID-19 감시체계 전략

https://www.who.int/docs/default-source/coronaviruse/situation-reports/20200402-sitrep-73-covid-19.pdf?sfvrsn=5ae25bc7_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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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6호 ž 지역사회에서의 마스크 사용: 마스크 사용으로 무증상 감염자와 증상이 발현되지 않은 환자로부터 COVID-19
  전염을 막을 수 있는지에 관하여(ECDC)

57호 ž COVID-19에 대응하여 마스크를 사용하는 법에 대한 조언(WHO, 20.04.06)

58호 ž WHO : COVID-19에 대한 오해와 진실(2)

59호 ž COVID-19에 대응하는 국가 전략(WHO, 20.04.14.)

60호 ž Strengthening hospital capacity for the COVID-19 pandemic J-IDEA pandemic hospital planner(Imperial 
College London, 2020.04.17.)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