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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외 발생현황

□ 전세계 (2020. 4. 5. 10시 기준)

- 전날보다 186,918명의 추가 환자 보고되어 1,201,591명(전일 대비 18.4% 증가) 환자 보고

- 이 중, 64,703명 사망하여 치명률은 5.4%

- 국가별 코로나19 발생현황(하이퍼링크) 

그림 1. 신고일 기준 유행곡선 (2020.4.4. 기준, WHO)  

- 지난 24시간 내 신규 보고 및 WHO 위험 평가 

   

지난 24시간 내 신규 보고
확진 사망

기존 신규 기존 신규
전세계 1,051,635명 79,332명 56,985명 6,664명

서태평양 110,362명 1,432명 3,809명 49명
유럽 583,141명 41,333명 42,334명 5,231명

동남아시아 6,528명 647명 267명 22명
동지중해 65,903명 3,667명 3,592명 154명
아메리카 279,543명 32,070명 6,802명 1,202명
아프리카 5,446명 183명 170명 6명

WHO 위험 평가
낮음 보통 높음 매우 높음

국제 수준

              ※ WHO Situation Report(4.4)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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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서울 부산 대구 인천 광주 대전 울산 세종 경기 강원 충북 충남 전북 전남 경북 경남 제주 검역 합계

소계 24 0 7 2 1 1 0 0 10 3 0 0 1 0 4 1 3 24 81

 표 2. 지역별 코로나(COVID)-19 신규환자 발생현황

국내 발생현황

□ 전국 (2020.4.5.10시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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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전일 대비 81명*의 추가 확진환자가 보고되어 총 10,237명(6,463명 격리해제)의 환자 보고

  * 경기 10명, 검역 24명, 서울 24명, 대구 7명, 경북 4명, 강원 3명, 제주 3명, 인천 2명, 광주 1명, 대전 1명, 전북 1명, 경남 1명

       * 전일 0시 기준 – 금일 0시 기준

- 오늘까지 총 461,233명에게 검사를 시행했으며 이 중 431,425명이 검사결과 음성으로 판정받았고, 19,571명이 

검사 진행 중임

그림 2. 코로나(COVID)-19 전국 확진자 추이(20.4.5.10시 기준, 경기도감염병관리지원단) 

그림 3. 코로나(COVID)-19 전국 확진자 누적(20.4.5.10시 기준, 경기도감염병관리지원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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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4. 코로나(COVID)-19 전국 검사자 추이(20.4.5.10시 기준, 경기도감염병관리지원단)

그림 5. 코로나(COVID)-19 전국 검사자 누적(20.4.5.10시 기준, 경기도감염병관리지원단)

□ 경기도 확진환자 현황(2020.4.5.10시 기준)

확진환자 현황 확진환자의 경기도민 접촉자 현황
확진환자(격리중) 360 격리중 4,750
퇴원자(격리해제) 208

격리해제 9,049사망자 7
 계 575 계 13,799

그림 6. 코로나(COVID)-19 경기도 확진자 추이(20.4.5.10시 기준, 경기도감염병관리지원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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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7. 경기도 확진자 성별ž연령별 현황 20.4.5.10시 기준, 경기도감염병관리지원단) 

그림 8. 경기도 31개 시군 확진자 현황(20.4.5.10시 기준, 경기도감염병관리지원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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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9. 경기도 확진자 증상발현일부터 확진까지 소요일 분포(20.4.5.10시 기준, 경기도감염병관리지원단) 

그림 10. 경기도 감염경로별 유행곡선*(20.4.5.10시 기준, 경기도감염병관리지원단)
* 추후 역학조사 결과 등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 경기도 추가 확진자 세부현황(4.4.0시~4.5.0시)

연번 전국번호 성별 출생연도 발생경위 확진일자 격리병원 지역

563 확인중 여 ′67  ’20.3.2,~20.4.3일까지 해외방문(미국), 두통 등 증상발현, 보건소 선별진료 4.4 성남의료원 성 남

564 확인중 여 ′98  ’20.3.19일까지 해외유학(프랑스), 비염 등 증상발현, 보건소 선별진료 4.4 수원병원 수 원

565 확인중 여 ′78  확진자의 접촉자로 추정, 기침 및 근육통 등 증상발현, 의료기관 선별진료   
 (의정부성모병원) 4.4 수원병원 용 인

566 확인중 남 ′82  9928번 환자의 접촉자 (평택 확진자) 4.4 안성병원 평 택

567 확인중 여 ′93  ’20.3.31일까지 해외방문(필리핀), 발열, 근육통 등 증상발현, 보건소 선별진료 4.4 성남의료원 성 남

568 확인중 여 ′95  ’20.3.5.~3.27일까지 해외방문(미국), 후각 상실 등 증상발현, 보건소 선별진료 4.4 성남의료원 성 남

569 확인중 여 ′89  9928번 환자의 접촉자 (평택 확진자) 4.4 안성병원 평 택

570 확인중 남 ′90  8600번 환자의 접촉자 (서울 큐로모터스) 4.4 안성병원 평 택

571 확인중 남 ′64  ’20.3.29일 오한 등 증상 발현으로 의료기관 선별진료 4.4 파주병원 고 양

572 확인중 남 ′47  9742번 환자의 접촉자 (의정부성모병원) 4.4 명지병원 의정부

573 확인중 여 ′95  ’19.1월~’20.4.1일 해외방문(미국), 특별한 증상발현 없음, 보건소 선별진료 4.4 의정부병원 고 양

574 확인중 남 ′94  ’19.3.1.~’20.4.2일 해외방문(미국), 후각 상실 등 증상 발현으로 보건소 선별진료 4.4 수원병원 시 흥

575 확인중 여 ′95  확진자의 접촉자로 추정, 기침 및 인후통 등 증상발현, 의료기관 선별진료  
 (의정부성모병원) 4.4 의정부병원 의정부

※ 추후 역학조사 결과 등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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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외 뉴스 

□ 국외

- 트럼프 "이건 전쟁이다"...美 코로나 확진 30만명 넘어

- 미국은 어쩌다 코로나19 확진자 세계 1위가 됐나

- 스페인 '코로나19' 확진자 수 이탈리아 넘어서 세계 2위

- 일본 코로나19 확진 368명 늘어 4천209명…닷새 연속 최다

- 日산케이신문도 "한국 진단키트 주목"…코로나19 대응 소개

□ 국내  

- 방대본, 코로나19 고위험군에 '흡연자' 추가

- 미군 72명 국내 검사기관서 코로나19 확진 판정

- 서울아산병원서 두번째 확진… 첫 확진자 같은 병실 아이 母

- 의정부성모병원 입원 50대 장애인, 코로나 확진 하루뒤 사망

- 코로나 확진 유학생, 해열제 다량 복용 후 韓·美 검역 뚫어

- WSJ "코로나19 위기 영웅은 보건 당국자"…정은경 본부장 호평

- 5일부터 코로나 관련 자가격리 방침 강화… 위반시 최대 징역 1년

- 코로나19 혈장치료 효과보려면 "완치자 혈액 기증·확보가 관건“

- “동료여 편히 쉬시라” 코로나19 의료진 사망에 대구·경북의사회 애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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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외 정책 동향

COVID-19 유행 중 감염력의 시간 변동

Temporal variation in transmission during the COVID-19 outbreak
       
편집자 주 : 런던 위생열대의학 대학(London School of Hygiene & Tropical Medicine) 연구진이 

COVID-19의 감염력을 실시간 분석하여 제시하는 홈페이지를 소개함. 자세한 산출 방법은 홈페이지 내용을 

참고하기 바람.  https://epiforecasts.io/covid/

목표

국가별/국가내 지역별  COVID-19 유행 과정에서의 재생산 지수(reproduction number),  확산율(rate of 

spread), 배가 시간(doubling time)의 변화를 제시함. 사례보고 지연으로 인한 잠재적 편향은 존재함.

요약

Ÿ 유럽 질병 통제 센터에서 보고한 확인된 사례 수를 매일 국가 수준에서 수행한 모든 분석에 사용함. 

Ÿ 발병일과 확진일을 이용할 수 있는 공개된 라인리스트에서 모든 발병 사례를 사용하여, 발병 지연 확인 

분포로 발병 확인 날짜를 변환하여 발병일을 추정함. 감염일은 5일의 잠복기의 중간값을 사용하여 추정.

Ÿ 증상 발생이 있었지만 아직 확인되지 않은 사례는 right-censoring을 통해 현재 날짜에 가까운 사례 발병 

수를 확대하여 조정함. 이는 이미 발병한 사례가 발병에서 확진까지의 분포에 의해 주어진 특정 시점에

서의 발병 확률을 이항 분포에서 도출된다고 가정한 것임.

Ÿ EpiEstim을 사용하여 시간에 따른 유효 재생산 추정값(effective reproduction estimates)을 산출함. 

EpiEstim에서는 유입된 환자수를 고려하여 조정하고, 예측(nowcast) 1일 전을 이용하여 시간 간격

(window)을 최적화하며, 평균 4.7일 (95 % CrI : 3.7, 6.0) 및 표준 편차 2.9일 (95 % CrI : 1.9)로 

serial interval을 가정함.

Ÿ 배가 시간의 Time-varying 추정치는 지수 회귀 모델을 반복적으로 적합화(fitting)하여 7일 시간 간격

(sliding window)로 만들어짐.

제한점

Ÿ 진단 기능 및 테스트 프로토콜은 국가/지역마다 다를 수 있으므로 보고된 수치에 불확실성이 추가됨. 

모델에 반영된 확진자 수 중 실제 환자수는 지리적으로 매우 다양함.

Ÿ 예상 발생일은 증상 발생에서 확인까지의 지연에 대한 사용 가능한 데이터를 사용하여 도출되며, 많은 

지역에서 이 데이터는 발생이 시작되는 동안에만 사용할 수 있음. 이 조기 유행 데이터(early outbreak 

data)는 지연 분포를 대표하지 않을 수도 있으며, 이는 발생 단계에 따라 변경될 수도 있음. 

Ÿ 최근 확인된 사례 수를 scale up을 위해 사용되었지만 아직 확인되지 않은 사례의 추정치는 불확실하며, 

발생 과정에서 일정하게 유지되는 확인 지연 때문임.

Ÿ 이러한 결과는 testing effort에 영향을 받고, testing effort의 증가 및 감소는 각각 재생산 지수 추정치를 

증가 및 감소시킴(자세한 설명은 방법 참조).

Ÿ 국제적인 보고 지연이 가정되었음. 보고 지연은 국가마다 그리고 국가내에서도 다를 수 있으므로 이 가정은 

bias를 가져올 수 있음. 

Ÿ 하루에 100건 이상의 사례가 보고된 경우 국가만 포함하였으며, 국가 내 지역은 하루에 40 건 이상의 

사례가보고 된 경우만 포함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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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1: Cases with date of infection on the 2020-03-24 and the time-varying 

estimate of the effective reproduction number (light bar = 90% credible interval; 

dark bar = the 50% credible interval.). Regions are ordered by the number of 

expected daily cases and shaded based on the expected change in daily cases. The 

dotted line indicates the target value of 1 for the effective reproduction no. 

required for control and a single case required for elimin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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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에 대한 분석(2020.03.24. 까지)

Table 1: Latest estimates (as of the 2020-03-24) of the number of cases by date 

of infection, the expected change in daily cases, the effective reproduction 

number, the doubling time, and the adjusted R-squared of the exponential fit. The 

mean and 90% credible interval is shown for each numeric estimate.

Figure 1: A.) Cases by date of report (bars) and their estimated date of infection. 

B.) Time-varying estimate of the effective reproduction number. Light ribbon = 

90% credible interval; dark ribbon = the 50% credible interval. Estimates are 

shown until the 2020-03-24.Dark grey ribbon = 50% credible interval. Confidence 

in the estimated values is indicated by translucency with increased translucency 

corresponding to reduced confiden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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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2: A.) Time-varying estimate of the rate of spread, B.) Time-varying 

estimate of the doubling time in days (note that when the rate of spread is 

negative the doubling time is assumed to be infinite), C.) The adjusted R-squared 

estimates indicating the goodness of fit of the exponential regression model (with 

values closer to 1 indicating a better fit). Estimates are shown until the 

2020-03-24. Light ribbon = 90% credible interval; dark ribbon = the 50% credible 

interval. Confidence in the estimated values is indicated by translucency with 

increased translucency corresponding to reduced confiden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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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 정책 동향

COVID-19 time-dependent reproduction rate 산출 홈페이지 소개
http://covid19.mi2rl.co/ 에서 전국, 시도별 Time-dependent reproduction rate을 산출하여 제시하고 있음

Ÿ 아래 그림 결과는 2020-04-04 10:00 업데이트된 것이며 2020-04-03 10:00 데이터 기준임

Ÿ 산출방법은 MI2RL papger : https://www.medrxiv.org/content/10.1101/2020.03.19.20039347v1 참고

Ÿ 작성자는 COVID-19 time-dependent reproduction rate (Rt) in South Korea @ MI2RL, AMC, UoU

전국 기준 산출 값은 아래 기준에 따름

Ÿ Generation time: assumed by a gamma distribution width a mean 4.0 days and a standard 

deviation of 2.0 days.

Ÿ Data from http://cdc.go.kr

Ÿ Rt modeling: R package "R0"

Ÿ Related artice: https://github.com/mi2rl/COVID-19_Rt

시도별 기준 산출 값은 아래 기준에 따름

Ÿ Data for the "Imported" cases are from March 17th, 2020.

Ÿ There could be unidentified imported cases incorporated in any of the provinces until March 16th, 2020. 

(The cumulated imported cases until March 17th, 2020 was 54, according to KCDC press release, 

but we are not aware of in which date or provinces those 54 cases are incorporated.)

Ÿ There could be delays in confirmation and classification.

Ÿ It may not be appropriate to treat the "Imported" cases as if they are another province, thus 

one should be very cautious to report an Rt value in imported cases.

Ÿ Rt is analyzed until the day before the last day of KCDC press release.

Ÿ Generation time: assumed by a gamma distribution width a mean 3.96 days and a standard 

deviation of 4.75 days.

Ÿ R statistics software version 3.6.3 (R Foundation for Statistical Computing, Vienna, Austria) and the 

R0 package2, Obadia T, Haneef R, Boelle PY. The R0 package: a toolbox to estimate reproduction 

numbers for epidemic outbreaks. Bmc Medical Informatics and Decision Making 2012;12.

Ÿ 자료원 : 질병관리본부 http://ncov.mohw.go.kr/, 코로나19(COVID-19) 실시간 상황판 https://coronaboard.kr/

그림 1. http://covid19.mi2rl.co/ 에서 제시한 4.3 기준 경기도 Rt값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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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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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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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④ 보호복 착탈의 Level D 실습 교육영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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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3호 ž COVID-19를 준비하고 대응하기 위한 임시지침 (WHO, 20.03.07.)

- 보고서 호수별 수록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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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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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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COVID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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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