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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외 발생현황

□ 전세계 (2020.6.3.10시 기준)

- 전날보다 112,560명의 추가 환자 보고되어 6,372,447명(전일 대비 1.7% 증가) 환자 보고

- 이 중 379,709명 사망하여 치명률은 5.9%

- 국가별 코로나19 발생현황(하이퍼링크) 

그림 1. 신고일 기준 유행곡선 (2020.6.2. 기준, WHO)

- 지난 24시간 내 신규 보고 및 WHO 위험 평가 

   

지난 24시간 내 신규 보고
확진 사망

기존 신규 기존 신규
전세계 6,194,533명 113,198명 376,320명 4,242명

아프리카 108,121명 3,879명 2,700명 62명
아메리카 2,905,432명 64,718명 163,248명 1,820명
동지중해 536,148명 16,011명 12,899명 272명

유럽 2,175,941명 16,150명 182,416명 1,824명
동남아시아 283,845명 11,333명 8,000명 257명

서태평양 184,305명 1,107명 7,044명 7명

WHO 위험 평가
낮음 보통 높음 매우 높음

국제 수준

              ※ WHO Situation Report(6.2.) 참조

            

https://en.wikipedia.org/wiki/COVID-19_pandemi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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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 발생현황

□ 전국 (2020.6.3.0시 기준)

 ※국내 발생 현황은 오전 10시에 배포되는 질병관리본부 보도자료를 기준으로 작성됩니다.

- 전일 대비 49*명의 추가 확진 환자가 보고되어 총 11,590명(10,467명 격리해제)의 환자 보고

  * 서울 19명, 인천 17명, 경기 12명, 대구 1명

       * 전일 0시 기준 – 금일 0시 기준

- 오늘까지 총 945,262명에게 검사를 시행했으며 이 중 917,397명이 검사 결과 음성으로 판정받았고 27,865명이 

검사 진행 중임

그림 2. 코로나(COVID)-19 전국 확진자 추이(20.6.3.10시 기준, 경기도감염병관리지원단)

그림 3. 코로나(COVID)-19 전국 확진자 누적(20.6.3.10시 기준, 경기도감염병관리지원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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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계 19 0 1 17 0 0 0 0 12 0 0 0 0 0 0 0 0 0 49

 표 1. 지역별 코로나(COVID)-19 신규환자 발생현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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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4. 코로나(COVID)-19 전국 검사자 추이(20.6.3.10시 기준, 경기도감염병관리지원단)

그림 5. 코로나(COVID)-19 전국 검사자 누적(20.6.3.10시 기준, 경기도감염병관리지원단)

□ 경기도 확진환자 현황(2020.6.3.10시 기준)

확진환자 현황 확진환자의 경기도민 접촉자 현황
확진환자(격리중) 197 격리중 5,345
퇴원자(격리해제) 665

격리해제 20,744사망자 19

 계 881 계 26,089

그림 6. 코로나(COVID)-19 경기도 확진자 추이(20.6.3.10시 기준, 경기도감염병관리지원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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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7. 경기도 확진자 성별ž연령별 현황(20.6.3.10시 기준, 경기도감염병관리지원단)

그림 8. 경기도 31개 시군 확진자 현황(20.6.3.10시 기준, 경기도감염병관리지원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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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9. 경기도 확진자 증상발현일부터 확진까지 소요일 분포(20.6.3.10시 기준, 경기도감염병관리지원단)

그림 10. 경기도 감염경로별 유행곡선*(20.6.3.10시 기준, 경기도감염병관리지원단)

* 추후 역학조사 결과 등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 경기도 추가 확진자 세부현황(6.2.0시~6.3.0시)

 ※ 추후 역학조사 결과 등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연번 전국
번호 성별 출생

연도 발생경위 확진
일자 격리병원 지역

870 확인중 남 ′67 11483번 환자의 접촉자 (안양‧군포 목회자 모임) 6.2. 파주병원 안 양

871 확인중 여 ′93 11517번 환자의 접촉자 (인천 개척교회 관련) 6.2. 파주병원 부 천

872 확인중 남 ′64 11517번 환자의 접촉자 (인천 개척교회 관련) 6.2. 파주병원 부 천

873 확인중 남 ′96 11517번 환자의 접촉자 (인천 개척교회 관련) 6.2. 파주병원 부 천

874 확인중 남 ′55 ’20.6.1일 발열 및 근육통 등 증상발현, 보건소 
선별진료 6.2. 파주병원 용 인

875 확인중 여 ′09 11453번 환자의 접촉자 (안양‧군포 목회자 모임) 6.2. 파주병원 군 포

876 확인중 여 ′11 11453번 환자의 접촉자 (안양‧군포 목회자 모임) 6.2. 파주병원 군 포

877 확인중 여 ′85 11515번 환자의 접촉자 
(인천 부동산 집단감염 관련) 6.2. 안성병원 김 포

878 확인중 남 ′62 11517번 환자의 접촉자 (인천 개척교회 관련) 6.2. 파주병원 부 천

879 확인중 남 ′07 11502번 환자의 접촉자 (인천 개척교회 관련) 6.2. 파주병원 화 성

880 확인중 여 ′48 ’20.6.2일 발열 및 기력손실 등 증상발현, 보건소 
선별진료 6.2. 파주병원 남양주

881 확인중 남 ′59 11480번 환자의 접촉자 (안양‧군포 목회자 모임) 6.2. 격리예정 군 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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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외 뉴스 

□ 국외

- 대규모 시위가 코로나 재확산에 불 붙여...美 봉쇄 해제 ‘도루묵’

- 美, 일일 신규 확진자 2만 명 넘어...50개주, 이동제한 단계적 해제한 봉쇄 완화 2주만에 다시 봉쇄 논의

- 日, 도쿄 코로나 확진 34명 나오자… ‘도쿄 경보’ 첫 발령

- 중국 규격의 KN95 마스크 지급...성능 부실 지적엔 무책임한 입장으로 일관

- 코로나 환자 돌보다 감염 얼굴 검게 변했던 中의사 4개월 투병끝에 결국 사망

- 브라질, 코로나19 확진자 미국에 이어 세계 2위, 100만 명 정점...

- 프랑스, 봉쇄 2단계 해제 돌입…파리 야외 카페 북적

- 中 코로나19 신규확진 1명, 무증상감염 4명

□ 국내  

- 인천 개척교회發 감염 51명으로...정부 “수도권 대유행 우려”

- 확진자 71%가 무증상 상태로 소모임 통한 전파 이어져 불안감 조성

- 쿠팡 물류 센터 확진자 117명, 신규확진자 수도권에 집중되는 현상 뚜렷해져

- 방대본, "종교시설 등을 중심으로 고령층, 기저질환자들에게 확산"돼... 장담할 수 없는 상황까지 고려해야

- 국내 발생 집중된 수도권 ‘불안불안’… "거리두기 강화“

- 방대본 “밀폐·밀접·밀집 ‘3밀 소모임’ 자제해 달라”...종교모임 자제 요청

- 다중이용시설 출입자 관리 위해 QR코드 등 전자출입명부 시스템 전면 도입 예정

- 집단감염 새 발화점 된 개척교회, 방역수칙 철저히 지켜야

- 자가진단시스템마저 먹통… 534개교 3차 등교 연기

- 163개국 질병수당, 한국엔 없어...부천 확진자 37% 아파도 출근

- 코로나 의료진 마음도 돌봐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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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외연구동향

COVID-19 임상 진료 : 예비 가이던스

Clinical management of COVID-19 interim guidance(WHO, 2020.05.27.)
https://www.who.int/publications-detail/clinical-management-of-covid-19

편집자 주 : WHO는 5월27일 clinical management에 대한 업데이트된 guidance를 발표함. 지난 버전에 비해 많은 부분이 

추가되었으며, 60여페이지에 달하는 내용임. 이 중 개발 방법과 권고안만을 번역하여 소개함. 각 권고안에 대한 설명은 

원문에 자세히 나와있으니 참고하기 바람. 또한 최근 BMJ에 실린 Scope, quality, and inclusivity of clinical guidelin

es produced early in the covid-19 pandemic: rapid review(BMJ. 2020 May 26;369:m1936. doi: 10.1136/bmj.m193

6.)에는 COVID-19 관련 가이드라인을 정리하여 소개하고 있음.

방법

이 문서의 원본 버전은 International Forum for Acute Care Trialists(InFACT), International Severe Acute Respirat

ory and Emerging Infection Consortium (ISARIC) 및 Surviving Sepsis Campaign과의 협의를 통해 개발되었다.   

이 문서는 MERS-CoV 감염이 의심될 때 중증 급성 호흡기 감염의 임상 관리에서 적용되어 만들어졌으며, 버전 1.3이다.

COVID-19 임상 지침의 세 번째 버전을 개발하기 위해 여러 전문 분야와 모든 지역에 걸쳐 광범위한 전문 지식을 갖춘 

개인으로 구성된 공식 가이드 라인 개발 그룹(GDG)을 구성했다. 기밀 유지 및 이해 선언은 수집 및 검토되었으며 이해 

상충은 확인되지 않았다.

급속히 진행된 일정과 넓은 가이드 라인의 범위 때문에 공식 GRADE 프로세스(PICO 질문; 체계적인 검토; 가치와 선호도에 

대한 공식 문서화, 비용, 자원 및 타당성 고려 사항 통합)를 수행하는 것은 불가능했다. 검토 주제는 MERS에 대한 WHO 

임시 지침에서 비롯되었지만 COVID-19는 스크리닝에서 재활에 이르기까지 질병의 전체 스펙트럼을 반영하도록 크게 

확대되었다. 과학계의 조정 하에 공표된 증거는 신속하게 체계적인 검토를 거쳐 GDG에 사전 배포되었다. WHO 운영위원회는 

처음에 이러한 검토 및 주 2회 임상 네트워크 원격 회의에 참여하는 전문 임상의의 의견을 바탕으로 중재에 대한 권장 

사항을 작성했다. GDG는 원격 회의(총 12시간)를 통해 4개의 가상 회의를 열어 이전 및 새로운 권장 사항을 모두 논의했다. 

제안된 개정판이 지침에 통합되었다. 최종 버전에 제시된 모든 권장 사항에 대한 합의가 이루어졌다.

권고의 방향과 강도는 공식적인 GRADE 용어(기호의 증거나 모범 사례 진술에 대한 강력하고 조건부 권장)가 아닌 기호를 

사용하여 제시된다.

 녹색 기호는 중재를 지지하는 강력한 권장 사항 또는 best practice를 나타낸다.

 RED 기호는 중재에 반대하는 권장 사항 또는 best practice를 나타낸다.

 노란색 기호는 중재에 유리한 조건부 권장 사항 또는 구현시 특별한 주의가 필요한 권장 사항을 나타낸다.

이 지침은 COVID-19 환자에게 양질의 치료를 제공하기 위해 돌보는 일선 임상의의 요구를 충족시키기 위해 크게 확대되었다. 

다음 섹션은 완전히 새로워졌다 : COVID-19 care pathway, treatment of acute and chronic infections, management 

of neurological and mental manifestations, noncommunicable diseases, rehabilitation, palliative care, ethical priniciples, 

and reporting of death. 나머지 섹션은 실질적으로 확장되었다. 전체 목록은 아니지만 다음 내용은 몇 가지 주요 변경 사항이다.

• transmission-based precautions(격리 포함)을 중단하고 COVID-19 care pathway에서 해제하는 기준 : 증상이 있는 

환자는 증상 발생한 후 10일 및 증상 없이 3일 이상(발열 및 호흡기 증상 없음)인 경우

• 급성 co-infections의 치료 : 경증 COVID-19가 의심되거나 확진된 경증의 경우에서 항생제 요법 또는 예방적 사용에 대해, 

중등도 COVID-19가 의심되거나 확진된 경우에서 세균 감염이 임상적으로 의심되지 않는 한 항생제를 처방해서는 안된다.

• 합병증 예방 : COVID-19로 입원한 환자(성인 및 청소년)에서는 금기 사항이 아닌 경우 venous thromboembolis을 

예방하기 위해 현지 및 국제 표준에 따라 저분자량 헤파린(예 : enoxaparin)과 같은 약리학적 예방을 사용하는 것을 

https://www.who.int/publications-detail/clinical-management-of-covid-19
http://10.1136/bmj.m19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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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고한다. 금기 사항이 있는 사람들은 mechanical prophylaxis (intermittent pneumatic compression devices)을 사용한다.

그리고 중요하게 남아 있는 주요 권장 사항은 다음과 같다.

• 항바이러스제, 면역 조절제 및 기타 보조 요법 : WHO는 목록에 있는 약물을 임상 시험의 맥락 밖에서 COVID-19의 

치료 또는 예방으로 투여하지 말 것을 권장한다.

• 코르티코 스테로이드와 COVID-19 : WHO는 바이러스성 폐렴의 치료에 전신 코르티코 스테로이드의 일상적인 사용을 

권장하지 않는다.

COVID-19 환자 및 SARS, MERS, 패혈증 및 ARDS(Adult Respiratory Distress Syndrome 성인호흡곤란증후군) 등을 

포함한 기타 바이러스 감염 환자의 임상 관리 경험이 있는 의료 전문가 패널에 의해 개발된 이 지침은 생존 가능성을 

극대화하기 위해 최적화된 임상 치료를 위한 기반으로 사용되어야 한다. 이 지침은 무작위 통제 시험(RCT)의 일환으로 

임상 시험 치료 개입의 중요성을 강조한다. 질문은 제목 줄에 ‘COVID-19 clinical question’라고 적어서 EDCARN@who.int로 

이메일을 보내주시기 바란다.

2. COVID-19 care pathway(부록1 참조)

 COVID-19 care pathway는 지역, 지역 및 국가 차원에서 설정하는 것이 좋다. COVID-19 care pathway는 COVID-19가 

의심되거나 확진된 사람을 위한 것이다.

 증상 평가를 포함하여 표준화된 사례 정의에 근거하여 선별된 후 의심 사례에 대한 기준을 충족하는 사람은 COVID-19 

care pathway에 들어간다.

• 일부 상황에서는 의심 사례를 "persons or patients under investigation"(PUI)라고 할 수 있다.

• Probable cases는 SARS-CoV-2에 대한 검사가 결정적이지 않거나 이용이 가능하지 않은 suspected cases이다.

• 확진자(Confirmed cases)는 COVID-19의 실험실 검사로 확인된 사람이다.

 다음과 같이 transmission-based precautions(격리 포함)을 중단하고 COVID-19 care pathway에서 해제한다.

• 증상이 있는 환자 : 증상이 발생한 후 10일 및 증상없이 3일 이상(발열 및 호흡기 증상 없음)

• 무증상 환자 : 검사 양성 후 10일

3. Screening and triage : COVID-19 환자의 조기 발견

 COVID-19 suspected or confirmed cases를 식별하기 위해 보건의료 시스템의 first point of contact에서 해당되는 

모든 사람을 검사하는 것을 권고한다.

 지역 사회 환경에서 지역 사회 보건 요원은 의심되는 경우 COVID-19 care pathway(필요한 경우 의뢰를 포함)를 

활성화하는 동안 다른 흔한 질병 및 위험 징후를 인식하고 치료하기 위해 일반적인 프로토콜을 계속 따라야 한다. 

COVID-19 유행과 관련하여 봉사 활동 및 캠페인을 포함한 지역 사회 기반 건강 관리(Community-based health 

care)에 관한 WHO/IFRC/UNICEF 지침을 참조하시오.

 보건의료 시설에서는 선별 및 격리 후 표준화된 선별 도구(예 : Interagency Integrated Triage Tool)를 사용하여 

COVID-19가 의심되는 환자를 분류(triage)하고 질병 심각도를 결정하기 위해 환자를 평가해야 한다(표 2 참조).

• WHO/ICRC 기본 응급 치료에 설명된 대로 체계적인 접근 방식을 사용하여 급성질환에 대한 시의 적절한 치료를 

시작해야 한다.

• 초기 평가, 진료 및 안정화 후, 환자를 적절한 의료시설로 의뢰한다 : 환자의 의료적 수요와 care pathways에 따라 

의료기관(critical care unit or ward), 다른 형태의 의료시설, 지역사회 시설이나 가정.

4. 적절한 IPC(Infection prevention and control) 조치의 즉각적인 이행

 환자를 위한 지침

의심되는 환자에게 의료용 마스크를 착용하고 환자를 별도의 공간(가능한 경우 격리실/지역)으로 안내. 환자 사이에 최소 

1m의 거리 유지. 모든 환자에게 기침이나 재채기시 코나 입을 가리거나 팔꿈치로 가리도록 지시하고, 밀폐된 쓰레기통에 

사용 후 즉시 안전하게 폐기하며 호흡기 분비물과 접촉한 후 손 위생 수행

 표준 예방 조치 적용

 접촉 및 비말 예방 조치 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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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에어로졸 발생 절차 수행 시 공기 주의(airborne precautions) 사항 적용

5. 실험실 진단

 모든 의심되는 사례에 대해 RT-PCR으로 시험하기 위한 상부 호흡기(URT) 표본(비 인두 및 구강 인두)을 수집하고, 

임상 의심이 남아 있고 URT표본이 음성인 경우 하부 호흡기(LRT)에서 expectorated sputum, or endotracheal   

aspirate/bronchoalveolar lavage in ventilated patient 표본을 수집하는 것을 권고한다. 또한 임상적으로 지시될 때 

다른 호흡기 바이러스 및 박테리아에 대한 검사를 고려해야 한다.

 COVID-19의 최근 감염 진단을 위한 SARS-CoV-2 항체 검사는 권장하지 않는다.

 지역적 역학 상황 및 임상 증상에 따라 적절한 다른 질환(예 : 말라리아, 뎅기열, 장티푸스)을 검사하는 것을 권고한다.

 중증 또는 고위험군 COVID-19 환자의 경우 항생제 치료 전 혈액 배양을 시행한다.

6. Management of mild COVID-19: symptomatic treatment 

 경증 COVID-19가 의심되거나 확인된 환자는 확립된 COVID-19 care pathway에 따라 바이러스 전파를 방지하기 

위해 격리하는 것을 권고한다. 격리는 designated COVID-19 health facility, community facility or at home(self-isolation)에서 

시행될 수 있다. 

 경증 COVID-19 환자에게는 열 및 통증에 대한 해열제, 적절한 영양 섭취 및 적절한 수분 공급과 같은 대증 치료를 

권고한다.

 경증 COVID-19 환자에서 합병증의 징후와 증상이 나타나면 긴급 치료를 시행해야 한다.

 경증 COVID-19 환자에서 항생제 치료나 prophylaxis를 하는 것을 권고하지 않는다. 

7. Management of moderate COVID-19: pneumonia treatment

 중등도 COVID-19(폐렴)가 의심되거나 확인된 환자는 바이러스 전파를 억제하기 위해 격리할 것을 권고한다. 중등도의 

환자는 응급 처치 또는 입원이 필요하지 않을 수 있다. 그러나 모든 의심되거나 확인된 경우에 격리가 필요하다.

• 격리 장소는 확립된 COVID-19 care pathways에 따라 달라지며 health facility, community facility or at home에서 

수행될 수 있다.

• 치료 장소 결정은 사례별로 이루어져야하며 clinical presentation, requirement for supportive care, potential  

risk factors for severe disease, and conditions at home(가정내 취약 집단 존재 여부 포함)에 따라 결정된다.

• 악화 위험이 높은 환자의 경우 병원에서 격리하는 것이 좋다.

 중등도 COVID-19 환자의 질병 진행 징후 또는 증상을 면밀히 모니터링해야 한다. 의료 서비스의 확대가 필요한 

경우 후속 조치를 위한 메커니즘을 제공해야 한다.

8. Management of severe COVID-19: severe pneumonia treatment

 중증 환자를 돌볼 수 있는 모든 영역에는 pulse oximeters, functioning oxygen systems and disposable, single-use, 

oxygen-delivering interfaces (nasal cannula, Venturi mask, and mask with reservoir bag)가 준비되어야 한다.

 응급 징후가 있는 환자와 응급 징후 없이 SpO2<90%인 환자에게 산소 보충 요법을 즉시 시행할 것을 권장한다.

 급속히 진행되는 호흡 부전 및 shock과 같은 임상 악화의 징후가 있는지 환자를 면밀히 모니터링하고 supportive 

care interventions으로 즉시 대응한다.

 Tissue hypoperfusion and fluid responsiveness가 없는 COVID-19 환자의 경우 수액 조절을 신중하게 진행해야 한다.

9. Management of critical COVID-19: acute respiratory distress syndrome (ARDS)

다음 권장 사항은 non-invasive or high-flow nasal oxygen(HFNO) systems으로 치료된 경증 ARDS 환자 및 소아 환자에게 적용된다.

 COVID-19 및 경증 ARDS 환자 중 선택적으로, HFNO, non-invasive ventilation – continuous positive airway  

pressure (CPAP), bilevel positive airway pressure (BiPAP)의 trial이 사용될 수 있다. 경증, 중등도 및 중증 ARDS의 

정의는 표 2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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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 권장 사항은 intubation and invasive mechanical ventilation가 필요한 ARDS 환자 및 소아 환자에게 적용된다.

 호흡 곤란이 있는 환자가 표준 산소 요법 및 advanced oxygen/ventilatory support에 반응하지 않는 경우 progressive 

acute hypoxaemic respiratory failure를 신속히 의심해야 한다.

 기관 내 삽관은 airborne precautions.를 사용하여 숙련되고 경험 많은 의료인이 수행할 것을 권고한다.

다음 권장 사항은 mechanically ventilated adult and paediatric patients with ARDS에게 적용된다.

 mechanical ventilation은 lower tidal volumes(4–8 mL/kg predicted body weight[PBW]) and lower inspiratory 

pressures(plateau pressure<30 cmH2O) 사용을 권고한다.

 중증 ARDS(PaO2/FiO2<150)를 가진 성인 환자의 경우 하루 12–16시간 prone ventilation을 권고한다.

 tissue hypoperfusion and fluid responsiveness이 없는 ARDS 환자의 경우 보수적인 수액 관리 전략을 권고한다.

 중등도 또는 중증 ARDS 환자의 경우, 낮은 PEEP 대신 높은 PEEP trial이 제안되며 benefit과 harm을 고려해야 한다. 

환자의 효과(beneficial or harmful)와 driving pressure에 대해 모니터링하면서 PEEP을 개별적으로 조절할 것을 

제안한다. 

 중등도의 ARDS(PaO2/FiO2 <150) 환자의 경우 neuromuscular blockade by continuous infusion이 일상적으로(ro

utinely) 사용해서는 안된다.

 PEEP의 손실, atelectasis 발생, 의료진의 감염위험 증가를 가져올 수 있으므로, 환자를 인공호흡기에서 분리하면(d

isconnecting) 안된다. 

 과도한 분비물이 있거나 분비물을 제거하는 데 어려움이 있는 경우 airway clearance techniques을 적용을 고려한다. 

이는 의학적으로 적절한 것으로 간주되는 경우에만 수행해야 한다.

다음 권장 사항은 lung protective ventilation strategy가 적절한 산소화 및 인공호흡을 달성하지 못하는 ARDS 환자 

및 소아 환자에게 적용된다.

 Extracorporeal membrane oxygenation(ECMO)에 대한 전문 지식을 갖춘 환경에서, lung protective ventilation

에도 불구하고 refractory hypoxaemia(e.g. including a ratio of partial pressure of arterial oxygen [PaO2] to 

the fraction of inspired oxygen [FiO2] of<50 mmHg for 3 hours, a PaO2:FiO2 of < 80 mmHg for > 6 hours)인 

환자는 전원을 고려해야 한다.

10. Management of critical COVID-19: septic shock

 저혈량증이 없는 상태에서 감염이 의심되거나 확인되고 평균 동맥압(MAP)≥65mmHg 및 lactate 2 mmol/L 이상을 

유지하기 위해 vasopressors가 필요하면 성인의 septic shock를 의심해야한다(표 2 참조).

 저혈압(수축기 혈압[SBP]<5분위 또는 연령이 정상보다 2SD 미만) 또는 다음 중 둘 이상이 있는 소아에서 septic shock을 

의심한다. 서맥 또는 빈맥(유아에서 HR<90 bpm 또는>160 bpm, 어린이에서 HR<70 bpm 또는>150 bpm); prolonged 

capillary refill(> 2 초) 또는 약한 맥박; 빈맥; mottled or cold skin or petechial or purpuric rash; increased 

lactate; oliguria; 고열 또는 저체온증(표 2 참조).

다음 권장 사항은 septic shock가 있는 성인 및 소아 환자를 위한 resuscitation strategies에 관한 것이다.

 성인의 resuscitation for septic shock에서 처음 15-30분 내에 250–500mL의 crystalloid fluid를 rapid bolus로 

투여해야 한다.

 소아의 resuscitation for septic shock을 위해 처음 30-60분 동안 10-20mL/kg crystalloid fluid를 rapid bolus로 

투여해야 한다.

 Fluid resuscitation은 특히 ARDS에서 호흡 부전을 포함한 volume overload를 유발할 수 있다. fluid loading에 

대한 반응이 없거나 volume overload 징후가 나타나는 경우(예 : jugular venous distension, crackles on lung 

auscultation, pulmonary oedema on imaging, or hepatomegaly), 수액 투여를 줄이거나 중단한다. 이 단계는   

hypoxaemic respiratory failure에게 특히 중요하다.

 resuscitation에 hypotonic crystalloid, starch 또는 gelatin을 사용하면 안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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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성인의 경우 fluid resuscitation 중이나 후에 소생시 shock이 지속될 때 vasopressors 를 투여해야 한다. 초기 혈압 

목표는 성인에서 MAP≥ 65 mmHg과 markers of perfusion의 개선이다.

 소아의 경우 two fluid bolus 후에도 fluid overload 징후가 분명하거나 다음과 같은 증상이 지속되면 vasopressors를 

투여해야 한다.

• signs of shock such as altered mental state;

• 서맥 또는 빈맥(유아에서 HR<90 bpm 또는>160 bpm, 어린이에서 HR<70 bpm 또는> 150 bpm);

• prolonged capillary refill (> 2 seconds) or feeble pulses;

• tachypnoea; mottled or cool skin or petechial or purpuric rash; increased lactate; oliguria persists after two repeat boluses.

• 또는 연령에 적합한 혈압 목표를 달성하지 못함

 central venous catheters를 사용할 수 없는 경우, vasopressors를 말초 IV를 통해 투여 할 수 있지만 큰 정맥을 

사용하여 혈관 외 및 국소 조직 괴사의 징후를 면밀히 모니터링한다. 혈관 외 유출이 발생하면 주입을 중단한다.

 Vasopressors는  intraosseous needles을 통해 투여될 수도 있다. fluids and vasopressors로 MAP 목표를 달성

했지만 poor perfusion and cardiac dysfunction의 징후가 지속되면 dobutamine과 같은 inotrope을 고려한다.

11. Prevention of complications in hospitalized and critically ill patients with COVID-19 

 - Thromboembolism

 COVID-19로 입원한 환자(성인 및 청소년)에서는 금기 사항이 없을 때 venous thromboembolism을 예방하기 위해 

현지 및 국제 표준에 따라 low molecular weight heparin (예: enoxaparin)과 같은 약물을 사용하는 것을 권고한다. 

금기 사항이 있는 사람들은mechanical prophylaxis (intermittent pneumatic compression devices)을 사용한다.

 뇌졸중, 심정맥 혈전증, 폐색전증 또는 급성 관상 동맥 증후군과 같은 thromboembolism을 암시하는 징후 또는 증상이 

있는지 모니터링해야 한다. 이들이 임상적으로 의심되는 경우, 적절한 진단 및 관리 경로를 즉시 진행하는 것을 권고한다.

 - 약물 부작용

 COVID-19와 관련하여 사용될 수 있는 약물의 수많은 임상적으로 유의미한 부작용과 약물 간의 상호 작용에 주의를 

기울여야 한다. 이는  COVID-19 증상(including effects on respiratory, cardiac, immune and mental and neurological function)에 

영향을 줄 수 있다. 약동학적 및 약력학적 효과 둘 다를 고려해야 한다.

12. Antivirals, immunomodulators and other adjunctive therapies for COVID-19

 COVID-19의 치료 또는 예방약으로 임상 시험 관련이 아니라면 다음 약물을 투여하지 않는 것을 권고한다.

• Chloroquine and hydroxychloroquine (+/- azithromycin), including but not limited to:

• Antivirals, including but not limited to:

- Lopinavir/ritonavir

- Remdesivir

- Umifenovir

- Favipiravir

• Immunomodulators, including but not limited to:

- Tocilizumab

- Interferon-β-1a

• Plasma therapy

13. Corticosteroid therapy and COVID-19

 바이러스 성 폐렴의 치료를 위해 전신 코르티코 스테로이드의 일상적인 사용을 권장하지 않는다.

14. Treatment of other acute and chronic infections in patients with COVID-19

 - Acute co-infections

다음과 같은 환자에게 권장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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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증 COVID-19가 의심되거나 확인된 환자에서 항생제 요법 또는 예방적 사용은 반대한다. 

 중등도 COVID-19가 의심되거나 확인된 환자에서 세균성 감염이 임상적으로 의심되지 않는 한 항생제를 처방해서는 안된다.

 중증 COVID-19가 의심되거나 확인된 환자에서 clinical judgment, patient host factors and local epidemiology에 

기반하여 empiric antimicrobials 치료가 이루어져야 한다. 이는 가능한 빨리 진행되어야 하고(가능한 초기평가 1시간 안에), 

혈액 배양이 먼저 시행되어야 한다. 항생제 치료는 de-escalation을 위해 매일 평가되어야 한다.  

15. Management of neurological and mental manifestations associated with COVID-19

 - Delirium

 COVID-19 환자의 경우 급성 신경 정신과 응급 상황인 섬망(delirium)을 예방하는 조치를 시행할 것을 권고한다. 

섬망 발생에 대해 표준화된 프로토콜을 사용하여 환자를 평가하고, 원인이 발견되면 근본 원인을 해결하고 적절하게 

치료하기 위한 임상의의 즉각적인 평가가 진행되어야 한다.

 - 정신 건강 및 심리·사회적 지원

 COVID-19가 의심되거나 확인된 모든 사람들에게 그들의 필요와 우려에 대해 질문하고 해결함으로써 기본적인  

정신 건강 및 심리 사회적 지원(mental health and psychosocial support: MHPSS)을 제공할 것을 권고한다.

 COVID-19의 맥락에서 불안과 우울 증상에 대한 즉각적인 식별과 평가가 필요하며 새로운 불안과 우울 증상의 관리를 

위해 심리 사회적 지원 전략과 1차 중재를 시작하는 것을 권고한다.

 심리 사회적 지원 전략을 급성 스트레스 상황에서 수면 문제 관리를 위한 최우선 개입으로 권고한다.

16. Noncommunicable diseases and COVID-19

 COVID19가 의심되고 확인된 환자를 돌보는 경우 환자의 임상 상태에 따라 underlying NCDs에 대한 이전 치료를 

계속하거나 수정하여 진행할 것을 권고한다.

 항고혈압제는 COVID-19 환자에서 일상적으로 중단되어서는 안되지만, 급성 질환이 있는 환자에서 특히 정상적인 

혈압과 신장 기능을 유지하는 것과 관련하여서는 일반적인 고려 사항에 따라 치료를 조정해야 할 수도 있다.

17. Rehabilitation for patients with COVID-19

 다음 환자 그룹의 경우, mobility, functional, swallow, cognitive impairments and mental health concerns를  

정기적으로 평가하고, 이 평가에 따라 퇴원 준비 상태, 재활 및 후속 요구 사항을 결정한다.

• 집중 치료를 받고 있거나 퇴원한 환자;

• 중증인 노인 환자;

• 이러한 장애의 징후를 보이는 환자.

 재활의 필요성이 파악되면, 재활의 필요에 따라 입원 환자, 외래 환자 또는 지역 사회 기반 후속 조치를 진행해야 한다.

 환자의 필요에 따라 post-acute to long term까지 맞춤형 재활 프로그램을 제공해야 한다.

18. Caring for women with COVID-19 during and after pregnancy

 COVID-19의 무증상 전파가 가능할 수 있다는 점을 고려하여 확인된 COVID-19를 가진 사람과 접촉한 병력이 있는 

모든 임산부는 주의 깊게 모니터링하는 것을 권고한다.

 경증 COVID-19가 의심되거나 확인된 임산부 또는 최근 임산부는 급격한 악화 또는 즉시 병원으로 복귀할 수 없는 

경우가 아니라면 병원에서 급성 치료를 필요로 하지 않을 수 있다. 그러나 바이러스 전파를 억제하기 위한 격리가 

권장되며 확립된 COVID-19  care pathways에 따라 의료시설, 지역 사회 시설 또는 가정에서 격리될 수 있다.

 COVID-19가 의심되거나, 가능성이 있거나, 확인된 임산부 및 최근 임산부는 조산사, 산과, 태아 및 신생아 치료뿐만 

아니라 정신 건강 및 심리·사회적 지원을 포함하고 모성 및 신생아 합병증 관리를 대비한 woman-centred, respe

ctful skilled care를 받을 수 있어야 한다. 

 산부인과 및 여성의 선호도에 따라 출산 방법을 개별화해야 한다. WHO는 자연분만 및 제왕 절개를 오로지 의학

적으로 정당화될(justified) 수 있고 모성 및 태아 상태에 근거하여 수행해야한다고 권고한다. COVID-19 양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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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태만으로는 제왕 절개를 해야 하는 것이 아니며, 자연분만 유도에 관한 WHO 권고를 참조해야 한다.

 COVID-19에서 회복되어 COVID-19 care pathways에서 나온 임산부 및 최근 임산부는 적절한 산전, 산후 또는 

유산 후 간호를 받도록 해야 한다. 합병증이 있는 경우 추가적인주의가 필요하다.

19. Feeding and caring for infants and young children of mothers with COVID-19

 COVID-19가 의심되거나 확인된 어머니는 모유 수유를 시작하고 계속하도록 권장해야 한다. 가용한 증거로부터, 

모유 수유의 이점이 전염의 잠재적 위험보다 훨씬 크다는 것을 어머니들에게 조언해야 한다.

20. Caring for older people with COVID-19

 노인에 대해 보건의료 시스템의 first point of access에서 COVID-19 검사를 받고 COVID-19가 의심되는 경우 즉

시 인식되어 확립된 COVID-19 care pathways에 따라 적절히 치료할 것을 권고한다. 이는 노인들이 치료를 받을 

수 있는 모든 환경에서 적용되야 한다. facility-based emergency units, primary care, prehospital care settings 

and LTCFs를 포함하되 이에 국한되지는 않는다.

 COVID-19 환자(예 : desires for intensive care support)에 대한 advance care plan이 있는지 확인하고 그들의 

우선 순위와 선호도를 존중해야 한다.

 치료 계획을 환자의 expressed wishes에 맞게 조정하고 치료 선택에 상관없이 최상의 치료를 제공해야 한다.

 COVID-19로 치료받는 사람들의 polypharmacy을 줄이고 약물 상호 작용 및 부작용을 예방하기 위해 약물 처방을 

검토할 것을 권고한다.

 의사 결정 과정에서 community workers, physicians, nurses, pharmacists, physiotherapists, occupational therapists, 

social workers, mental health and psychosocial providers 및 기타 의료 전문가 간의 다학제 간 협력을 보장하여 

multimorbidity 및 기능 저하를 해결해야 한다.

21. Palliative care and COVID-19

 COVID-19를 가진 모든 환자에서 COVID-19에 대한 사전 치료 계획(advance care plan)(예 : desires for intensive 

care support)이 있는지 확인하고 우선 순위 및 선호 사항을 존중하여 치료 계획을 조정하고 최상의 치료를 제공

할 것을 권고한다.

 COVID-19 환자는 치료기관에서 완화 치료(palliative care interventions)를 이용할 수 있어야 한다.

22. Ethical principles for optimum care during the COVID-19 pandemic

 모든 COVID-19 환자에게 적절한 치료를 제공하고 필수 의료 서비스를 유지할 수 있도록 local, regional, national 

and global 수준의 대비 계획과 임상 치료 역량(staff, structure, supplies and systems) 급증에 대한 대비를 할 

것을 권고한다. 

 희소한 자원의 배정(allocation) : 각 기관은 자원이 부족한 상황에서 해야 할 일에 대한 계획을 수립하여 중요한 

의학적 중재(oxygen, intensive care beds and/or ventilators 등)에 대한 접근 또는 배정을 다루어야 한다. 이러한 

계획은 명확한 전반적인 목표를 설정해야 한다.

 배정에 관한 의사 결정 : 희소성 대비 계획(planning for scarcity)의 일환으로 배분에 대한 공정한 의사 결정   

시스템이 마련되어 있다.

 의사 결정이 일상적인 배정에서 유행시기 배정으로 변경되는 시기를 명확하게 해야 하는데, 이는 앞으로 발생할 

수 있는 부족한 상황을 예상하여 액세스를 제한할 준비를 해야 해서 너무 빨리 변동하면 안되기 때문이다.

 caregivers가 다음 사항이 가능하게 되는 것을 권고한다.

• IPC를 포함하여 간병에 대한 적절한 교육을 받을 수 있다.

• 적절하고 적합한(appropriate and adequate) PPE에 접근할 수 있다.

• 환자를 돌보지 못하게 하는 여행 제한이 면제된다(Exempted from travel restrictions that would preclude caring 

for the patient).

• 심리적, 사회적, 영적 치료에 접근할 수 있으며 필요에 따라 휴식과 사별 지원(bereavement support)을 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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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 Reporting of death during the COVID-19 pandemic

 COVID-19의 certification and coding에 대해 국제 지침에 명시된 긴급 ICD 코드를 사망 원인으로 사용하는 것을 

권고한다. 6 가지 유형의 코로나 바이러스가 있으므로 COVID-19 대신 "코로나 바이러스"를 사용하지 않아야 한다.

24. Clinical research during the COVID-19 pandemic

 질병의 자연사에 대한 이해를 높이고 WHO Global COVID-19 Clinical Data Platform에 데이터를 제공하기 위해 

모든 입원 환자에 대해 표준화된 임상 데이터를 수집하는 것을 권고한다.

 WHO Solidarity trial은 현재 등록이 진행되고 있는 무작위 임상 시험이다. 자세한 내용은 WHO 웹 사이트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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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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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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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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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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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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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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https://www.who.int/docs/default-source/coronaviruse/situation-reports/20200402-sitrep-73-covid-19.pdf?sfvrsn=5ae25bc7_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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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1호 ž 코로나바이러스 봉쇄 조치를 철회하기 위한 유럽의 계획(European Commission, 20.04.14)

62호 ž 미국을 다시 열기 위한 단계별 전략(백악관, 20.04.16)

63호 ž COVID-19 관련 거리두기 조치를 완화하기 위한 정책과 공중보건에 대한 조언(미국 감염학회žHIV 의학회, 20.04.16)

64호 ž SARS-CoV-2의 바이러스 배출과 항체반응에 대한 전문가의 긴급 자문 (The National Academies of
  Sciences/Technology/Medicine, 20.04.08)

65호 ž ECDC 신속 위험 평가 9th 업데이트(ECDC, 20.04.23)

66호 ž 지속가능한 출구 전략: 불확실성의 관리, 피해의 최소화(Tony Blair Institute for Global Change, 20.04.19)

67호 ž ECDC 신속 위험 평가 9th 업데이트 II(20.04.23)

68호 ž ECDC 신속 위험 평가 9th 업데이트 III(20.04.23)

69호 ž COVID-19의 변화 국면에 따라 공중보건 조치를 강화하고 조정하는 법(WHO, 20.04.24)

70호 ž COVID-19의 변화 국면에 따라 공중보건 조치를 강화하고 조정하는 법Ⅱ(WHO, 20.04.24)

71호 ž 경기도 코로나19 역학적 특성 분석(20.1.26.-4.27)

72호 ž 경기도 코로나19 역학적 특성 분석Ⅱ(20.1.26.-4.27)

73호 ž 경기도 코로나19 역학적 특성 분석Ⅲ(20.1.26.-4.27)

74호 ž COVID-19: The CIDRAP Viewpoint Part 1: The Future of the COVID-19 Pandemic: Lessons Learned from 
 Pandemic Influenza(20.04.30.)

75호 ž 경기도 코로나19 역학적 특성 분석IV(20.1.26.-4.27)

76호 ž 경기도 코로나19 역학적 특성 분석Ⅴ(20.1.26.-4.27)

77호 ž 코로나19 관련 한국 논문출판 현황(20.1.1.-5.4.)

78호 ž COVID-19에 대한 접촉자 관리: 현재 근거, 확장 옵션 및 필요한 자원 평가(ECDC, 20.05.05)

79호 ž SARS-CoV-2 진단검사의 해석(JAMA. Published online, 20.05.06)

80호 ž 경기도 코로나19 역학적 특성 분석Ⅵ(20.1.26.-4.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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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1호 ž 미국감염학회 COVID-19 진단 가이드라인(Infectious Diseases Society of America, 20.05.06)

82호 ž COVID-19: The CIDRAP Viewpoint Part 2: Effective COVID-19 Crisis Communication(20.05.06.)

83호 ž COVID-19 주요 연구 질문 및 권고 사항

84호 ž 코로나19 시대, 공중보건과 사회적 조치의 조정 시 고려할 것들(WHO, 20.04.16.)
ž 경기도 코로나19 역학적 특성 분석Ⅶ(20.1.26.-4.27.)

85호 ž 코로나19 시대, 공중보건과 사회적 조치의 조정 시 기준: 공중보건과 사회적 조치 조정 시 고려할 것들의 부록    
 (WHO, 20.05.12.)

86호 ž COVID-19 감시체계 전략 임시지침(WHO, 20.05.10.)

87호 ž COVID-19와 접촉자 추적Ⅰ(WHO, 20.05.10.)

88호 ž COVID-19와 접촉자 추적Ⅱ(WHO, 20.05.10.)

89호 ž COVID-19와 관련된 Q&A(OIE, 20.05.14)

90호 ž COVID-19시기의 학교 관련 공중보건 조치를 위한 고려사항(WHO, 20.05.10)

91호 ž COVID-19시기에 환경표면을 세척하고 소독하는 방법(WHO, 20.05.15)

92호 ž COVID-19시기에 환경표면을 세척하고 소독하는 방법Ⅱ(WHO, 20.05.15)

93호 ž COVID-19 영향에 대한 이해: 주요 질문과 정보 격차(ACAPS Thematic Report, 20.05.18)

94호 ž COVID-19dp 대한 공중보건 및 사회적 조치의 개요(WHO, 20.05.18)

95호 ž COVID-19 바이러스와 항체에 대한 현명한 검사 방안
 Part 3: Smart Testing for COVID-19 Virus and Antibodies COVID-19: The CIDRAP Viewpoint(20.05.20.)

96호 ž COVID-19 장기적 비약물 중재의 조정 : 원칙과 Tool 
  Calibrating long-term non-pharmaceutical interventions for COVID-19 : Principles and facilitation tools(WPRO, 20.05.15.)

97호
ž 장기요양시설에서 COVID-19를 모니터링하기 위한 전략(ECDC, 20.05.19.)
  Approaches to monitoring COVID-19 in long-term care facilities 

98호
ž 장기요양시설에서 COVID-19를 모니터링하기 위한 전략 II(ECDC, 20.05.19.)
  Approaches to monitoring COVID-19 in long-term care facilities 

99호 ž COVID-19 장기적 비약물 중재의 조정 : 원칙과 Tool II
  Calibrating long-term non-pharmaceutical interventions for COVID-19 : Principles and facilitation tools(WPRO, 20.05.15.)

100호 ž 100호 발간에 부쳐(경기도감염병관리지원단 이희영 단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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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1호 ž 뉴질랜드의 COVID-19 대응에 관한 배경설명과 개괄(New Zealand COVID-19 Public Health Response Strategy 
Team, 20.03.30.)

102호 ž 한국의 COVID-19 대응과 강력한 개입을 철회할 때 고려해야 할 사항(Imperial College, 20.05.29.)

103호 ž 한국의 COVID-19 대응과 강력한 개입을 철회할 때 고려해야 할 사항 II(Imperial College, 20.05.29.)

104호 ž Small droplet aerosols in poorly ventilated spaces and SARS-CoV-2 transmission?
 How can airborne transmission of COVID-19 indoors be minimised?

105호 ž COVID-19 임상 진료 : 예비 가이던스 
 Clinical management of COVID-19 interim guidance(WHO, 2020.05.27.)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