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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론

2019년 12월 중국 우한에서 발생한 코로나바이러스감염

증-19 (coronavirus disease 2019, COVID-19)는 급성

호흡기감염을 일으키고 감염속도가 매우 빠르게 진행되고 

있다. 그리고 아시아를 넘어 전 세계적으로도 확진자가 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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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ince the confirmation of the first coronavirus disease 2019 (COVID-19) patient on January 20 2020, COVID-19 

infection rate ramped up between February and March in South Korea. This study aimed to provide information 

on the characteristics of the first two months of COVID-19 prevalence in South Korea and attempted to 

comprehend preliminary evidence from various sources. We used public data available from the Korea Center 

for Disease Control and Prevention and situation reports from the World Health Organization from February to 

March 2020. For additional information, health utilization data from the Organization for Economic Co-operation 

and Development  was used for subgroup analysis. A proportion of meta-analysis was performed. We searched 

literatures from PubMed, KoreaMed, and CNKI (China National Knowledge Infrastructure) for identifying 

epidemiological characteristics of COVID-19 and treatment strategies. We monitored domestic and global disease 

control institutions’ recommendations. The search results and reports were updated every two weeks. In South 

Korea, the ratio of confirmed cases is divided into two groups; before and after the occurrence of a large cluster 

infection explosion on February 17 2020 from a religious group called the Shincheonji Church. After the global 

pandemic announcement by World Health Organization on March 11 2020, the fatality rate of COVID-19 seems 

to be related to the number of beds and general hospitals. From the literature review, we identified a strong 

reproduction rate, asymptomatic period or infection, rate of exacerbation, and current treatments. The COVID-19 

pandemic in South Korea was inevitable, but the early explosion of infection showed the decline curve afforded by 

the rigorous tracing, widespread testing, and well-organized health care syste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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른 속도로 증가하여 2020년 3월 11일 세계보건기구(World 

Health Organization, WHO)에서는 ‘세계적 대유행(pan-

demic)’을 선언하였다[1]. 불확실성이 높은 위기상황에서 질

병양상과 의학적 치료와 관련하여 정확한 근거자료를 제시

하고자 한국보건의료연구원에서는 신속 대응팀을 만들어, 

신속 문헌고찰을 통한 근거 검토, 실시간 국내외 감염 공개

자료를 기반으로 발생현황에 대한 메타분석 수행 및 주요 

감염 관련 이슈(역학, 마스크, 진단검사 정확성 등)에 대한 

모니터링을 시행했다. 이 논문에서는 2020년 1월부터 3월  

26일까지의 약 2개월간의 국내 자료 및 국외 공개자료를 

기반으로 한 모니터링 결과를 통해 향후 다시 도래할 수 

있는 불확실한 상황에서 참고할 만한 정보를 제공하고자  

한다.

방법

1. 감염현황 자료 수집 및 분석 

국내 감염현황 자료는 질병관리본부 정례브리핑으로 공개

된 자료에서 일정기준 이상의 검사누적자가 발생하여 통계

가 제공된 시점부터 평균 3일 간격으로 누적결과 정리, 총

검사자 대비 확진율은 유병률 분석에 활용되는 proportion 

meta-analysis 방법으로 분석하였다[2]. 통계분석 프로그램

은 (StataCorp., College Station, TX, USA)을 활용하였다.

국제 감염현황 자료는 보고일자에 근접한 시점의 현황보

고서 자료로 기술통계 분석, 총확진자 대비 치명률은 pro-

portion meta-analysis 방법으로 분석하였다. 그리고, 

WHO와 경제협력개발기구(Organization for Economic 

Table 1.  Organization for Economic Cooperation and Development 2017 health utilization data and COVID-19 infection rate

Country Region
General hospitals  

per million population
Total hospital bed  

per 1, 000 population

Specialist medical 
practitioners density  
per 1, 000 population  

(head counts)

COVID-19
(March 24 2020)

Confirmed 
cases

Total 
death

Rate

Italy European 14.83/UA 3.18/UA 3.1/OA 6,077 63,927 0.095

Spain European 12.13/UA 2.97/UA 2.53/OA 2,182 33,089 0.066

United Kingdom European 11.5/UA 2.54/UA 2.06/UA 335 6,654 0.050

Netherlands European 4.44/UA 3.32/UA 1.97/UA 213 4,749 0.045

France European 28.65/OA 5.98/OA 1.74/UA 860 19,615 0.044

Japan Western Pacific 58.03/OA 13.05/OA /NR 42 1,128 0.037

Turkey European 17.48/UA 2.81/UA 1.27/UA 37 1,529 0.024

Belgium European 10.11/UA 5.66/OA 1.9/UA 88 3,743 0.024

Denmark European -/NR 2.61/UA 1.76a)/UA 24 1,460 0.016

Canada The Americas 16.05/UA 2.52/UA 1.42/UA 20 1,432 0.014

Korea Western Pacific 35.14/OA 12.27/OA 1.71/UA 120 9,037 0.013

Sweden European -/NR 2.22UA 2.24a)/UA 25 2,016 0.012

United States The Americas 13.75a)/UA 2.77a)/UA 2.3/OA 471 42,164 0.011

Portugal European 16.6/UA 3.39/UA 2.49/OA 23 2,060 0.011

Switzerland European 12.07/UA 4.53/UA 2.56/OA 66 8,015 0.008

Austria European 13.19/UA 7.37/OA 2.75/OA 25 4,486 0.006

Ireland European 11.65/UA 2.96/UA 1.43/UA 6 1,125 0.005

Germany European 19.26/OA 8/OA 3.25/OA 126 29,212 0.004

Australia Western Pacific 38.77a)/OA 3.84a)/UA 1.8/UA 7 1,709 0.004

Norway European -/NR 3.6/UA 1.98/UA 8 2,371 0.003

Israel European 5.16/UA 3.02/UA 2.31/OA 1 1,238 0.001

Average - 17.67 4.65 2.25 - - -

COVID-19, coronavirus disease 2019; UA, under average; OA, over average; NR, not reported.
a)Substituted by 2016 dat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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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operation and Development, OECD)에서 공개한 보건

의료 통계자료를 활용하여 subgroup 분석을 시행하였다[3]. 

OECD에서 공개한 health care utilization 정보 중 인구대

비 종합병원 수(백만 명당), 인구대비 병상 수(천 명당), 인

구대비 전문의 비율(천 명당)에 대한 자료 중 가장 최근인 

2017년 통계자료를 활용했고, 2017년 자료가 없는 일부의 

경우는 2016년 자료를 대체하였다(Table 1). 

2. 신속 문헌고찰 방법

2020년 2월 14일 주요 문헌검색데이터베이스 PubMed, 

KoreaMed, CNKI (China National Knowledge Infras-

tructure)에서 COVID-19와 관련된 단

어들(“novel corona-virus 2019” OR 

“2019 coronavirus” OR “2019-nCoV” 

OR “COVID-19” OR “corona-19”)

을 주요 검색어로 선정하여 검색하였다

(Table 2). 언어는 한국어, 영어, 중국어

를 포함하였으며, 최초 검색 이후 약 2주 

간격으로 3월 25일까지 문헌을 추가 검

색하였다. COVID-19 확진자의 역학적 

특성이나 치료와 관련된 문헌이 보고되

면 포함시켰고 국내의 경우는 증례보고 

이상을 포함하였다. 각 문헌의 질 평가는 

생략하였다. 

결과

1. 국내 확진현황

2020년 3월 26일 기준 국내 확진자 

수는 9,241명, 사망자는 131명이었다. 

국내 일별 누적 확진율(확진자수/총검

사자 수)의 변화는 대규모 집단감염(신

천지교인) 확인 전과 후(기준일 2020년 

2월 17일)로 나누어 확진율을 비교 시 

총 검사대비 확진율은 감소추세(effect 

size 0.01, 95% 신뢰구간 0.01-0.02)였다가 기준일 이후 

effect size 0.03 (95% 신뢰구간 0.03-0.03)으로 급격히 증

가했고, 3월 5일 이후 다시 감소세로 돌아섰다(Figure 1).

Heterogeneity between groups: p = 0.0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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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1.  Daily prevalence of coronavirus disease 2019 in South Korea. ES, effect size; CI, confidence interval.

Table 2.  Search strategy for rapid review 

Database Search strategy

PubMed (“2019-nCoV”[All Fields] OR “COVID-19”[All Fields]) OR  
    (“2019”[TIAB] AND (“coronavirus”[MeSH Terms] OR 
“coronavirus*”[All Fields])) 

KoreaMed (“novel coronavirus” OR “2019-nCoV” OR “COVID-19"  
    OR “corona-19”) OR (“2019” AND (“coronavirus” 

[MeSH Terms] OR All_Fields: “coronavirus”))

CNKI “新型冠状病毒感染肺炎” OR “新型冠状病毒感染” “新冠 
    状病毒” OR “冠状病毒” OR “新冠肺炎” OR “新冠” OR 
“novel coronavirus pneumonia” OR “NCP” OR “novel 
coronavirus 2019” OR “2019 coronavirus” OR “2019-
nCoV” OR “COVID-19” OR “corona-19” 

CNKI, China National Knowledge Infrastructur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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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주요 국가별 확진자 대비 치명률 비교

2020년 3월 24일 기준 WHO 공개 보고서에 따른 확진자 

대비 치명률에서 확진자 1,000명 이상 보고된 국가 중 확

진자 대비 사망자 상위 국가는 이탈리아(0.1), 이란(0.08), 

스페인(0.07), 영국(0.05), 네덜란드(0.04) 등으로 이란을 

제외하고 네 개 국가가 유럽권 국가였다. 이중에서 OECD 

보건의료통계 접근이 가능한 국가들을 대상으로 확진자 

1,000명 이상 국가를 대상으로, 공개된 OECD 의료이용 자

원통계에 따라 OECD 평균 이상 및 이하를 기준으로 구분

하여 subgroup 분석하였다. 

인구대비 종합병원 수(백만 명당)의 경우 상당수 유럽국

가들이 OECD 평균 이하면서 높은 치명률을 보였는데 이

탈리아, 스페인, 영국, 네델란드 등이 

속해 있고, 한국, 독일, 호주가 OECD 

평균 이상 그룹에 속하면서 낮은 치명

률을 보인 국가였다. 평균 이상의 종

합병원 수를 가지고도 높은 치명률을 

보인 국가는 프랑스와 일본이었다. 

Group 간의 이질성 차이는 유의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Figure 2). 인

구대비 병상 수(천 명당) 역시 OECD 

평균 대비 낮은 병상 수를 가진 국가

들, 이탈리아, 스페인, 영국 등에서 높

은 치명률을 보였고, OECD보다 높은 

평균을 가진 국가들에서 한국, 독일, 

오스트리아의 치명률은 낮은 반면, 프

랑스와 일본은 상대적으로 높은 치명

률을 보였다(Figure 3). 인구대비 전

문의 비율에 따라서 본 결과에서는 

OECD 평균보다 높은 국가의 치명률

이 대체로 낮기는 하나, 이탈리아, 스

페인의 치명률이 높은 점이 특이하고, 

전문의 비율이 평균 아래인 국가들에

서도 한국, 스웨덴, 아일랜드, 노르웨

이 호주 등은 낮은 치명률을 보여주고 

있었다(Figure 4). 

한국의 경우는 인구대비 종합병원의 수, 총 입원병상 수는 

높은 국가이면서, 인구대비 전문의 비율은 낮은 국가이나, 

모든 그래프에서 낮은 치명률을 나타낸다. 프랑스와 일본의 

경우는 인구대비 종합병원수, 총 병상수 비율은 모두 높은 

국가이나 치명률은 높은 국가이다. 

3. 신속 문헌고찰 결과 

2020년 2월 14일 최초 검색 시 총 1,324건의 문헌이 검색

되었고, 2주 간격으로 재검색을 시행하여 총 1,379건이 추

가 검색되었다. 선택배제 기준에 맞는 문헌은 최종 53편이 

선택되었고, 영어 또는 한국어 논문 36편, 중국어 논문 17편

이 포함되었다. 

Study ES (95% C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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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2.  Coronavirus disease 2019 fatality rate compared by the number of general hospitals per million 
population. ES, effect size; CI, confidence interva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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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임상적 및 역학적 특징

COVID-19에 대해 국내 초기 확진자 대상 잠복기는 평

균 3.6일(초기 확진자 24명 대상)로 중국 5.2일보다 짧았다. 

중국 자료를 활용한 베이지안 분석 혹은 모델링 분석을 통

한 잠복기는 평균 6.4일(95% 신뢰구간 5.6-7.7일), 범위는 

2-11.1일(사분위수)에 이르렀다[4]. 

COVID-19의 감염력 특히 감염재생산 지수에서 중국자

료를 이용한 수학적 모델링을 분석한 결과 감염력 지수는 

control reproduction 수치가 6.47 (95% 신뢰구간 5.71-

7.23)로 비교수치인 중증급성호흡기증후군 4.91, 중동호흡

기증후군 3.5-6.7보다 커서 감염력이 높다고 보고되었다[5].  

국내 자료를 이용한 평균 감염재생산지수 산출 논문에서는 

처음 진단된 28명 확진자 자료를 활용 평균 감염재생산지수 

R=1.5 (95% 신뢰구간 1.4-1.6)로 보

고되기는 했으나[6], 시기별 특징을 분

석한 논문에서는 초기 확진자 30명 대

상으로는 감염재생산지수 R이 0.555

였으나, 대구·경북 지역 집단감염이 

발생한 곳에서는 R이 3.4721-3.5428

에 이른다고 추가 보고되었다[7]. 

임상증상은 중국 확진자 50,466명

에 대한 메타분석에 의하면, 공통 증

상은 고열(89.1%), 기침(72.2%), 피로

(42.5%), 흉부 컴퓨터단층촬영(com-

puted tomography, CT) 비정상 소견

(96.6%)이며, 감염환자 중, 중환자로 

진행 확률 18.1%, 치명률은 4.3%로 집

계되었다[8]. 

국외 및 국내 임상논문 대부분에서 

흉부CT상 양측 폐 하단에 결절을 동반

하거나 동반하지 않는 혼탁이 나타났

다고 보고되었고, 사망에 이르는 경우

는 기저 만성질환이 있거나, 고령인 경

우로 심한 폐렴이 동반되면서 다중 장

기기능부전으로 사망했다.

초기 역전사 중합효소연쇄반응 검사

에 음성반응을 보이는 환자들에서 흉부CT로 확진판정된 경

우가 있어, swab test 반복과 CT 검사 병행이 검사상 음성이

나 강한 의심이 드는 환자 진단에 도움이 될 수 있다고 보고

되었다[9]. 취약집단으로 임산부에 대해서는 중국 응급제왕

절개 수술을 받은 산모 세 명 대상 보고가 있었고, 신생아 검

사결과 음성으로 수직감염은 확인되지 않았다[10].

소아청소년에 대한 중국 6개월-17세 확진자 31명 대상 

연구에 따르면, 증상은 고열 (65%), 기침(45%), 피로(10%) 

등 호소, 흉부CT상 비정상 소견은 9명(29%) 발견되었으며, 

입원 7-23일 경과 후 24명은 퇴원, 7명 치료로 경과가 좋

은 편이나[11], 국내 소아청소년 비율은 중국에 비하면 높

은 편이고, 2020년 3월 2일 기준 19세 이하 비율은 18% 

(201/4,212명)에 이르고 있다[12].

Study ES (95% C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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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3.  Coronavirus disease 2019 fatality rate compared by the number of total hospital bed per 1,000 
population. ES, effect size; CI, confidence interva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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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치료법 혹은 중재효과 

임상 치료법 또는 대응법의 효과 관련하여서는 관련 논문의 

수가 3편이었다. 기본치료 방법으로는 신종바이러스여서 치료

방법이 알려져 있지 않아 증상관리, 산소투여, glucosteroid, 

immunoglobuline 투여, 항바이러스제 투여(예: lipinavir/

ritonavir) 사례들이 확인되며[13,14], 중국 문헌에서 일부 중

의학 병행치료에 대한 효과를 보고한 바가 있다[15].   

고찰

COVID-19의 치명률에 중요한 영향을 미치는 요인으로 

유행 초기 알려진 사실은 고령과 기저

질환이었다. 국내 자료에서도 요양병

원이나 요양원의 집단감염이 늘면서 

80세 이상의 치명률이 높아지면서 전

체 치명률이 증가하는 양상을 보였다. 

국내 치명률 자료에서의 특이점은 

신천지 교인의 집단감염이 미친 영향

인데, 확진자의 연령대가 20-30대 젊

은 여성에 집중되어 있어, 확진률은 증

가하였으나 전체적으로 낮은 치명률을 

유지하는데 기여했을 수 있다[12].

두 번째는 의료자원의 가용성에 대

한 부분이다. COVID-19 확진자 중

에서 약 18.1% 정도는 중환자치료를 

요하는 것으로 알려졌다[8]. 따라서 

OECD 통계자료에서 확인하고자 했

던 부분은 의료자원 즉 의료시설(병상 

수) 및 전문인력의 수였다. 메타분석 

결과에서 인구대비 OECD 평균 이상

의 종합병원 수와 병상 수가 치명률과 

관련이 있을 것으로 볼 수는 있었다. 

단, 한국의 경우는 병상 수는 평균 이

상이지만 인구대비 전문인력의 수는 

평균보다 적으면서도 낮은 치명률을 

유지하고 있고, 프랑스와 일본은 충분한 병상 수와 병원 수

를 보유하고도 높은 치명률을 나타내고 있는 점 등 자원 가

용성만으로는 해석하기 어려운 점이 있다. 

그리고, 확진자가 급증한 시기에는 지역별 차이가 존재

하는 것도 정확한 비교가 어려운 부분이다. 중국과 한국은 

2020년 1-2월에 확진자 수가 급증했고, 유럽과 미국은 3월

부터 급증하기 시작했다. 또한 치명률의 중요한 변수로 알

려진 기저질환, 연령변수의 확인이 필요한데 현재 각국 데

이터에서는 연령대별 확진자의 분포를 알기 어려운 제한점

이 있다.

문헌적인 근거에서는 다른 유사 코로나바이러스에 비해 

강한 전염력이 있어, 집단감염을 통해 빠르게 이환이 확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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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4.  Coronavirus disease 2019 fatality rate compared by the number of specialist medical practitioner per 
1,000 population. ES, effect size; CI, confidence interva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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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최근에 각국에서 공통적으

로 집단감염을 막기위한 사회적 거리두기 캠페인을 진행하

는 이유가 되고 있다. 미국의 경우 이러한 감염력에 대해 다

소 느슨한 초기대응과 검사키트의 공급문제가 맞물려 초기 

검사를 적극적으로 시행하지 못하다가 확진자 수와 사망자

수가 급격히 증가하였으며(미국 질병관리통제센터 보고기준 

2020년 3월 10일 확진자 938명, 사망자 29명에서 3월 25

일 확진자 68,440명, 사망자 994명으로 증가) 기타 유럽국

가 및 아시아 국가의 경우도 비슷한 확진자 급증을 보였다.

이렇듯 새로운 감염병 양상을 보이는 COVID-19에 대하

여 올바른 정보는 중요하다. 우리나라는 보건복지부와 중앙

방역대책본부, 질병관리본부를 통해 국내외 현황과 의료인

을 위한 의료인 대응지침, 국민생활수칙 등을 제공하였고, 

대한의사협회에서는 현황 관련연구 등을 종합한 코로나펙트 

사이트를 운영 중이다. 미국 질병관리통제센터 또한 시급한 

현 상황을 반영해 보건의료전문가를 위한 검사와 평가, 임

상치료, 감염관리 등 변동사항을 주기적으로 업데이트하고

[16], 일반국민을 대상으로 하는 지역사회 내 직장, 학교, 의

료기관, 집단시설 등에서의 방역지침뿐만 아니라, 통제된 일

상에서의 스트레스 관리, 휴교로 인한 육아와 놀이법 등 실

생활에 필요한 정보를 제공하고 있다[17].

국내 의료진과 개인에게 필요한 마스크의 사용지침은 당

초 일회사용이 권고였으나 확진자 급증시기에 수급의 불안

정을 겪은 후 비상상황에서의 한시적 지침으로 개정하여 엄

격한 조건하에 재사용을 허용하였다. 미국의 경우도 마스크

를 비롯한 개인보호장비의 의료인 등 우선순위에 따른 배분

최적화를 위한 지침을 개발하여 활용 중이다[18]. 전 세계적 

확산에 따라 WHO에서는 의료물자 부족을 인식하고 관련 

기술지침과 물자를 인도적으로 지원하고 있다[19].

현재까지 COVID-19는 확증된 치료법은 없는 상태로, 치

료와 빠른 진단법 발굴에 대한 노력이 범국가적으로 진행 중

이다. 모니터링 활동을 종료한 이후 PubMed를 통해 누적된 

COVID-19 관련 논문 수는 2020년 5월 말을 기준으로 1만 

건을 넘어선 상태이다. 현재까지의 경험적 근거와 출간된 논

문들에 대한 질적 평가에 기반한 신속 권고 또는 임상진료지

침 개발이 필요하다.  

찾아보기말:  코로나19; 코로나바이러스; 감염병; 유행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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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eer Reviewers’ Commentary

코로나19(COVID-19)는 2019년 12월 중국 우한에서 발생한 

후 아시아를 넘어 전 세계로 퍼져 2020년 3월 11일 세계보건기

구(WHO)가 판데믹을 선언한 상태이다. 이 논문은 의학적 치료

와 관련한 근거자료를 제시하고자 한국보건의료연구원(NECA)

에서 신속대응팀을 구성하여 2020년 1월부터 3월 26일까지 약 

2개월 동안 국내외에 공개된 코로나19 문헌고찰을 수행한 연

구논문이다. 현재까지 COVID-19는 확증된 치료법은 없는 상

태이고, 치료와 빠른 진단법 발굴에 대한 노력이 범국가적으로 

진행 중이다. PubMed를 통해 누적된 COVID-19 관련 논문 수

는 2020년 5월 말을 기준으로 1만 건을 넘어선 상태이다. 현재

까지의 경험적 근거와 출간된 논문들에 대한 질적 평가에 기반

한 신속 권고 또는 임상진료지침 개발이 필요함을 제시하고 있

다. 이 논문은 코로나19와 관련하여, 유용한 정보를 제공하고, 

임상진료나 방역 단계에 도움을 줄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된다.

 [정리: 편집위원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