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reparedness and Response to Community Spread of Coronavirus Disease 2019
Governmental and National Recommendations for Coronavirus Disease 2019 by the PanAcademic Action Committee

Please utilize all social resources and capacities to minimize the damage from the
community spread.

Despite our desire to block its community spread and total blockade from the authorities, the
community spread of coronavirus disease 2019 (COVID-19) has come to pass. However, we
need not fear it. Fortunately, as COVID-19 has been identified case after case, more
sophisticated responses have become possible. COVID-19 is a novel infectious disease that is
now spreading worldwide, but human history has never been free from the challenge of new
infectious diseases. We have overcome severe acute respiratory syndrome (SARS) and Middle
East respiratory syndrome (MERS), which are far more deadly compared to COVID-19 and have
developed the swine flu vaccine to control the H1N1 virus, which is far more contagious
compared to COVID-19.

As of February 20, 2020, the fatality rate of COVID-19 is 3.3% in Hubei but less than 1%
outside of the Hubei province (0.7%) or in countries outside of mainland China (0.9%). This is
higher than the 0.05% fatality rate of H1N1 influenza but significantly lower than the 10%
fatality rate of SARS or the 30% fatality rate of MERS. However, the community spread of
COVID-19 is very fast and widespread because of its mild initial symptoms, such as common
cold, and the high levels of virus shed during this period. This can cause serious consequences to
vulnerable groups, such as the elderly patients and patients with chronic diseases. According to
the reports in China, the elderly people aged 60 years or older account for 30% of all cases and
over 80% of fatal cases.

It is virtually impossible to completely block the community spread of new, highly contagious
viral infections. By far, more than 25 countries have reported confirmed cases, and community
spread has reached nearby countries, including Hong Kong, Japan, and Singapore. Therefore, it
is now time to move toward a mitigation strategy (second prevention) that delays the community

spread and minimizes health damages from the blockade-centered containment strategy (primary
prevention), confirming cases and ensuring contact isolation.

In other words, the goals and strategies of the quarantine should be modified to meet the
changing situation of community spread. In this regard, “Pan-Academic Action Committee on
COVID-19” would like to offer several actions to the government and fellow citizens.

To government,

First, please review necessary measures for an effective damage minimization (mitigation)
strategy shifting from containment strategy. Particularly, take immediate action to strengthen
the integrated defense activity system at the community level.

Second, please urgently establish an emergency medical delivery system to respond to
COVID-19 spread to local communities. It is also important to ensure that the normal medical
activity at primary care institutions not be affected. In the current situation, it is unlikely to
expect the effectiveness of existing strategies, which focus on contact management and
identifying sources of exposures. Therefore, establishing a concrete medical system with strong
mobility restrictions is necessary. Please designate and support medical institutions dedicated
to fever screening for respiratory syndrome and COVID-19 treatment hospitals to ensure
that high-risk patients can be treated safely at general medical institutions. Additionally,
please establish specific and effective health protection measures to prevent gaps in medical
service delivery for the emergency, elderly, and chronic patients.

Third, please strengthen crisis communication activities to make accurate judgments and
increase the trust and confidence of the public in the government through quick sharing of
information with the public. To this end, create a multi-faceted communication channel for
regular dialogue with authorities, infectious disease specialists, and community members. By
doing so, encourage residents to actively participate in preventing the spread to their
communities.

Fourth, please enable children, students, and employees with fever and respiratory symptoms to
spend sick leave without a medical certificate. The government and businesses should make
adjustments to help parents avoid disadvantages when taking sick leave for a sick child.

Finally, please recognize that human rights equal protection and take measures to ensure that the
vulnerable groups, foreigners, and differently abled be able to receive COVID-19 treatment.

To fellow citizens,

Another crisis caused by the novel virus has been seriously discouraging the normal economic
activity of our society and disturbing our daily lives. However, if everyone works together, we
can overcome this crisis. To this end, the medical staff and local defense personnel are doing
their best. We would like to ask you to trust and support them while offering several actions.

First, please wash your hands thoroughly and often with soap for at least 30 seconds and
thoroughly maintain your hygiene by covering your mouth and nose with a tissue or sleeve when
coughing or sneezing.

Second, if you have mild respiratory symptoms, such as fever, cough or sore throat, nasal
congestion or runny nose, please refrain from going out and observe the symptoms while
taking 4–5 days of general cold medicine. See your doctor if you have a fever of 38°C or
higher or your symptoms worsen or continue. If symptoms persist, visit your nearest screening
clinic or call your local health department or 1339. People with mild symptoms do not have to go
to a large hospital, as large hospitals should be allowed to focus on treating seriously ill
patients. Please refrain from going outside for more than 5 days after the onset of symptoms, as
spreading can occur early even with mild symptoms. Fully assure the person to take absence or
sick leave from school or work.

Third, people with chronic conditions or those over 65 years of age are more vulnerable to
infections. Please avoid large public gatherings or places with large crowds. Wear a mask when
you go out.

Fourth, we particularly ask students, parents, and teachers that if students have a fever or
respiratory symptoms, please refrain from sending them to school. While the weather is still
cold, check and prepare the facility for students to wash their hands frequently with soap
under running water.

Finally, please actively follow the actions of medical staff and defense authorities to prevent
the spread of COVID-19 in the local community. Even with a small deviation that is being
repeated during the community outbreak, it is hard to overcome this crisis with any defense
network.

Together, let us all overcome this challenge by utilizing all our social resources and capacities in
a calm and unified way!

February 22, 2020

Pan-Academic Action Committee on COVID-19

The Korean Society of Infectious Diseases, The Korean Academy of Tuberculosis and
Respiratory Diseases, The Korean Society of Pediatric Infectious Diseases, The Korean
Society for Preventive Medicine, The Korean Society of Emergency Medicine, Korean
Society for Healthcare-associated Infection Control and Prevention, The Korean Society of
Critical Care Medicine, Korean Society for Antimicrobial Therapy, Korean Society of
Epidemiology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지역사회 확산」 대비ㆍ대응
범학계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대책위원회 대정부ㆍ국민 권고안

코로나19 지역사회 확산 피해 최소화를 위해
전 사회적 역량을 모아주시길 바랍니다

지역사회 전파 차단을 염원하는 우리의 바램과 방역당국의 총력 봉쇄에도 불구하고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코로나19)의 지역사회 확산은 현실로 다가왔습니다. 그러나
너무 두려워할 필요는 없습니다. 다행히 코로나19의 정체가 속속 밝혀짐에 따라 이제부터는
더욱 정교한 대응도 가능해지고 있습니다. 코로나19는 지금 전 세계적으로 전파되고 있는
새로운 감염병이지만, 인류의 역사에서 새로운 감염병의 도전으로부터 자유로웠던 적은
없었습니다. 우리는 코로나19보다 훨씬 치명적인 사스(SARS)와 메르스(MERS)를
극복하였으며, 코로나19보다 훨씬 전염력이 높은 신종플루도 백신을 개발하여 잘 통제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밝혀진 코로나19의 임상적 특성을 종합하면, 2월 20일 현재 중국의 후베이성은
3.3%의 치명률을 보이지만 후베이성 이외 지역(0.7%)과 중국 외 발생 국가(0.9%)는 1%
미만의 치명률을 보이고 있습니다. 이는 인플루엔자의 치명률 0.05%보다 높지만, 사스의
10%, 메르스의 30%보다는 크게 낮습니다. 그러나 코로나19는 초기 증상이 심하지 않아
일반 감기와 유사하고, 이 시기에 바이러스의 배출량이 많아 결과적으로 지역사회 전파가
아주 빠르고 높은 것으로 관찰되고 있습니다. 특히 노인과 만성질환자와 같은
취약집단에서는 위중한 결과를 초래할 수 있습니다. 중국의 보고에서도 60세 이상의
고령자가 전체 환자의 30%와 사망의 80% 이상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증상은 경미하면서, 전염력이 높은 새로운 바이러스 감염병의 지역사회 전파를
완벽히 차단하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합니다. 이는 지금 25여개 국가에서 환자 발생이
보고되고, 중국뿐 아니라 인근 홍콩, 일본, 싱가포르 등에서 지역사회 감염이 확산되는
현황에서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이제는 확진자 발견과 접촉자 격리 등 차단 중심의
봉쇄전략(1차 예방)에서 지역사회 확산을 지연시키고, 이로 인한 건강피해를 최소화하는
완화전략(2차 예방)의 방향으로 전환해 나가야 할 시기가 되었다고 할 수 있습니다.
즉 지역사회 감염 확산이라는 변화된 상황에 맞게 방역의 목표와 전략을 수정해나가야
합니다. 이에 우리 ‘범학계 코로나19 대책위원회’에서는 정부와 국민들에게 다음과 같은
제언을 드립니다.

정부는,
첫째, 지금까지의 봉쇄전략에서 효율적인 피해 최소화 (완화)전략으로의 이행을 위해
필요한 조치와 방안을 점검하고, 특히 지역사회 차원의 통합방역활동체계가 강화될 수
있도록 빠르게 조치를 시행해 주기 바랍니다.
둘째, 지역사회로 확산된 코로나19 대응을 위한 비상 의료전달체계를 시급히 마련하여 주기
바랍니다. 이를 통해 일선 의료기관의 정상적 진료활동이 위축되지 않도록 해 주기
바랍니다. 노출원을 파악해서 접촉자 관리에 집중하는 기존 전략은 현재 상황에서 효과를
기대하기 어려운 상황입니다. 강력한 이동제한과 함께 구체적인 의료시스템 구축이
필요합니다. 고위험 환자들이 일반 의료기관에서 안전하게 치료를 받을 수 있도록 발열호흡기 선별진료를 전담하는 의료기관과 코로나19 치료병원 지정 및 지원을 촉구합니다.
아울러 응급환자, 노인, 만성질환 환자의 진료 공백이 생기지 않도록 구체적이고 실효성
있는 건강보호대책을 수립해 주기 바랍니다.
셋째, 정확한 상황 판단을 위한 정보를 국민들과 빠르게 공유하며 방역당국에 대한 신뢰가
제고될 수 있도록 위기소통활동을 대폭 강화하여야 합니다. 이를 위해 방역당국, 감염병
전문가, 지역사회 주민들과의 상시적 대화 채널을 다각적으로 만들기 바랍니다. 이를 통해
지역주민이 불안에 위축되기보다 자신들이 거주하는 지역에서 감염확산 방지에 동참하고,
보다 적극적으로 나설 수 있도록 해 주기 바랍니다.
넷째, 열, 호흡기 증상 등이 있는 아이들이나 학생, 직장인은 진단서가 없어도 공결이나
병가를 쓸 수 있도록 하고, 아픈 아이를 돌보기 위해 부모가 병가를 쓰는 것으로 인한
불이익이 생기지 않도록 정부와 기업이 지원하는 방안을 마련해 주기 바랍니다.
끝으로, 인권이 곧 방역임을 인식하고, 취약계층, 외국인, 장애인 등도 코로나19 진료를 받는
데 어려움이 없도록 조치하여 주기 바랍니다.

국민 여러분,

신종 바이러스로 인한 또 한 번의 위기가 우리 사회의 정상적 경제활동을 심각하게
위축시키고, 우리 모두의 일상을 불안하게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모든 국민들이 함께
노력한다면 이 어려움을 충분히 이겨낼 수 있습니다. 이를 위해 진료현장의 의료진과 지역의
방역 인력은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이들의 열정과 노력을 믿고 성원해 주시기 바라면서,
국민 여러분께 다음과 같은 당부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첫째, 평소 손을 자주, 비누로 30초 이상 꼼꼼하게 씻고, 기침이나 재채기를 할 때 입과 코를
휴지나 옷소매로 가리고 하는 등 개인위생을 철저히 지켜주시기 바랍니다.
둘째, 열, 기침이나 목아픔, 코막힘이나 콧물 등의 가벼운 호흡기 증상이 나타나면 외출을
자제해주시고 일반감기약을 드시면서 4-5일 경과를 관찰하시기 바랍니다. 38도 이상
고열이 지속되거나 증상이 심해지거나 계속된다면 진료 받으시길 바랍니다. 증상이
계속된다면, 가까운 선별진료소를 방문하거나 관할 보건소, 1339에 상담을 요청하시기
바랍니다. 증세가 가벼운 환자는 반드시 큰 병원에 가지 않으셔도 됩니다. 큰 병원은
중증환자 진료에 집중하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증상이 경미해도 증상 발생 초기에
전파가 이루어질 수 있으므로 증상 발생 이후 5일 이상 외출을 삼가야 합니다. 이에 따른
결석이나 병가를 학교와 직장에서 충분히 보장해주시기 바랍니다.
셋째, 만성질환이 있거나 65세 이상 어르신이라면 감염에 더 취약할 수 있습니다. 평소 여러
사람들이 모이는 장소에 출입을 삼가시고 외출 시, 마스크를 착용하시기 바랍니다.
넷째, 학생과 학부모, 그리고 교사 여러분께 당부드립니다. 학생들 중에서 열, 호흡기 증상이
있는 경우 등교 중지 조치를 취하시기 바랍니다. 아직 추운 날씨이지만 학생들이 흐르는
물에 비누로 수시로 손을 씻을 수 있도록 시설을 점검하고 준비해주시기 바랍니다.
끝으로, 지역사회 확산을 막고자 하는 의료진과 방역당국의 조치에 적극적으로 따라 주시길
바랍니다. 지금과 같이 지역사회 감염이 확산되는 시기에 극히 소수라도 일탈 행위가
반복된다면 그 어떤 방역망으로도 이 위기를 이겨내기 어렵습니다.
우리 모두 한마음으로, 차분하게, 전 사회적 역량을 모아 이 어려움을 극복해 나아갑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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