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Urgent Appeal to Minimize Community Health Impacts of COVID-19  

Let us overcome COVID-19 outbreak by the citizen-led defense. 

  

Since the first COVID-19 confirmed case was reported on the January 20th, South 
Korea has been able to prevent further spread through thorough epidemiological 
investigations and extensive contact management. However, the 31st confirmed case 
on February 18 revealed that many people who attended a fringe religious sect 
meeting have already been infected. This mass trend has begun in Daegu and 
Gyeongbuk province, spreading across the country, and is developing to a level that 
is difficult for preventing community spread. 

  

‘The COVID-19 Pan-Academic Action Committee’ recognizes this sudden 
development as a very serious public health crisis and believes that specific 
measures should be taken promptly to respond effectively to these threats. We must 
delay the spread of the virus to the local community as much as possible to minimize 
the health damage of residents and patients with severe symptoms, by utilizing 
limited medical resources. The most important countermeasure against this is to 
minimize public contact among all citizens. It was also emphasized in the Korean 
Medical Association's letter of recommendation issued on February 28 to "reduce 
unnecessary contact as much as possible." 

  

COVID-19 usually ends with mild symptoms in young and healthy people, but it can 
have serious consequences for the elderly and those with chronic conditions. COVID-
19 is characterized by a higher risk of community transmission than any previous 
infectious disease. Especially, it releases large amounts of the virus at the earliest or 
early stages without symptoms. Therefore, COVID-19 is expected to spread not only 
in South Korea but to become a global pandemic (worldwide spread). The most 
important thing in minimizing the health damage of the COVID-19 epidemic is that 
citizens to participate as subjects, not objects of prevention. 

  

All schools delayed the start of classes on March 9th, and some private companies 
issued to work from home, flexible working hours. However, many studies have 
shown that the efforts limited only to some groups is not effective during an 
outbreak, particularly with high transmissibility. In order to effectively mitigate 
community spread of COVID-19, much more intense social distancing measures 
are necessary.  

 

The next two weeks are critical. For this, ‘The COVID-19 Pan-Academic Action 
Committee’ suggests the following recommendations.  

  

 

To government, 

  



First, please promptly implement an action plan that will allow both public and 
private companies to participate in working from home, flexible working hours, 
minimizing face-to-face services, and limiting group events and meetings. 

  

Second, please communicate with major organizations that lead in the fields of 
health care, political economy, religion, cultural sports and labor to draw social 
consensus for the prevention of COVID-19 outbreak. 

  

Third, please check the vulnerable groups that are susceptible to the COVID-19 
infection, such as the elderly, chronic disease patients, and residents of various 
facilities as well as the low-income groups, who struggle to make ends meet due 
to COVID-19. Besides, we would like to ask for special support for local business 
owners who have been economically affected by the COVID-19 spread nationwide. 

  

Fourth, please secure medical and public facilities, taking into account both the 
long-term and the large-scale epidemic of COVID-19. Also, make the supply and 
demand planning for health services, equipment, or supplies to maintain the local 
healthcare system.  

 

Fifth, the central and local governments should actively support the policies of the 
Korean Centers for Disease Control and Prevention (KCDC) and seek the best 
support for the safety of medical staffs and promote morale. 

  

We would like to ask our fellow citizens, 

  

First, please refrain from all possible meetings and outings, and minimize 
contact with other people. Please maintain proper physical activity and a balanced 
diet at home. Please frequently ventilate your house.  

Second, wash your hands often with soap or use a hand sanitizer. Be careful not to 
touch your face with unwashed hands, as you may get infected through your hands. 
Please disinfecting objects that are touched often using a cleaning wipe. 

Third, if you have cold symptoms, take a rest at home for 3 to 4 days and watch for 
the progress. If you are looking for a hospital with respiratory symptoms, please visit 
a reassuring hospital. If you are taking medicine for chronic illness, please call 
before visiting your local clinic. Your family can get the medicine for you. 

  

Fourth, everyone is highly anxious due to COVID-19. Please encourage and support 
one another to overcome this crisis. Keeping our health is the cornerstone of social 
health. 

  

Fifth, irrational fear of COVID-19, rumors, and misinformation, and stigma and 
discrimination against certain groups make rapid and efficient response 



difficult. Please trust and strengthen solidarity among the local people to prevent 
further spread and ease community concerns. 

  

Lastly, please support and follow the instruction of the medical staff and 
authorities who are committed to the treatment and prevention of COVID-19. 

  

Together let us all overcome this challenge by gathering all our social 
resources and capacities in a calm and united way. 

  

 

February 29, 2020 

  

Pan-Academic Action Committee on COVID-19 

   

The Korean Society of Infectious Diseases, Korean Association of Infection 
Control Nurs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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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for Clinical Microbiology, The Korean Society of Critical 
Care Medicine, Korean Society for Antimicrobial Therapy, Korean Society of 

Epidemiology 

  

* Examples of ways to minimize social contact 

  

-Companies expand working from home and replace face-to-face services by phone or 

online 

-Schools and private academies postpone the starting of classes and replace it with online 

classes. 

-Close public facilities (eg, museums, theaters, cinemas, libraries, etc.). 

-Suspend large events, mass gatherings, and religious activities. 

-Suspend all commercial activities except mandatory industries and public services. 

-Suspend sports and recreation activities that involve human contact. 

-Postpone domestic and international business and training trips. 

-Avoid traveling between regions. 

-Avoid visiting hospitals and facilities. 

-Stay home if possible. 

-Postpone ceremonial events or keep it small.  

  

  



 

「코로나 19 지역사회 건강피해 최소화」를 위한 긴급 

호소문 

 

이제 국민이 주도하는 방역으로 코로나19를 극복합

시다. 

 

우리나라는 1 월 20 일 첫 코로나 19 확진자가 보고된 이래 철저한 

역학조사와 광범 위한 접촉자 관리를 통해 추가 전파를 비교적 잘 막아 

왔습니다. 그러나 2 월 18 일 확 진된 31 번째 환자를 통해 종교단체 집회에 

참석한 많은 사람이 이미 감염된 것을 확 인하게 되었습니다. 이러한 집단 

유행이 대구와 경북에서 시작되어 전국으로 확산되 면서 지역사회에서 

감당하기 어려운 수준으로 전개되고 있습니다. 

 

‘범학계 코로나 19 대책위원회’는 이러한 갑작스러운 상황 전개를 매우 

심각한 공 중보건 위기 상황으로 인식하고 있고, 이러한 위협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한 구체 적인 방역대책이 적시에 마련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이를 통해, 제한된 의료자원 으로 지역주민과 중증 확진자의 건강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서는 바이러스의 지역사 회 확산 속도를 최대한 지연시켜야 

합니다. 이를 위한 가장 핵심적인 방역대책은 국 민 모두가 참여하여 

사람들 간의 접촉을 최소화하는 것입니다. 이는 2월 28일 발표된 

대한의사협회의 대국민 권고문에서도 “불필요한 접촉을 최대한 줄이 자”라고 

강조한 바 있습니다. 

 

코로나19는 젊고 건강한 사람에게는 대부분 가벼운 증상으로 끝나지만, 노

인과 만 성질환자에게는 위중한 결과를 초래할 수 있습니다. 코로나19는 특히 

증상 초기 또는 증상을 느끼지 못하는 초기에 다량의 바이러스를 배출하여 

지역사회 전파 위험이 어 느 감염병보다 높은 특징이 있습니다. 따라서 이 

감염병은 우리나라뿐 아니라 전 세 계적인 대유행으로 확대될 것으로 예측

되고 있습니다. 코로나19 감염 유행의 건강피 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가장 

중요한 것은 국민들이 방역의 대상이 아닌 주체로서 참여 하는 것입니다. 

 

학교는 3월 9일로 개학을 연기하였고, 일부 민간기업에서는 재택근무 도입

과 근무 시간 유연제 등을 통하여 사람들의 접촉을 최소화하기 위한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전파력이 높은 감염병 유행 시 일부 집단의 참여만으로는 

감염병 예방의 효과 가 크지 않다는 것이 이미 다수의 연구에서 보고되고 



있습니다. 코로나19로 인한 지 역사회 감염 확산을 효과적으로 지연, 억제하

기 위해서는 더 강력한 전국적인 사회적 접촉 감소를 위한 노력이 필요합니

다. 



 

지금부터  2주가  중요합니다.  이에  ‘범학계  코로나 19  대책위원회’는  

정부와  국민 

여러분에게 다음을 부탁드립니다. 

 

 

정부는, 

 

첫째, 사람들의 접촉을 최소화하기 위한 재택근무, 근무시간 유연제, 

대면 서비스 최 소화, 집단행사나 모임 제한 등에 공공뿐 아니라 

민간기업도 모두 동참할 수 있도록 적극적인 방안을 신속히 시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둘째, 보건의료, 정치경제, 종교, 문화체육, 노동 분야 등에서 우리 사회를 

선도하는 주요 단체들과 긴급 소통하여 코로나19 예방을 위한 사회적 합의를 

도출해 주시기 바 랍니다. 

 

셋째, 노인, 만성질환자, 각종 시설 입소자 등 코로나19 감염에 취약한 집단

과 코로나 19로 생활이 어려워진 저소득계층을 점검하고 이들에게 필요한 마

스크 등의 방역물품 과 긴급생활지원을 우선적으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

러, 코로나19의 전국 확산으 로 경제적으로 큰 타격을 받고 있는 동네 상

권 자영업자에 대한 특단의 지원 조치를 취해 주시길 바랍니다. 

 

넷째, 코로나 19 의 장기적 유행과 대규모 유행 모두를 고려한 의료시설, 

공공시설을 확보하고 보건의료물품 수급 계획을 세워 

지역보건의료체계가 유지될 수 있도록 해주 시기 바랍니다. 

 

다섯째, 중앙정부와 지자체는 질병관리본부의 정책을 적극 지원하고 의료진의 

안전과 사기진작을 위한 최선의 지원책을 강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민 여러분께 부탁드립니다. 

 

첫째, 가능한 모든 모임과 외출을 자제하시고 사람들 간의 접촉을 최소화해 주시기 

바랍니다. 집안에서 지낼 때 적절한 신체활동과 운동, 균형 있고 위생적인 



식생활을 유지하시길 바랍니다. 실내 환기를 자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둘째, 손을 자주 비누로 씻거나 손소독제를 사용하십시오. 손을 통해 감염될 

수 있기 때문에 씻지 않은 손으로 얼굴을 만지지 않도록 주의하시기 바랍

니다. 손이 닿는 물 건은 소독제로 닦아 주시기 바랍니다. 



 

셋째, 감기증상이 있으면 3-4일 집에서 쉬면서 경과를 관찰한 후에 진료를 

받으시기 

바랍니다. 특히 호흡기 증상으로 병원을 찾으실 때는 안심병원을 방문해 주

시기 바랍 니다. 만성질환으로 평소에 드시는 약이 있으신 분은 다니시던 

병의원을 방문하시기 전에 전화로 상담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가족이 대신 약

을 받아오셔도 됩니다. 

 

넷째, 모두가 코로나19로  민감해지고 힘든  시기입니다.  서로  격려하고  응원하시

면서 이 시기를 함께 극복해 나가도록 힘을 모아 주시기 바랍니다. 개개인

의 건강 지키기 가 곧 우리 사회 건강 지키기의 초석이 됩니다. 

 

다섯째, 코로나19에 대한 막연한 두려움, 소문 및 잘못된 정보, 그리고 특

정 집단에 대한 낙인과 차별은 신속하고 효율적인 방역 대응을 어렵게 합

니다. 더 이상의 전파 를 막고 우리 공동체의 우려를 완화하기 위해서 지

역 주민 서로 신뢰와 연대감을 강 화해 주시길 바랍니다. 

 

끝으로, 코로나19 치료와 예방에 혼신의 힘을 다하고 있는 의료진과 방역당국

의 조치 에 적극 따라 주시고 응원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마음으로, 차분하게, 전 사회역량을 

모아 이 어려움을 극복해 나갑시다 !! 

 

2020. 2. 29 

 

범학계 코로나 19 

대책위원회 

 

대한감염학회 대한감염관리간호사회 대한결핵및호흡기학회 대한소아감염학

회 대한예방의학회 대한응급의학회 대한의료관련감염관리학회 대한임상미생

물학회 대한중환자의학회 대한항균요법학회 한국역학회 



 

 

 

 

 

 

* 사회적 접촉을 최소화하기 위한 행동 요령 예시 

- 기업은 재택근무를 확대하고, 대면 서비스는 가능한 모두 전화나 

온라인 서비스로 대체한다. 

- 학교와 학원 등은 개학을 연기하고 온라인 수업으로 대체한다. 

- 다중이용시설(박물관, 극장, 영화관, 도서관 등)을 휴관한다. 

- 대규모 행사, 집회, 종교 활동을 중단한다. 

- 필수 업종, 필수 공공서비스를 제외한 모든 상업 활동을 중단한다. 

- 사람들 간의 접촉이 있는 스포츠, 여가 활동 등을 중단한다. 

- 국내외 출장, 교육연수, 해외여행을 연기한다. 

- 지역 간 이동을 자제한다. 

- 병의원, 시설 등의 방문을 자제한다. 

- 가능한 자택 체류를 권고한다. 

- 관혼상제 관련 행사도 가능한 연기하거나 소규모로 진행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