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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간 감염병 News1

 금주의 감염병: 신종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2019-nCoV)
 - 2019 신종 코로나바이러스(2019-nCoV)감염증 환자 발생 현황(2.5. 18:00 기준)
   (국외) 확진환자 24,337명, 사망자 491명으로 계속해서 환자가 급증하고 있음
   (국내) 확진환자 8명, 의사환자 및 조사대상 유증상자 696명(검사중 174명, 격리해제 522명)
   (부산) 확진환자 0명, 음성판정 43명, 능동감시 61명, 자가격리 26명
 - 2020년 1월 30일 WHO는 국제공중보건위기상황(PHEIC) 선포

 감염병 관련 보도자료(제목을 클릭하면 해당 페이지로 연결됩니다.)
보도일 보도처 제 목

2020. 2. 5. 부산광역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대응, 관광현장점검단 운영
2020. 2. 5. 부산광역시 어린이집도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 대응에 ‘촉각’ 
2020. 2. 5. 보건복지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국내 발생 현황(2월5일,19시기준)
2020. 2. 5. 보건복지부 국립보건연구원,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치료제 및 백신 개발 연구 착수한다
2020. 2. 5. 보건복지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 국내 발생 현황(2월5일, 2보)
2020. 2. 5. 보건복지부 질병관리본부, 신종코로나바이러스 분리 성공 유전 정보 공개
2020. 2. 5. 보건복지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국내 발생 현황(2월5일,9시기준 1보)
2020. 2. 4. 보건복지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 국내 발생 현황(2월4일14시, 2보)
2020. 2. 4. 보건복지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진단 시약 긴급 사용 승인, 의료기관까지 검사 확대
2020. 2. 4. 보건복지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국내 발생 현황(2월4일, 10시기준 1보)
2020. 2. 3. 보건복지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 대응 지침 일부 변경
2020. 2. 2. 보건복지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국내 발생 현황
2020. 2. 1. 보건복지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국내 발생 현황 안내
2020. 1. 31. 보건복지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국내 발생 현황 안내
2020. 1. 31. 보건복지부 올해 첫 비브리오패혈증균 분리, 첫 환자 발생!
2020. 1. 31. 보건복지부 “신종코로나바이러스(2019-nCoV) 대응 실험실 생물 안전 잠정 기준(InterimGuide)”안내
2020. 1. 31. 보건복지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국내 발생 현황 안내
2020. 1. 31. 부산광역시 부산시, 모든 대중교통 수단에 매일 살균소독!
2020. 1. 31. 보건복지부 2월1일부터 40대 A형간염 고위험군 무료 항체검사, 예방접종 시행
2020. 1. 30. 보건복지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추가 환자 2명 확인
2020. 1. 30. 보건복지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국내 발생 현황 안내
2020. 1. 30. 보건복지부 민·관 협력으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진단이 빨라진다
2020. 1. 30. 보건복지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 확산 방지, 범부처가 총력 대응

발 행 부산광역시, 부산광역시 감염병관리지원단 발행일 2020. 2. 5.(수) 5주(2020. 1. 26.-2020. 2. 1.)

부산광역시 주간 감염병 소식지
(2020-5주)

부산광역시 감염병관리지원단 홈페이지(http://www.busancidc.or.kr)

* 이 자료는 ‘지원단 홈페이지 > 감염병 소식 > 주간 감염병 소식지’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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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www.mohw.go.kr/react/al/sal0301vw.jsp?PAR_MENU_ID=04&MENU_ID=0403&page=1&CONT_SEQ=352720
http://www.mohw.go.kr/react/al/sal0301vw.jsp?PAR_MENU_ID=04&MENU_ID=0403&page=1&CONT_SEQ=352709
http://www.mohw.go.kr/react/al/sal0301vw.jsp?PAR_MENU_ID=04&MENU_ID=0403&page=1&CONT_SEQ=352708
http://www.mohw.go.kr/react/al/sal0301vw.jsp?PAR_MENU_ID=04&MENU_ID=0403&page=1&CONT_SEQ=352704
http://www.mohw.go.kr/react/al/sal0301vw.jsp?PAR_MENU_ID=04&MENU_ID=0403&page=1&CONT_SEQ=352697
http://www.mohw.go.kr/react/al/sal0301vw.jsp?PAR_MENU_ID=04&MENU_ID=0403&page=1&CONT_SEQ=352684
http://www.mohw.go.kr/react/al/sal0301vw.jsp?PAR_MENU_ID=04&MENU_ID=0403&page=1&CONT_SEQ=352683
http://www.mohw.go.kr/react/al/sal0301vw.jsp?PAR_MENU_ID=04&MENU_ID=0403&page=1&CONT_SEQ=352681
http://www.mohw.go.kr/react/al/sal0301vw.jsp?PAR_MENU_ID=04&MENU_ID=0403&page=1&CONT_SEQ=352662
http://www.mohw.go.kr/react/al/sal0301vw.jsp?PAR_MENU_ID=04&MENU_ID=0403&page=2&CONT_SEQ=352642
http://www.mohw.go.kr/react/al/sal0301vw.jsp?PAR_MENU_ID=04&MENU_ID=0403&page=2&CONT_SEQ=352632
http://www.mohw.go.kr/react/al/sal0301vw.jsp?PAR_MENU_ID=04&MENU_ID=0403&page=2&CONT_SEQ=352609
http://www.mohw.go.kr/react/al/sal0301vw.jsp?PAR_MENU_ID=04&MENU_ID=0403&page=2&CONT_SEQ=352606
http://www.mohw.go.kr/react/al/sal0301vw.jsp?PAR_MENU_ID=04&MENU_ID=0403&page=2&CONT_SEQ=352590
http://www.mohw.go.kr/react/al/sal0301vw.jsp?PAR_MENU_ID=04&MENU_ID=0403&page=2&CONT_SEQ=352589
http://www.busan.go.kr/nbtnewsBU/1419148?curPage=&srchBeginDt=&srchEndDt=&srchKey=sj&srchText=���
http://www.mohw.go.kr/react/al/sal0301vw.jsp?PAR_MENU_ID=04&MENU_ID=0403&page=3&CONT_SEQ=352588
http://www.mohw.go.kr/react/al/sal0301vw.jsp?PAR_MENU_ID=04&MENU_ID=0403&page=3&CONT_SEQ=352575
http://www.mohw.go.kr/react/al/sal0301vw.jsp?PAR_MENU_ID=04&MENU_ID=0403&page=3&CONT_SEQ=352572
http://www.mohw.go.kr/react/al/sal0301vw.jsp?PAR_MENU_ID=04&MENU_ID=0403&page=3&CONT_SEQ=352571
http://www.mohw.go.kr/react/al/sal0301vw.jsp?PAR_MENU_ID=04&MENU_ID=0403&page=3&CONT_SEQ=35256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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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광역시 전수감시 감염병 신고 현황2
* (  ) 안은 해외 유입 사례임

구분
주별 누계(2020. 1. 1.-2. 1.) 연간신고

부산광역시 부산광역시 전국 2019 2018
5주 4주 3주 2020 2019 5년평균 2020 전국 부산 전국 부산

1
급

보툴리눔독소증 0 0 0 0 0 0 0 1 0 0 0
중동호흡기증후군(MERS) 0 0 0 0 0 0 0 0 0 1(1) 0

2
급

결핵1) - 27 51 145 152 162 1,908 24,184 1,683 26,710 1,795 
수두 64 80 66 289 391 339 6,336(2) 82,863(11) 3,915 96,467(11) 5,174
홍역 0 1 0 1 3(1) 1 18(1) 199(80) 6(4) 15(5) 0
콜레라 0 0 0 0 0 0 0 1(1) 0 2(2) 2(2)
장티푸스 0 1 0 0 0(1) 1 9 99(45) 8(3) 213(92) 21(7)
파라티푸스 1 0 0 0 0 0 4 60(19) 5(1) 47(15) 2
세균성이질 0 0 2 3 0 1 12(2) 157(104) 12(10) 191(145) 12(10)
장출혈성대장균감염증 0 0 0 0 0 0 8(1) 163(20) 3(1) 121(15) 5
A형간염 2 2 2 3 8 6 187 17,636(15) 499 2,437(20) 59(1)
백일해 0 1 0 2 3 2 36 504(2) 31 980(1) 111
유행성이하선염 17 11 12 36 51 56 733 15,966(2) 878 19,237(3) 1,134
풍진(선천성, 후천성) 0 0 0 0 0 0 3 8(5) 0 0 0
수막구균 감염증 0 0 0 0 0 0 2 15(1) 0 14 1
b형헤모필루스인플루엔자 0 0 0 0 0 0 0 0 0 2 0
폐렴구균 감염증 0 0 0 1 3 4 55 526 29 670(1) 44
한센병 0 0 0 0 0 0 0 3(1) 1(1) 6 0
성홍열 9 8 10 29 21 73 462 7,573(1) 425 15,777(1) 1,248
VRSA 감염증2) 0 0 0 0 0 - 0 3 0 0 0
CRE 감염증2)3) 21 41 41 172 161 - 1,156 15,044 1,815 11,954(2) 1,489

환자 1 4 1 10 9 - 42 735 81 664 64 
병원체보유자 20 37 40 162 152 - 1,114 14,309 1,734 11,310 1,425 

3
급

파상풍 0 0 0 0 0 0 2 33 1 31 4
B형간염 0 0 0 0 2 2 26(1) 391 34 392(1) 22
일본뇌염 0 0 0 0 0 - 0 34 0 17(1) 0
C형간염2) 27 23 29 74 97 61 956 9,809(17) 1,087(1) 10,811(28) 1,241(1)
말라리아 0 0 0 0 1(1) 0 5(4) 559(74) 14(4) 576(75) 9(3)
레지오넬라증 1 0 1 1 1 1 36 472(1) 23 305 21
비브리오패혈증 0 0 0 0 0 0 0 39 3 47 4
발진열 0 0 0 0 0 0 2 15(1) 0 16 1
쯔쯔가무시증 1 2 0 5 2 4 53 4,012(1) 281 6,668(3) 357
렙토스피라증 0 0 0 1 0 0 5 147 8 118(1) 7
브루셀라증 0 0 0 0 0 0 6 3 0 5(2) 0
신증후군출혈열 0 0 0 0 0 0 15 422(1) 19 433 18
CJD/vCJD 0 0 1 2 1 1 8 57 2 53 4
뎅기열 0 1 0 0 0 1 11(11) 273(273) 10(10) 159(159) 13(13)
큐열 0 0 0 0 0 0 8 224(1) 2 163 3
라임병 0 0 0 0 0 0 0 21(9) 0 23(4) 0
유비저 0 0 0 0 0 0 0 8(8) 1(1) 2(2) 0
치쿤구니야열 0 0 0 0 0 0 0 16(16) 0 3(3) 0
중증열성혈소판감소증후군 0 0 0 0 0 0 0 223 1 259 4
지카바이러스 감염증 0 0 1 0 0 0 0 3(3) 0 3(3) 0

* 5주(2020. 1. 26.-2020. 2. 1.) 감염병 신고 현황은 2020. 2. 5.(수) 질병관리본부 감염병웹통계시스템에 보고된 자료를 기준으로 작성하였음
* 2019년, 2020년 자료는 변동 가능한 잠정통계임
* 최근 5년간 발생이 없었던 에볼라바이러스병, 마버그열, 라싸열, 크리미안콩고출혈열, 남아메리카출혈열, 리프트밸리열, 두창, 페스트, 탄저, 야토병, 

신종감염병증후군, 중증급성호흡기증후군(SARS), 동물인플루엔자인체감염증, 신종인플루엔자, 디프테리아, 폴리오, 발진티푸스, 공수병, 황열, 웨스트
나일열, 진드기매개뇌염은 제외함

1) 결핵은 4주(2020. 1. 19.-2020. 1. 25.) 신고현황을 질병관리본부 「주간 건강과 질병」을 참고하여 신환자 기준, 주별 누계로 작성함
2) VRSA 감염증, CRE 감염증, C형간염은 전수감시감염병으로 지정된 2017년 6월 이후 자료임
3) CRE 감염증의 2020년 전국, 부산광역시 누계 및 2019년 부산광역시 누계는 감염병웹통계시스템을 참고하여 주별 누계로 작성하였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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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간 표본감시 현황3

2019-2020절기 인플루엔자 표본감시(전국, 부산)

• 4주(2020. 1. 19.-2020. 1. 25.) 인플루엔자 표본감시 현황은 2020. 1. 30.(목) 질병관리본부 ‘2020년 4주차 감염병 표본
감시 주간 소식지’와 ‘질병보건통합관리시스템 표본감시웹보고’를 참고하여 작성하였음

• 수행기관: 부산 12개(성인6, 소아6) 기관을 포함하여 전국 200개(성인100, 소아100) 기관
• 2019-2020절기 유행기준: 5.9명(과거 3년의 비유행 기간 평균 ILI+2*표준편차(200개 참여기관))

 주별 인플루엔자 의사환자(ILI) 분율 현황
                                                                                       단위(인플루엔자 의사환자 수/진료환자 1,000명)

지역 주별
2019-49주 50주 51주 52주 2020-1주 2주 3주 4주

전국 19.5 28.5 37.8 49.8 49.1 47.8 42.4 40.9
11.1 20.3 26.8 37.2 37.8 26.0 22.1 22.2부산

 4주차 연령별 인플루엔자 의사환자(ILI) 분율 현황
                                                                                       단위(인플루엔자 의사환자 수/진료환자 1,000명)

지역 연령구분
전체 0세 1-6세 7-12세 13-18세 19-49세 50-64세 65세 이상

전국 40.9 18.9 64.3 65.9 52.1 46.5 24.0 11.0
22.2 20.0 67.8 75.6 82.2 33.7 9.7 5.0부산

(전국) 최근 4절기 주별 인플루엔자 의사환자 분율 (부산) 최근 4절기 주별 인플루엔자 의사환자 분율

 주간 인플루엔자 바이러스 검출 현황
단위(건(%))

기간 총계 A(H1N1)pdm09 A(H3N2) A(Not subtyped) B
4주 137 (100.0) 100 (73.0) 32 (23.4) 0 (0.0) 5 (3.6)

절기누계 982 (100.0) 713 (72.6) 239 (24.3) 0 (0.0) 30 (3.1)

2019-2020절기 주별 인플루엔자 바이러스 검출 현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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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년 급성호흡기감염증 표본감시(전국)

• 4주(2020. 1. 19.-2020. 1. 25.) 급성호흡기감염증 표본감시 현황은 2020. 1. 30.(목) 질병관리본부 ‘2020년 4주차 감염병 
표본감시 주간 소식지’를 참고하여 작성하였음

• 급성호흡기감염증 입원환자 임상감시 현황은 표본감시사업 참여의료기관에 입원한 환자 감시 자료를 보고시점 기준으로 
분석한 잠정통계로 변동 가능함

• 수행기관: 질병관리본부 감염병관리센터 감염병총괄과/전국 196개 급성호흡기감염증 표본감시사업 참여의료기관(병원급 이상)
   * 2017년 31주차부터 표본기관을 103개에서 196개로 확대

 주별 급성호흡기감염증 입원환자 임상감시 현황
                                                                                                                          단위(명)

구분
바이러스별 환자 신고현황 세균별 환자 신고 현황

HAdV HBoV HPIV HRSV HRV HMPV HCoV Mycoplasma Chlamydia
1주 249 52 130 898 412 76 418 421 9
2주 205 55 72 741 374 80 402 371 8
3주 177 35 60 502 273 66 366 310 11
4주 112 29 40 346 218 61 308 238 3

2020년 누적 743 171 302 2,487 1,277 283 1,494 1,340 31

 - HAdV: 아데노바이러스, HBoV: 보카바이러스, HPIV: 파라인플루엔자바이러스, HRSV: 호흡기세포융합바이러스, HRV: 리노(라이노)바이러스, 
HMPV: 메타뉴모바이러스, HCoV: 코로나바이러스

바이러스성 급성호흡기감염증 신고현황(2016-2020)

세균성 급성호흡기감염증 신고현황(2016-20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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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년 장관감염증 표본감시(전국)

• 4주(2020. 1. 12.-2020. 1. 18.) 장관감염증 표본감시 현황은 2020. 1. 30.(목) 질병관리본부 ‘2020년 4주차 감염병 표본감시 
주간 소식지’와 ‘질병보건통합관리시스템 표본감시웹보고’를 참고하여 작성하였음

• 장관감염증 임상감시 현황은 표본감시사업 참여의료기관의 장관감염증 환자 감시 자료를 신고시점 기준으로 분석한 잠정
통계로 변동 가능함

• 수행기관: 질병관리본부 감염병관리센터 감염병총괄과/전국 197개 장관감염증 표본감시사업 참여의료기관(병원급 이상)
   * 2017년은 31주차부터 표본기관을 103개에서 192개로 확대

 주별 바이러스성 장관감염증 환자 임상감시 현황
                                                                                                                          단위(명)

구분 전체 그룹A형 
로타바이러스 노로바이러스 장내아데노

바이러스
아스트로
바이러스 사포바이러스

1주 421 65 304 17 23 12
2주 431 72 317 9 26 7
3주 433 76 334 7 11 5
4주 339 55 257 5 17 5

2020년 누적 1,624 268 1,212 38 77 29

바이러스성 장관감염증 신고현황(2016-2020)

 주별 세균성 장관감염증 환자 임상감시 현황
                                                                                                                          단위(명)

구분 살모넬라균 장염
비브리오균 대장균 캄필로

박터균
클로스트리듐
퍼프린젠스

황색
포도알균

바실루스
세레우스균

예르시니아
엔테로

콜리티카

리스테리아
모노사이토

제네스
1주 22 0 2 56 72 3 0 3 0
2주 21 0 0 50 64 1 0 0 0
3주 26 0 2 47 72 0 0 2 0
4주 21 0 1 27 50 2 0 3 0

2020년 누적 90 0 5 180 258 6 0 8 0

세균성 장관감염증 신고현황(2016-20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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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주의 감염병: 신종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2019-nCoV)4

* 본 자료는 2020.2.5. 19:00 기준의 자료로 추후 변동이 가능함

세계현황

 신종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 발생 현황(2020.2.5. 18:00 기준)

지역  확진자 수 사망자 수 지역  확진자 수 사망자 수
 중국 24,337 491  일본 33 0

 태국 25 0  싱가포르 24 0

 홍콩 18 1  한국 18 0

 호주 13 0  독일 12 0

 대만 11 0  미국 11 0

 마카오 10 0  말레이시아 10 0

 베트남 10 0  프랑스 6 0
 캐나다 5 0  아랍에미레이트 5 0

 인도 3 0  필리핀 3 1

 이탈리아 2 0  러시아 2 0

 영국 2 0  벨기에 1 0

 캄보디아 1 0  핀란드 1 0

 네팔 1 0  스페인 1 0

 스리랑카 1 0  스웨덴 1 0
전체 24,567 493

<출처: wikipedia,“2019–20 Wuhan coronavirus outbreak by country and territory”>

국내현황

 국내 신고 및 관리 현황(2020.2.5. 10:00 기준)

구분 확진환자1) 의사환자2) 및 조사대상 유증상자3)

계 검사중 격리해제
누계

(1.3.-2.5.) 18 696 174 522

                                                                                           <출처: 질병관리본부 보도자료 (2020.2.5.)>

1) 확진환자(Confirmed case): 의사환자 중 진단을 위한 검사기준에 따라 감염병 병원체 감염이 확인된 자
   * 진단검사: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유전자(PCR) 검사
2) 의사환자(Suspected case)
  - 중국 후베이성(우한시 포함)을 다녀온 후 14일 이내에 발열 또는 호흡기증상(기침, 인후통 등)이 나타난 자
  - 확진환자의 증상발생 기간 중 확진환자와 밀접하게 접촉한 후 14일 이내에 발열 또는 호흡기증상(기침, 인후통 등)이 나타난 자
3) 조사대상 유증상자(Patient Under Investigation, PUI): 중국을 방문한 후 14일 이내에 폐렴*이 나타난 자
   * 영상의학적으로 확인된 폐렴

<출처: 질병관리본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 대응지침(4판)[지자체용](2020.1.28.)>



2020년 5주(2020. 1. 26.-2020. 2. 1.)

7

 국내 발생 확진환자 사례(2020.2.5. 19:00 기준)

연번 성별 연령 국적 해외방문력 입국일 확진일 접촉자수 기타

1 여 35 중국 중국우한 1.19. 1.20. 45

2 남 55 한국 중국우한 1.22. 1.24. 75 2.5. 퇴원, 2.8. 감시해제

3 남 54 한국 중국우한 1.20. 1.26. 16 더플레이스 관련

4 남 55 한국 중국우한 1.20. 1.27. 95

5 남 33 한국 중국우한 1.24. 1.30. 23

6 남 55 한국 없음 - 1.30. 17 3번환자 접촉자(1.22. 접촉)

7 남 28 한국 중국우한 1.23. 1.30 7 더플레이스 관련

8 여 62 한국 중국우한 1.23. 1.31. 95
더플레이스, 7번환자 지인, 비행기 

옆좌석 탑승

9 여 28 한국 없음 - 1.31. 2 5번환자 접촉자

10 여 54 한국 없음 - 1.31. 39 6번환자 접촉자(가족)

11 남 25 한국 없음 - 1.31. 0* 6번환자 접촉자(가족)

12 남 48 중국 일본 1.19. 2.1. 219 일본확진자와 접촉

13 남 28 한국 중국우한 1.31. 2.2. 0** 1차 우한 입국교민

14 여 40 중국 없음 - 2.2. 3 12번환자 접촉자(가족)

15 남 43 한국 중국우한 1.20. 2.2. 14
4번환자와 동일 비행기 탑승, 

더플레이스 관련

16 여 42 한국 태국 1.19. 2.4. 306

17 남 38 한국 싱가포르 1.24. 2.5. 조사중
싱가포르 컨퍼런스 참석자 중 

확진자(말레이시아) 있음

18 여 21 한국 태국 1.19. 2.5. 조사중 16번환자 접촉자(가족)

19 남 36 한국 싱가포르 1.24. 2.5. 조사중 17번 환자와 동일 컨퍼런스 참석자

* 10번 환자와 경로가 일치하여 추가 접촉자 없음
** 우한 교민 임시항공편 입국자로 격리된 상태에서 증상 발견되어 현재까지 접촉자 없음

<출처: 질병관리본부 보도자료(2020.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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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내 대응・조치사항

일자 대응・조치사항 보도자료

1.3. 중국 후베이성 우한시 원인불명 폐렴 환자 발생에 따른 대책반 구성 및 가동 링크

1.13. 신종코로나바이러스 유전자염기서열 입수하여 분석, 검사법 개발 착수 링크

1.16. 중국 외 국가에서 확진자 발생 등 제한된 사람 간 전파 가능성에 따른 지역사회 대응 강화 링크

1.20. 검역 중 신종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 환자 확인에 따른 감염병 위기경보 격상(‘관심’→‘주의’) 링크

1.26. 중국 전역을 검역 대상 오염지역으로 지정, 사례정의 변경 확대 링크

1.27. 감염병 위기경보 격상(‘주의’→‘경계’), 중앙사고수습본부 설치 링크

1.28. 최근 14일내 중국 우한으로부터 입국자 전수조사 실시, 선별진료소 추가・확대 링크

1.29. 1339 상담 인력 대폭 확대 링크

1.29. 보건복지부-보건의약단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 대응 협의체 구성 링크

1.29. 우한교민 이송 및 임시생활시설 논의, 보건소 업무 조정하여 대응 역량 집중 링크

1.30. 검역 인력 확충, 격리 입원비 지원 등 확산 방지를 위한 대책 시행 링크

1.31.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Real Time RT-PCR 검사법 18개 보건환경연구원에서 실시 링크

1.31. 우한교민 1차 이송 링크

2.1. 중앙사고수습본부 확대 개편, 우한교민 2차 이송 링크

2.2. 선별 진료소 및 1339 상담 인력 추가 확대 링크

2.4.

- 중국 위험지역에서 입국하는 외국인은 입국 제한 조치
- 중국 후베이성에서 입국하는 내국인은 증상 유무와 상관없이 14일간 자가격리 실시
- 제주도 무사증 입국제도 일시 중단
- 확진자 접촉자 구분을 없애고, 모두 14일간 자가격리 실시
- 중국 입국자는 입국 후 14일 이내 발열, 기침 등 증상이 있는 경우 의심환자 범위에 포함되지 

않아도 진단검사 실시

링크1
링크2
링크3
링크4

2.7. 신종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 진단시약 긴급 사용 승인, 민간 의료기관에서 검사 가능 링크

http://www.mohw.go.kr/react/al/sal0301vw.jsp?PAR_MENU_ID=04&MENU_ID=0403&page=1&CONT_SEQ=352517
http://www.mohw.go.kr/react/al/sal0301vw.jsp?PAR_MENU_ID=04&MENU_ID=0403&page=1&CONT_SEQ=352543
http://www.mohw.go.kr/react/al/sal0301vw.jsp?PAR_MENU_ID=04&MENU_ID=0403&page=1&CONT_SEQ=352544
http://www.mohw.go.kr/react/al/sal0301vw.jsp?PAR_MENU_ID=04&MENU_ID=0403&page=1&CONT_SEQ=352549
http://www.mohw.go.kr/react/al/sal0301vw.jsp?PAR_MENU_ID=04&MENU_ID=0403&page=1&CONT_SEQ=352563
http://www.mohw.go.kr/react/al/sal0301vw.jsp?PAR_MENU_ID=04&MENU_ID=0403&page=1&CONT_SEQ=352595
http://www.mohw.go.kr/react/al/sal0301vw.jsp?PAR_MENU_ID=04&MENU_ID=0403&page=1&CONT_SEQ=352633
http://www.mohw.go.kr/react/al/sal0301vw.jsp?PAR_MENU_ID=04&MENU_ID=0403&page=1&CONT_SEQ=352643
http://www.mohw.go.kr/react/al/sal0301vw.jsp?PAR_MENU_ID=04&MENU_ID=0403&page=1&CONT_SEQ=352649
http://www.mohw.go.kr/react/al/sal0301vw.jsp?PAR_MENU_ID=04&MENU_ID=0403&page=1&CONT_SEQ=35268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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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산광역시 신고 및 관리 현황(2020.2.5. 11:00 기준)

구분 확진환자 음성판정 능동감시 자가격리

누계 0 43 61 26

▶ 후베이성 입국자(부산 지역) 전수감시 대상자 58명 중
  - 41명 감시 해제
  - 15명 격리
  - 조사불가자 2명은 질병관리본부에서 추적 중

<출처: 부산광역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일일상황보고(http://www.busan.go.kr/health/uhancorona3)>

 부산광역시 대응・조치사항

일자 대응・조치사항 보도자료

1.20. 신종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 대비 비상방역대책반 구성 및 운영 링크

1.23.
- 확진환자 접촉자 2명에 대해 능동감시 진행
- 긴급 대책 회의 개최: 선별 진료소 구축, 대학교 우한시 교류프로그램 연기 요청

링크

1.28. 합동 대책 회의 개최: 시 상황보고 SNS 공개 결정 링크

1.29. 신종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 대책지원본부 별도 구성 및 운영 링크

2.3. 신종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 비상방역대책반을 재난안전대책본부로 격상 링크

WHO 공중보건비상사태(PHEIC, Public Health Emergency of International Concern) 선포

▶ 2020년 1월 22일 1차 긴급위원회 개최
  - ‘국제공중보건위기상황(PHEIC)’ 선포 여부 보류
  - 2020년 1월 23일 추가로 개최한 긴급위원회에서도 국제공중보건위기상황이라고 발표하기 아직 이르다고 결론
▶ 2020년 1월 30일 제2차 긴급위원회 개최
  - 국제공중보건위기상황(PHEIC)’ 선포 결정
   • 여행 또는 무역 제한은 권장하지 않음
   • 정기적 정보 공유 및 연구를 통한 감염파악, 잠재적인 사람 간 전파력 파악, 유입 사례 대응 및 치료제 개발을 

위한 노력 참여 촉구
▶ WHO 위혐평가
  - (중국 내 위험수준) 매우 높음, (지역 위험수준) 높음, (전 세계 위험수준) 높음

<출처 1. WHO, Situation report 11(2020.1.31.)
2. WHO, Situation report 15(2020.2.4.)>

http://www.busan.go.kr/nbtnewsBU/1418466?curPage=6&srchBeginDt=&srchEndDt=&srchKey=sj&srchText=
http://www.busan.go.kr/nbtnewsBU/1418649?curPage=5&srchBeginDt=&srchEndDt=&srchKey=sj&srchText=
http://www.busan.go.kr/nbtnewsBU/1418826?curPage=4&srchBeginDt=&srchEndDt=&srchKey=sj&srchText=
http://www.busan.go.kr/nbtnewsBU/1419018?curPage=4&srchBeginDt=&srchEndDt=&srchKey=sj&srchText=
http://www.busan.go.kr/nbtnewsBU/1419380?curPage=2&srchBeginDt=&srchEndDt=&srchKey=sj&srchTex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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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종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 (1/7) 2020. 1. 29. 기준

※ 본 알아보기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 대응절차(제4판) 지자체용」을 기준으로 2020.01.29. 작성되었습니다. 
사용 시 반드시 최신 정보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구 분 내 용
감염병 분류 ◦ 제1급 법정감염병
원인병원체 ◦ 신종코로나바이러스(2019 novel Coronavirus)

- https://phil.cdc.gov/Details.aspx?pid=15523 -

◦ 일반 코로나바이러스의 생존력 및 소독
- 수성용매에서 6일까지, 건조한 무생물 표면에서 3시간까지 생존 가능
- 소독 및 불활성화: 0.1% sodium hypochlorite, 0.1% organochlorine, 10% iodophore, 70% 

ethanol, 2% glutaraldehyde, UV 조사, 21℃에서 15분 이상 고압증기멸균 등

[참고] 중증급성호흡기증후군(SARS), 중동호흡기증후군(MERS)의 경우 생존력
◦ 중증급성호흡기증후군(SARS): 대변에서 4일, 실온의 호흡기분비물에서 7일, 실온에 있는 

희석하지 않은 소변과 사람 혈청에서 7일, 현탁액에서 9일, 물, 토양에서 60일, 유리, 
금속과 같은 딱딱한 표면에서 1일 이상, 건조한 환경에서 6일간 생존 가능

◦ 중동호흡기증후군(MERS): 금속이나 플라스틱 표면에서 최대 7시간 생존 가능, 온도와 
습도가 낮을수록 생존 안정성 증가, 20℃ 습도 40%인 실험적 환경에서 48시간 이상 
생존, 30℃ 80%의 습도에서 8시간, 30℃ 30%의 습도에서 24시간 생존(이후 생존능력 
회복 불가)

숙주 ◦ 동물로 추정하고 조사 중
발생현황 [세계현황] 

◦ 확진환자 및 사망자: 총 6,140명 발생, 132명 사망(2020.01.29. 기준)
◦ (2019.12.31.) 중국 우한시 화난시장 방문자 중 폐렴환자 집단발생 최초보고
◦ (2020.01.09.) WHO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분리 확인
◦ (01.13.) 타 국가 환자발생 보고: 태국(우한 확진환자 접촉자)
◦ (01.21.) 의료진(15명) 감염 보고: 14명이 1명의 환자로부터 감염
◦ (01.22.) WHO 위험사정: 중국 매우 높음. regional level 높음. global level 높음 
[국내현황]
◦ 확진환자 4명(2020.1.28. 기준)

- (01.20.) 첫 확진환자 발생, 위기경보 ‘주의’로 격상
- (1.24.) 두 번째 확진환자 발생

입국 시(검역소) 모니터링 및 검사: 中전역 입국자로 확대 
- (1.26.) 세 번째 확진환자 발생
- (1.26.) 네 번째 확진환자 발생, 위기경보 ‘경계’로 격상
- (1.28.)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 사례정의 확대 및 감시 강화: 중국 전역 입국자 대상 

모니터링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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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종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  (2/7)

구 분 내 용
대응의 

법적근거, 
대응방향

◦ 법적근거: 중국 후베이성 등에서 보고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은 임상양상, 역학적 
특성에 대한 정보가 구체적으로 밝혀질 때까지 ‘제1급감염병 신종감염병증후군’을 적용하여 
대응

◦ 대응방향: 호흡기 전파 감염병인 메르스 대응절차에 준하여 대응
질병관리본부 ‘우한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 대응절차[제4판]

관련 진단검사 
및 신고기준

[신고를 위한 진단기준]
◦ 확진환자(Confirmed case): 의사환자 중 진단을 위한 검사기준에 따라 감염병병원체 감염이 

확인된 사람
◦ 의사환자(Suspected case)

- 중국 후베이성*(우한시 포함)을 다녀온 후 14일 이내에 발열 또는 호흡기증상(기침, 인후통 등)
이 나타난 사람

- 확진환자의 증상발생 기간 중 확진환자와 밀접하게 접촉한 후 14일 이내에 발열(37.5℃ 
이상) 또는 호흡기증상(기침, 인후통 등)이 나타난 사람

◦ 조사대상 유증상자(Patient Under Investigation, PUI): 중국 방문한 후 14일 이내에 폐렴*이 
나타난 사람
* 영상의학적으로 확인된 폐렴

[진단을 위한 검사기준]
◦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유전자(PCR) 검사

*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검사법 정립 전까지 pan-corona 검사+염기서열분석

신고 및 보고 ◦ 신고범위: 환자, 의사환자, 조사대상 유증상자
◦ 신고시기: 즉시
◦ 신고방법(전화): 우선 관할 보건소 안 될 경우 질병관리본부 콜센터 1339

사례조사 및
유행역학조사

[대상]
◦ 환자, 의사환자, 조사대상 유증상자
[시기]
◦ 지체없이
[주관]
◦ 사례조사: 구・군 및 시・도 역학조사반원

감염경로 ◦ 전파경로
- 동물→사람→사람 전파 추정

  - 사람 간 전파는 호흡기 비말을 통해 전파하는 것으로 추정(가족 간, 의료기관 내 2차 감염 
확인)

◦ 전염력 R0=1.4-2.5(SARS의 경우 3, MERS의 경우 지역사회 0.6, 원내 전파 4)

전파기간 ◦ 불확실(일반적인 코로나바이러스의 경우 증상발현 시부터)

잠복기 ◦ 불확실(일반적인 코로나바이러스에 준해 2-14일 추정)

임상양상 ◦ 발열과 호흡기증상(기침, 호흡곤란), 폐렴, 설사, 복통 등

치료 ◦ 보존적 치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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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종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  (3/7)

구 분 내 용
환자관리 [신고 및 의사환자 및 조사대상 유증상자 대응절차]

◦ 격리: 국가지정 음압격리 입원치료병상
◦ 감염주의: 표준주의, 접촉주의, 비말주의 준수
※ 중국방문 후 14일 이내에
① 후베이성(우한시 포함) 방문력이 있으면서 발열 또는 호흡기증상이 있는 사람※

- 의사환자로 신고하고 국가지정입원치료병상 이송, 격리→확진검사 시행
② 후베이성(우한시 포함) 이외의 중국 내 타지역 방문력이 있으면서 폐렴으로 진단된 사람※

- 조사대상 유증상자로 신고하고 국가지정입원치료병상 이송, 격리→확진검사 시행
※ 경증일 경우 자가격리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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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종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  (4/7)

구 분 내 용
③ 후베이성(우한시 포함) 이외의 중국 내 타지역 방문력이 있으면서 발열과 호흡기 증상이 

있는 사람
- 최종 노출일로부터 14일간 자가격리 또는 능동감시*→증상이 심해질 경우 선별진료

* 매일 2회 유선상으로 발열 및 호흡기증상 확인
④ 중국 방문력이 있으면서 발열과 호흡기 증상이 없는 사람

- 정의
・후베이성(우한시 포함) 방문력이 있으면서 발열과 호흡기증상은 없으나 다른 증상이 있는 사람
・후베이성(우한시 포함) 이외 중국 다른 지역 방문력이 있으면서 발열 또는 호흡기증상 또는 

다른 증상이 있는 사람
- 관리: 보건교육 및 최종 노출일로부터 14일간 수동감시(증상이 심해지면 보건소에 신고

하도록 안내)
[환자이송(음압병상 배정 및 이송]
◦ (담당) 최초인지보건소
◦ (음압병상 배정) 보건소가 관할 시・도에 요청→시・도가 배정
◦ (이송조치) 보건소 구급차로 음압병상으로 이송

- 이송 시 환자 또는 의심환자 및 조사대상 유증상자에 대한 조치
・입원치료 목적, 절차, 이송 등에 대한 설명 및 격리의료기관 안내 
・‘입원치료 통지서(서식1)’ 배부

- 이송차량: 운전석과 의심환자 탑승석이 물리적으로 완전히 차폐된 구급차를 이용
* 환자 및 검체 이송은 보건소, 검체 채취는 의료인이 실시

[확진환자로 확인될 경우 조치]
◦ 질병관리본부의 지휘하에 시·도 및 시·군·구 역학조사반이 심층역학조사 시행

- 감염원 및 감염경로 재확인: 증상 발생 14일 전(전파경로 파악 목적)부터 방문지 및 상세 
이동경로(접촉자 파악 목적) 파악

- 추가 전파 가능 상황을 예측·확인하기 위해 접촉자 심층조사
* 접촉자의 동행자 파악 중요

[격리해제 조치]
◦ 해제기준: 실험실 검사결과에 의함

- (의사환자 및 조사대상 유증상자)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검사 음성일 경우 
- (확진환자) 회복 후 검체 검사 결과가 24시간 간격으로 2회 음성일 경우

◦ 격리해제 확인: 검사 결과 음성 확인 후 보건소는 격리해제 일정 확인
- (시·도) 의사환자 및 조사대상 유증상자의 경우 격리해제 최종 결정하고 보건소 및 질병

관리본부 긴급상황실 전달
* 환자 격리해제를 위해 의료기관과 협의

- (보건소) 의료기관에 격리해제 결정사항 전달
* (의료기관/최초인지보건소) 의사환자 및 조사대상 유증상자 격리해제 시, 잠복기 동안의 주의

사항을 안내하고 귀가조치(14일내 증상 악화 시 1339 또는 보건소 문의 안내)

<이송 시 보호구 착용 관련>
◦ 이송 시 의사환자 및 조사대상 유증상자는 수술용 마스크 착용 유지

- 이송요원은 적절한 보호구* 착용
* 이송요원: 전신보호복(덧신포함), KF94(N95) 또는 동급의 호흡기보호구, 장갑, 보안경

- 구급차 운전자는 KF94(N95) 또는 동급의 호흡기 보호구 착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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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 분 내 용
접촉자관리 [접촉자 분류]

◦ 밀접접촉자와 일상접촉자로 분류: 확진환자의 증상 및 마스크 착용여부, 노출력 등을 고려
하여 역학조사관 등이 결정

[확진 및 의사환자 접촉자 관리]

[접촉자 모니터링 해제]
◦ 확진환자의 밀접접촉자는 최종접촉일로부터 14일 동안 능동감시 및 자가격리 지속 후 해제
◦ 확진환자의 일상접촉자는 최종접촉일로부터 14일 동안 능동감시 지속 후 해제

* (예시) 최종접촉일(4.1일)로부터 14일이 경과한 다음날인 4.16일 해제
- 접촉자 거주지 관할보건소에서는 접촉자에게 모니터링 해제를 통보함

구분 증상발생 전 유증상자 발생 시 조치
확진환자의 접촉자 ◦ 접촉자 조사: 시・도 및 시・군・

구 역학조사반(질병관리본부 지휘)
- 확진환자의 증상 및 마스크 착용

여부, 노출력 등을 고려하여 밀접
접촉자 또는 일상접촉자로 구분 

- (명단등록 및 통보) 최초인지보건소
에서 접촉자 명단 입력 및 실거주지 
보건소로 관리 이관 후 유선 통보

◦ 접촉자 관리
- 담당: 접촉자 거주지 보건소
- 일상접촉자: 마지막 접촉일로부터 

14일간 능동감시*

- 밀접접촉자: 마지막 접촉일로부터 
14일간 자가격리 및 능동감시*

* 1일 2회 유선조사

- 의사환자로 분류
- 국가지정입원치료병상 이송, 

검사 및 치료

의사환자, 조사대상
유증상자의 접촉자

◦ 접촉자 조사: 최초 인지(신고접수) 
보건소

◦ 보건소에서 접촉자 조사 후 시·도에
서 확정

* 검사결과 확인 시까지 관리 대기

◦ 담당: 접촉자의 실거주지 
보건소

- 유증상자 인지: 질병관리본부 
긴급상황실 유선보고

- 환자 소재지 방문 마스크 착용 
등 확인 및 보건소에서 진료
* 선별의료기관 방문 시 접촉력 

알리고 진료

검체채취 및 
검사의뢰

[검체채취]
◦ 검체채취 장소: 국가지정 입원치료병상에서 채취

- 조사대상 유증상자의 경우 격리장소에 따라 채취장소 변동 가능성 있음
◦ 검체종류 및 포장: 하기도(가래) 1개 및 상기도(구·비인두 도말 혼합) 검체 1개, 3중 포장

용기 사용
- (하기도 검체) 가래 채취 시 충분한 양 채취 필요
- (상기도 검체) 비인두도말물과 구인두도말물을 동시에 채취하여 하나의 바이러스용 수송

배지에 담아 검체시험의뢰서(서식6)와 함께 수송
[검사의뢰]
◦ 최초인지보건소가 지역 해당 보건환경연구원으로 검체 이송



2020년 5주(2020. 1. 26.-2020. 2. 1.)

15

신종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 (6/7)

구 분 내 용
[검사의뢰]
◦ 최초인지보건소가 지역 해당 보건환경연구원으로 검체 이송

<부산시 보건환경연구원 검사(1.22.부터 시행>
◦ (검사 기관) 수도권(서울, 인천, 경기), 영남권(부산), 호남권(광주), 중부권(대전), 제주
◦ (검체 이송) 지역 내 의사환자 또는 조사대상 유증상자 발생 시, 권역별 검사기관

(보건환경연구원)으로 검체 송부 및 검사
* 검체 이송주체: 의사환자 또는 조사대상 유증상자 최초인지보건소

◦ (검사항목) 호흡기바이러스 8종 및 판코로나바이러스 검사

* 「질병보건통합관리시스템」 ‘감염병관리통합정보지원→검사의뢰‘ 메뉴에 검사의뢰 내용 입력
[검사결과 보고 및 통보]
◦ (결과입력)* 검사기관에서 「질병보건통합관리시스템」 내 '감염병관리통합정보지원'에 결과 

입력
- 검사결과는 즉시 질병관리본부 긴급상황실과 최초인지보건소로 유선 보고

◦ (결과통보) 질병관리본부 긴급상황실에서 의료기관에 검사결과 통보→담당의료진→ 환자에게 
통보, 설명

- 자가격리 환자(조사대상 유증상자)의 경우 보건소→환자에게 검사결과 알림

이송수단 및 
환경소독

◦ 의사환자, 조사대상 유증상자를 이송한 구급차: 적절한 소독제로 소독*

* 메르스 대응에 준해 소독 및 폐기물 처리
◦ 의사환자 및 조사대상 유증상자가 사용한 물품

- 검사결과 확인 시까지 가급적 사용하지 않으며, 눈에 띄는 오염물(구토물 등)은 적절한 
소독제로 소독(1쪽, 소독 및 불활성화 참조)
* 가정에서 의사환자 및 조사대상 유증상자가 사용한 물품은 검사결과 나오기 전까지는 사용하지 

않도록 함
◦ 폐기물 처리

- 탈의한 개인보호복은 정해진 의료폐기물 전용용기에 담아 폐기
예방관리 [예방수칙]

◦ 중국 등 해외 여행 시
- 가금류나 야생동물과의 접촉 피하고 시장방문 자제

◦ 아픈 사람(발열, 기침 등 호흡기 증상)과의 접촉 피하기
◦ 개인위생수칙 준수(손 씻기, 기침예절, 마스크 쓰기)
[귀국 후 주의사항]
◦ 귀국 후 14일 이내 발열과 호흡기증상 (기침, 인후통, 호흡곤란 등) 발생 시 질병관리본부 

콜센터(☏1339) 신고
◦ 호흡기증상이 있을 경우 마스크 착용(외출 시 또는 의료기관 방문 시 반드시 착용)
◦ 흐르는 물에 30초 이상 손 씻기
◦ 의료기관 방문 시 해외여행력(호흡기증상 발생 14일 이내 중국 우한시 방문력_경유포함)을 

의료진에게 알리기
※ 카카오톡 플러스 친구 ‘KCDC질병관리본부’로 24시간 상담 가능

관련지침 ◦ 신종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 대응절차
◦ 2017 병원체 생물안전정보집(제2,3,4위험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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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종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중국우한시폐렴)  (7/7)

구 분 내 용
참고자료 ◦ 보건복지부/질병관리본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 대응절차 4판

◦ 질병관리본부/국립보건연구원 2017 병원체 생물안전정보집(제2,3,4위험군)
◦ 보건복지부/질병관리본부 보도자료(지역사회 확산 방지 위해 총력대응, 2020.01.28.) 
◦ https://en.wikipedia.org 2019-20 outbreak of novel coronavirus (2019-nCo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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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광역시 역학조사 주간 현황5

 감염병 유행 역학조사

순번 구분 보건소 발생장소 환자 발생일 신고일 보고일 조사진행현황

보고내역 없음

  결핵 역학조사

순번 신고일
역학
조사

보고일
성별
/연령 보건소 발견

경로
증상
기간 진단명 도말

검사
배양
검사

TB
PCR Xpert 조사대상

기관
접촉자
범위

접촉자 
수(명)

1 1.28. 1.29. 여/47 강서구 유증상 8주 폐결핵 양성
(4+) 검사중 검사중 양성 OO회사 기관 전 직원 -

2 1.29. 1.30. 남/31 사상구 유증상 4주 폐결핵 양성
(2+) 검사중 검사중 검사중 OO회사 기관 전 직원 -

3 1.30. 1.31. 남/24 부산진구 유증상 2주 폐결핵 양성
(2+) 검사중 검사중 - OO가게 - -

4 1.31. 1.31. 남/57 강서구 검진 - 폐결핵 음성 양성 음성 - OO회사 - -

 법정감염병 산발 사례 역학조사

급 감염병명 건수(건) 보고현황

2급

홍역 2 의사환자(2): 강서구(1), 수영구(1)

파라티푸스 1 의사환자(1): 부산진구(1) 백형식

A형간염 3

확진환자(1): 사상구(1)

의사환자(1): 사상구(1)

병원체보유자(1): 연제구(1)

폐렴구균감염증 1 확진환자(1): 부산진구(1)

3급
C형간염 17

확진환자(2): 남구(2)

병원체보유자(15): 금정구(1), 남구(2), 동래구(1), 부산진구(4), 북구(2), 사상구(2), 

서구(1), 영도구(1), 해운대구(1)

뎅기열 1 확진환자(1): 부산진구(1)

※ 5주(2020. 1. 26.-2020. 2. 1.) 역학조사 주간 현황은 2020. 2. 3.(월) 질병관리본부 질병보건통합관리시스템 역학조사 자료를 역학조사 보고일 
기준으로 작성하였으며 재보고건을 포함함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