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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 록
2019년 12월 31일 중국 후베이성 우한시에서 시작된 원인불명 폐렴은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COVID-19)로 확인되었고 2020년 1월 20일에는
국내에서 처음으로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환자가 확진되었다. 질병관리본부는 첫 환자를 확진한 직후에 접촉자 조사를 진행하였고 총 45명의
접촉자를 확인하여 검역소와 실거주지 보건소에서 14일간 능동감시를 실시하였다. 감시 기간 동안 4명의 유증상자가 발생하여 판코로나바이러스
검사(Conventional RT-PCR)와 유전자 염기서열분석 검사를 시행하였으나 모두 음성으로 판명되어 2월 3일로 감시가 해제되었다.
이번 연구에서 국내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첫 번째 확진환자 발생 시 접촉자 파악을 통한 전파 방지에 초점을 맞춘 역학조사 결과를 공유하여 향후
비슷한 사례가 발생할 경우 좀 더 신속하게 대응할 수 있도록 하고자 한다.

주요 검색어 :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역학조사, 접촉자 조사, 접촉자 관리

들어가는 말

경증 호흡기 증상이 알려져 있으며 다른 호흡기 질환과 증상이
비슷하여 초기 증상만으로 환자를 판단하기는 쉽지 않은 상황이다.

2019년 12월 31일 중국 후베이성 우한시(Wuhan, Hubei

증상이 심해져서 호흡곤란, 산소포화도(oxygen saturation) 저하,

Province, China)에서 27명의 원인불명 폐렴 환자가 발생했음을

폐렴 등 중증 호흡기 증상으로 진행되는 경우 산소치료 및 기계적

발표하였고 1월 11일에는 폐렴 확진자 41명을 공식발표하였다.

환기(mechanical ventilation) 등의 치료가 필요할 수 있다.

2020년 1월 13일에는 태국에서, 1월 16일에는 일본에서, 1월

2020년 2월 12일 현재 기준 발생 현황은 다음과 같다. 발생

20일에는 중국 우한시 외 베이징시에서 2명, 광둥성 선전시에서

국가는 국외 27개국으로 45,138명(이 중 중국 44,653명 발생)의

1명의 환자가 발생하였다. 그리고 같은 날 국내에 첫 확진환자가

환자가 발생하여 1,115명이 사망하였다. 국내에서는 접촉자 확인을

발생하였다.

위해서 증상 발생 전 14일 이내 중국 특히 중국 내 후베이성(우한시)

초기 원인불명 폐렴이었던 이번 유행 은 1월 9일

방문력과 발열(37.5℃ 이상), 기침 등 호흡기 증상을 바탕으로

중 국 국가 위생 건강위원회(C h i n a N H C , N a t i o n a l H e a l t h

관리대상자 를 분류하고 있으며 2월 12일까지 총 5,624명이

Commission)가 새로운 코로나바이러스임을 발표하였고 뒤이어

관리대상자로 분류되어 검사 를 시행하였고 그 결과 28명이

바이러스의 정보를 공개하여 진단법 개발이 진행되었다.

확진환자로 확인되었다. 환자는 국가지정입원치료병상으로 이송하여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의 증상은 발열, 마른 기침 등

치료 중이며 이 중 7명이 퇴원하였다. 또한 매 사례별 역학조사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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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시하여 확인된 접촉자들은 자가격리 조치 및 능동감시1) 중이다.

채취된 상하기도 검체는 검체운송위탁업체를 통해 질병관리본부로

이번 국내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첫 번째 확진환자 발생

운송되어 선별검사인 판코로나바이러스 검사(Conventional RT-

시 접촉자 파악을 통한 전파 방지에 초점을 맞춘 역학조사 결과를

PCR)와 유전자 염기서열분석을 진행하여 1월 20일 양성임을

공유하여 향후 비슷한 사례가 발생할 경우 좀 더 신속하게 대응할

확인하였다.
환자의 접촉자 조사 및 분류를 위해 질병관리본부 중앙

수 있도록 하고자 한다.

역학조사관은 환자와 접촉자의 마스크 등 개인보호구 착용 여부와
환자와의 거리, 환자와 접촉한 횟수와 시간 등을 고려하여 접촉자를
분류하였다. 조사 결과 45명의 접촉자를 분류하여 2020년 2월

몸말

3일까지 14일간 능동감시를 진행하였으며 감시 시작 후 유증상자

국내 최초로 확진된 감염자는 35세 중국 여성으로 2020년
1월 19일 12시 중국 후베이성 우한발 중국 남방항공 CZ6079편을

4명이 발생하여 검사를 진행하였으나 모두 음성 판정을 받아 사례에
대한 감시가 종료되었다.

이용하여 입국하였다. 입국 당시 동행자는 가족 2명과 친구 가족

1. [1월 20일] 공항 내 접촉자 및 기내 탑승객 조사

3명으로 총 5명이었다.
입국 시 인천공항 탑승동 게이트 검역장에서 개인별 체온을
측정하는 과정에서 38.0℃가 측정되었고, 건강상태질문서에도

1월 20일 질병관리본부 중앙 역학조사관이 인천공항검역소에

발열, 오한, 근육통, 콧물 증상을 기재하여 추가로 검역조사서를

연락 하 여 보안구역 출입을 허가 받고 기내 탑승 객 명단을

작성하였다. 검역 조사 결과 출국 하루 전인 1월 18일 증상이

요청하였다.

시작되어 우한시의 한 병원에서 진료를 받고 감기약을 처방받은
것을 확인하였다.

도착 후 인천공항검역소와 함께 공항 내 접촉자 조사를
시 행 하 였다. 환 자 는 검 역 단 계 에 서 조 사 대 상 유 증 상 자 로

인천공항검역소 역학조사관이 시행한 기초역학조사 결과

분 류되어 공항 내 격리실에서 대기하다가 구 급차 를 통해서

우한시 거주자로서 일본으로 여행을 위해 인천공항에서 환승

국가지정입원치료병상으로 이송되어 지역사회 전파 위험성은 낮은

예정이었으며 우한 시내에서 화 난 해 산 물시장 방문력이나,

것으로 판단되었다.

야생동물 섭취 및 접촉력은 없다고 진술하였다. 검역소 사례분류

우선 환자 입국 당시 검역대에 근무한 검역관 명단을 확보하여

보 고 절 차 에 따 라 당 시 신 종 코 로 나 바 이러 스 감 염 증 (현 재

면담을 실시하였다. 검역에 참여한 근무자 명단과 검역과정의 상세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사례정의2)에 따른 조사대상 유증상자로

진행절차를 파악하고 환자와 환자 일행의 동선을 확인하였다. 또한

분류하였고, 질병관리본부 상황실에 보고한 후 검역소 구급차를

면담 과정에서 그 날 다른 팀에서 지원인력이 추가 근무했다는

이용하여 국가지정입원치료병상이 있는 인천의료원으로 이송하였다.

사실을 확인하여 조사 대상자에 포함시켰다.

인천의료원에 도착한 후 대기 중이던 의료진이 환자 를

조사 결과 환자는 1선 검역대 3)에서 체온을 측정하였을 때

격리병동 전용 엘리베이터를 이용하여 격리병동으로 이송하였다.

38.0℃, 38.3℃이었으며 이후 2선 검역대4)로 이동하여 ‘호흡기질환

1) 감염병병원체에 감염되었다고 의심되는 사람들을 적당한 장소에 일정 기간 동안 격리하는 조치로 거주지, 시설, 병원에 격리가 가능하나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의 경우는
거주지에 격리하고 보건소가 1일 2회 유선연락하여 발열 등 증상발생 여부를 확인하도록 함
2) 중 국 우한시 신종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 대응절차(3판). 조사대상 유증상자(Patient Under Investigation, PUI) : 중국 후베이성 우한시를 다녀온 후 14일 이내에 발열과
호흡기증상(기침 등)이 나타난 자
3) 1선 검역대 : 입국장 문 앞에서 건강상태질문서를 확인하고 체온을 측정, 증상이 있거나 체온이 높은 경우 2선 검역대로 이동
4) 2선 검역대 : 1선 검역대 뒤쪽에 위치하여 유증상자에 대한 심층조사를 실시하며 사례분류 및 이송 여부 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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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 공항 내 환자 이동 동선

유증상자 검역조사서’를 작성하였다. 체온과 증상을 확인한 후

2명과 탑승교 연결 직원 1명을 접촉자로 분류하였다.

역학조사가 필요하다고 판단한 검역관과 역학조사관은 환자와

따라서 1월 20일 조사 당시 공항 내 접촉자는 검역관 7명,

일행을 인솔하여 격리실로 안내하였다. 격리실에서 개인보호구(Level

항공사 직원 1명, 협력업체 직원 2명, 총 10명이었으며 이후 개인별로

D) 를 착 용 한 역 학 조 사 관 이 기 초역 학 조 사 를 실 시 하 였다.

유선통화를 진행하여 현재 상황을 설명하고 증상유무를 확인한 후

사례정의에 따라 조사대상 유증상자로 분류된 환자 는 이후

개인위생 및 증상발생 시 신고절차를 안내하였다.

국가지정입원치료병상이 있는 인천의료원으로 배정되기 전까지

또한 조사일 오전 11시 40분에 도착하는 우한발 비행기

격리실에서 대기한 후에 입국했던 동선을 따라 나가서 엘리베이터를

검역과정을 보고 탑승객의 이동 동선과 검역 절차, 검역관의

타고 탑승동 1층으로 이동해 구급차에 탑승하였다.

개인보호구 착용 정도를 접촉자 분류 과정에 참고하였다. 동시에

이후 환자 및 환자 일행의 이동 동선에 따라 접촉했을 가능성이

환자가 탑승한 항공기의 탑승객 및 승무원 명단과 기내좌석

있는 모든 사람을 파악하였다. 검역 당시 같은 공간에 있었던 인원은

배치도를 항공사에 요청하여 수령하였다. 항공사에서 초기에

검역관, 공항운영서비스 직원, 항공사 직원, 항공사 협력업체 직원,

제공하는 정보에 이름, 성별, 좌석번호는 포함되어 있으나 연락처

소독업체 직원 등 20명이었으며 개인별로 연락하여 근무 당시

및 주소가 없어서 검역대에서 징구한 건강상태질문서를 항공사에서

상황과 마스크와 장갑 등의 개인보호구 착용 여부, 평시 작업 형태

제공하는 정보와 대조하여 연락처와 주소를 확인하였다. 당시 우한

등을 질문하였다.

입국편은 전원 건강상태질문서를 징구하고 있는 상황이었기 때문에

검역에 직접 참여하고 환자와 대화를 하거나 접촉이 있었던
검역관 7명은 N95마스크와 장갑을 착용하고 있었으나 지속적으로

정보가 있었으나 다른 정보가 없는 경우 항공사에 탑승객의 항공권
결제 정보 등을 확인하여 접촉자를 파악할 수 있었다.

환자와 대화하고 접촉하였기에 접촉자로 분류하였고, 게이트 주변에

확인 결과 전체 탑승객은 환자를 제외하고 총 146명(승객

있었던 소독업체 직원 4명과 공항운영서비스 직원 1명은 면담을 통해

138명, 승무원 8명)이었으며, 내국인 68명, 외국인 78명이었다. 이 중

환자와 접촉력이 없음을 확인하여 접촉자로 분류하지 않았다.

승무원을 포함한 환승객은 21명으로 국내 유입 인원은 126명이었다.

특히 입국장 게이트 안쪽에서는 일반적으로 해당 항공 승무원

이후 기내 접촉자에 대해 논의 결과 중 동호흡기증후군

외 항공사의 지상근무 직원, 항공사 협력업체 직원, 탑승동과

(MERS)과 마찬가지로 환자가 탑승한 열 포함 앞 뒤 3열을 접촉자로

비행기를 연결하는 브릿지 연결 직원 등이 근무하는데 이 공간에는

지정하였고 그 결과 29명의 탑승자와 환자가 탑승한 구역을 담당한

CCTV가 없으므로 개개인의 면담 결과에 따라 접촉력을 파악하였다.

승무원 5명, 총 34명을 접촉자로 분류하였다. 이 중 같은 일행

이러한 개별 면담 결과 개인보호구 착용이 불확실한 협력업체 직원

3명과 중국인 1명, 승무원 5명이 출국하여 국내 관리대상자는 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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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2. 환자 기내 좌석 배치도

25명이었으며 이 중 환자 가족 2명은 공항 격리실에서 생활하다가

측에 여권번호를 통보하여 출국 여부를 확인하였다.

이후 중국으로 출국하여 지역사회로 들어온 능동감시 대상자는 총

2. [1월 22일] 공항 CCTV 확인 및 격리실 추가 조사

23명이었다.
기내 접촉자 분류 과정에서 관광을 목적으로 한국에 입국하는
외국인은 건강상태질문서에 기재된 숙소명이 불명확 하거나

1월 2 2일 접촉자 추가 조 사 를 위해 인천공항공사

허위로 기재하는 사례가 있었다. 이런 경우 접촉자의 능동감시가

항공보안청으로 당시 CCTV 열람을 요청하였다. 이미 파악한 환자의

지연되거나 불가능하기 때문에 우선 검역단계에서 일차적으로

동선을 재확인하고 직원 외 공항이용자들의 접촉정도를 확인하였다.

미기재된 부 분 을 확 인하고 있으 나 많은 인원을 단시간 에

그 결과 환자의 동선은 달라지지 않았으며 입국 당시 해당 게이트

점검하면서 체온까지 측정하다 보니 실제 연락처와 숙소가 맞는지

주변을 이용한 공항이용자는 거의 없었음과 검역 당시 검역관들의

확인할 수는 없는 상황이었다.

마스크 및 장갑 착용 상태와 환자의 마스크 착용 상태를 확인하였다.

이번 사 례에 서 도 유명한 호텔 체인 이름으 로 숙 소 를

역학조사관과 검역관이 같이 열람하여 공항 내 근무 직원은

기재했지만 지점 이름이나 연락처가 없는 10여 명의 관광객을

바로 파악하였고 영상을 재확인하게 될 경우를 대비하여 CCTV의

파악하기 위해 역학조사관과 검역관 등이 일차적으로 서울 시내

번호와 위치, 일시를 기록하였다.

해당 호텔의 모든 체인점 프론트로 전화를 걸어 숙박명부를

CCTV 확인 결과 환자가 인천의료원으로 이동하기 위해서

확인했음에도 해당 숙박 사실이 확인되지 않아 행정안전부와

움직일 때 A검역관이 근처에서 안내한 사실이 추가로 확인되어 유선

경찰청에 신원파악을 요청한 바 있다. 이후 법무부 출입국사무소

면담을 실시하였고 면담 실시 결과와 CCTV 확인 시 2미터 이상의

< 2020년 1월 19일 CCTV상 환자 동선 >
12:15 게이트 열림
12:25 입국 게이트 나와서 줄섬, 가족과 일행 포함
12:59 다른 승객이 전부 입국 후 환자와 검역관 2명(N95 마스크, 장갑 착용), 환자 일행이 이동
13:02 검역관 사무실 내 임시격리실로 환자 들어감
14:39 Level D 보호복을 입은 검역관이 환자를 데리고 임시격리실에서 동편 환승장 입구까지 안내함.
14:40 환
 승장 입구에서 환자에 대한 서류와 환자 옷을 검역관(N95 마스크, 장갑 착용)이 전달함
14:41 Level D 보호복을 착용한 검역관이 환자와 함께 113번 게이트로 이동
14:42 113번 게이트 안쪽 엘리베이터 타고 내려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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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리가 대부분 유지되고 직접적으로 대화는 없어 추가 접촉자로

지방 역학조사관은 출동 전 공항 조사를 위해 공항검역소 협조를

분류하지 않았다.

얻어 출입허가 조치를 하고 탑승객과 근무자 명단을 사전에

또한 환자 입국 당일 격리되었던 검역소 사무실 내 격리실은

요청하여 연락망을 구축해야 하다. 그리고 역학조사 중에는 팀을

CCTV가 없어 당일 사무실 근무자 명단을 전달 받아 환자와의

구성하여 동선별, 면담 대상자별 업무를 분담함으로써 역학조사를

접촉력을 추가로 확인하였다. 그 결과 사무실 근무하던 검역관 1명이

효율적으로 진행할 수 있다.

격리실에서 나온 환자를 다시 들여보내는 과정에서 환자와 접촉한
사실을 확인하여 접촉자로 추가 분류하였다.

공항은 그 특성상 보안구역이 많을 뿐만 아니라 검역소와
항공사, 공항공사, 공항운영서비스, 보안관계자, 용역업체 등이

추가적으로 인천공항검역소 근무 직원 121명을 대상으로 ‘입국

관련되어 있고 서로 협력하여 운영되고 있기 때문에 일괄 관리가

당시 검역 참여여부’, ‘환자가 임시격리실 격리 기간 중 접촉 여부’,

어렵고 근무 상황이나 체계를 이해하지 못할 경우 접촉자 조사에

‘환자 이동 동선별 접촉 유무’에 대해 모바일 설문조사를 실시하여

어려움이 있을 수 있다.

기 확인된 접촉자 이외 추가 접촉자가 없음을 확인하였다.

본 사례는 검역단계에서 확인되어 공항 내 접촉자가 많지

두 차례에 걸친 접촉자 조사 과정에서 최종적으로 파악된 1번

않았으나 환자가 환승 예정이었기에 같이 입국한 환자 가족

확진 환자의 접촉자 수는 45명이었으며 그 중 공항 내 접촉자는

2명이 계속 공항 검역소 격리실에서 생활하다가 일정이 정리된

총 11명, 기내 탑승객은 34명이었다. 이 중 출국자를 제외한

후 중국으로 귀국하는 과정에서 항공권 등 여러 부서의 협조가

34명의 접촉자들은 능동감시 대상자로 분류하여 확진환자와의

필요했었고, 이번 사례처럼 환자가 검역과 정에서 발생하여

최종접촉일로부터 14일간 거주지 보건소를 통해 매일 체온과

국가지정입원치료병상 이송을 위해 임시로 격리가 필요할 때

증상발생 유무를 점검하였다. 그 결과 4명의 유증상자가 발생하여

사용하는 격리실이 검역소 사무실 내에 위치해 있어 검역관들이

검사를 시행하였으며 모두 음성판정을 받았다. 이후 접촉일로부터

위험에 상시 노출되어 있는 점이 개선이 필요한 점으로 나타났다.

14일이 지난 2월 3일 0시를 기해 능동감시가 해제되어 1번 확진
환자의 접촉자 관리는 종료되었다.

앞으 로 효율 적인 공항 내 접촉자 조 사 를 위해서는
질병보건통합관리시스템 검역관리 메뉴에서 얻을 수 있는 정보와
관계기관에 요청해야 할 정보를 정확히 구분해서 미리 요청하고
CCTV나 설문조사, 면담을 통해 파악한 정보와 대조·확인하여

맺는 말

조사가 정확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이다. 또한 공항을
통해 감염병 환자가 입국했을 경우 분류된 환자가 다른 공항

해외 유입 감염병 환자는 대부분 비행기를 이용하여 유입되며
공항을 이용하기 때문에 국내 최초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1번

내 직원들과 잘 분리되어 이송 시까지 안전하게 대기할 수 있는
임시격리실의 개선이 필요한 것으로 보인다.

확진환자 또한 중국에서 입국한 사례로 기내 접촉자와 공항 내
접촉자가 발생하였다. 2월 12일 현재까지 국내에서 발생한 28명의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확진환자 중 공항을 통해 입국한 경우는
18명이며 그 중 입국 시 증상이 있을 경우 기내 및 공항 내 접촉자를
조사하고 있다. 현재 중국뿐만 아니라 일본, 싱가포르, 태국에서
입국한 입국자 중 확진 사례가 발생함에 따라 앞으로 조사가 필요한
사례는 계속 발생할 것이다.
감염병 역학조사를 효율적으로 시행하기 위해서는 중앙 및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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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이전에 알려진 내용은?
감염병 해외유입 사례의 경우 질병의 잠복기와 증상 발현
시기를 고려하여 기내 및 공항 접촉자를 조사한다. 공항은 상주
직원의 수가 상당하고 신원을 확인하지 못하는 이용객이 많기
때문에 접촉자 조사과정에 다양한 부서가 참여해야 하고 많은
시간이 소요된다.
② 새로이 알게 된 내용은?
2020년 1월 20일에는 국내에서 처음으로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COVID-19) 환자가 확진되었고 총
45명의 접촉자를 확인하여 검역소와 실거주지 보건소에서
14일간 능 동감시를 실시하였다. 감시 기간 동안 4명의
유증상자가 발생하여 판코로나바이러스 검사(Conventional
RT-PCR)와 유전자 염기서열분석 검사를 시행하였으나 모두
음성으로 판명되어 2월 3일로 감시가 해제되었다.
③ 시사점은?
국내 첫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1번 환자 역학조사
사례에서는 기내 및 공항 접촉자를 확인하기 위해서 항공사 및
공항공사 등 관계기관의 협조를 신속하게 요청하고 처리하여
그들의 건강상태를 빠르게 확인하고 상황에 따라 조치할 수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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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ntact Tracing Results of the First Confirmed COVID-19 Case in the Republic of Korea
Hyun Junghee, Kim Jeonghyun, Lee Hyeyoung, Gwack Jin
Division of Emerging Infectious Diseases Response, Center for Public Health Emergency Preparedness and Response, KCDC
Kim JaEun, Lee EunYoung, Kim TaeKyung, Kim Hansuk
Inchon Airport National Quarantine Station, KCDC

On December 31st, 2019 the China National Health Commission (NHC) reported that an unknown cause of pneumonia had
been detected in Wuhan in Hubei province. The NHC later confirmed that the infection was a novel coronavirus-infected
pneumonia (NCIP). On February 12th, the disease caused by novel coronavirus (2019-nCoV) has a formal name, COVID-19.
On January 20th, 2020, the first case of COVID-19 was confirmed in Korea. The purpose of this study was to conduct a case
study of the first COVID-19 infection and the aim was to offer suggestions to public health workers on how to prepare for
future pandemics. More specifically, this study explored the results of epidemiological investigations focused on preventing
the spread of an infectious disease by identifying contacts when the first confirmed case occurs. The Korea Centers for
Disease Control and Prevention (KCDC) conducted a contact tracing survey immediately after the first case was confirmed.
According to the epidemiology report, 45 people were classified as active monitoring cases. They were supervised by a
quarantine station and public health centers for 14 days. During the surveillance period, four potential cases occurred but
the Pancoronavirus test (Conventional RT-PCR) and the gene sequencing tests came back negative for COVID-19. On
February 3rd, 2020, surveillance was lifted for these cases.
Keywords: 2019 novel coronavirus (2019-nCoV), COVID-19, SARS-CoV-2, epidemiological monitoring, contact tracing

Figure 1. The route taken by the first confirmed case of COVID-19 upon arrival at Incheon Airport, Korea

Figure 2. The seat used on an international flight by the first confirmed case of COVID-19 in Kore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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