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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 초기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환자 28명의
역학적 특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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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 록
목적 : 2020년 1월 20일 국내 첫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COVID-19) 확진환자가 발생한 이후 2월 14일까지 총 28명의 환자가 발생하였다.
신종감염병(emerging infectious disease) 대응을 위해서 현재까지 한국에서 발생한 사례의 역학적 임상적 특성을 분석하여 공유하고자 한다.
방법 : 질병관리본부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신고 및 감시(surveillance) 자료와 즉각대응팀(rapid response team)의 현장역학조사 보고서를
활용하여 국내에서 확인된 28명의 역학적 특성과 초기 임상적 특성을 분석하였다.
결과 : 전체 환자 28명 중 남자가 15명(53.6%)이고 평균 연령은 42.6세(20~73세)였으며, 한국인이 22명(78.6%), 중국인이 6명(21.4%)이었다.
해외유입사례는 16명(57.1%)이었고 16명의 추정 감염장소는 중국 우한시가 11명(68.8%), 중국 주하이시가 1명(6.3%), 싱가포르 2명(12.5%), 일본
1명(6.3%), 태국 1명(6.3%) 순이었다. 환자들의 초기 증상은 발열 또는 열감 9명(32.1%), 인후통 9명(32.1%), 기침 또는 가래 5명(17.9%), 오한 5명(17.9%),
근육통 4명(14.3%) 순이었고 무증상이 3명(10.7%)이었으며, 입원 후 실시한 영상 검사상 폐렴이 확인된 사례는 18명(64.3%)이었다. 28명의 환자 중
16명(57.1%)이 해외유입사례이고 이들로부터 10명(35.7%)의 추가감염자가 국내에서 확인되었다. 이중 1차 감염 환자가 7명(25.0%), 2차 감염 환자는
3명(10.7%) 이었으며, 감염경로에 대한 조사가 진행 중인 사례는 2명(7.1%)이다. 감염경로가 확인된 추가 감염자 10명은 선행환자의 가족(7명, 70.0%) 또는
지인(3명, 30%) 이었으며, 추정 전파장소는 집(7명, 70.0%), 식당(1명, 10.0%), 교회(1명, 10.0%), 기타(1명, 10.0%)로 확인되었다.
결론 : 2월 14일까지 한국의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환자는 해외유입에서 시작하여 국내에서 2차 감염 환자까지 확인되었고 역학적 연관성이
확인되지 않은 사례는 없었다. 환자들의 초기 증상은 대부분 경미하고 비특이적이었지만 감염력은 있었다. 또한 추가환자는 선행환자와 상당기간
밀접접촉력이 있었다. 이러한 임상적, 전파경로에 대한 특성을 바탕으로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에 대한 조기발견 전략을 수립하는 것은 중요하다.

주요 검색어 :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역학조사, 역학적 특성

들어가는 말

환자가 발생하여 지금까지 지속적으로 환자가 발생하고 있다. 또한
세계보건기구(WHO)의 상황보고에 따르면 중국과 싱가포르, 일본,

2019년 12월 31일 중국 후베이성 우한시 위생건강위원회(China
NHC, National Health Commission)에서 발표한 27명의 원인불명

태국, 말레이시아, 베트남 등에서 자국 내 2차 전파로 감염사례가
보고되고 있다.

폐렴의 원인은 SARS-CoV-2(Severe acute respiratory syndrome

국내에서는 2020년 1월 20일 첫 환자 발생 이후로 2월

coronavirus 2)에 의한 새로운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으로 밝혀졌다.

14일 기준, 28명의 환자가 발생하였다. 이 중 해외유입사례는

1월 11일 중국 우한시에서 41명이 확진되었다고 발표한 이후, 1월

16명(57.1%)이고 10명은 국내에서 추가감염사례로 추정되며, 2명은

13일에 태국, 1월 16일에 일본에서 해외유입 환자가 발생하였고

현재 감염경로를 조사 중이다.

1월 20일에는 중국 우한시 외 베이징시와 광둥성 선전시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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호흡기 증상으로 알려져 있으나 역학적 특성은 아직까지 많이

‘주의’ 단계로 위기 단계가 상향되어 질병관리본부 중앙방역

알려져 있지 않아 신종감염병 환자를 치료하고 추가 전파를

대책본부가 구성되었다. 1월 27일에는 위기단계를 ‘주의’에서 ‘경계’로

방지하기 위해서 지금까지 발생한 환자들에 대한 역학적 정보를

상향하여 보건복지부 중앙사고수습본부까지 구성되어 정부 전

분석하고 공유할 필요가 있다.

부처가 협력하여 대응 중이다.

본 연구는 2020년 2월 14일까지 한국에서 발생한 코로나

특히 검역과정에서 전파차단을 위해 1월 8일부터 중국

바이러스감염증-19 확진환자 28명에 대한 사례군 연구이다.

우한시 를 오염 지 역 으 로 지 정 하 여 우한 발 입 국자 에 한 해

확진환자에 대한 인구학적, 역학적, 초기 임상 정보는 질병관리본부

건강상태질문서를 받아 37.5도 이상의 발열이 있거나 기침 등 호흡기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의 신고 및 감시 자료와 질병관리본부

증상이 있는 경우 유증상자로 분류하여 검사, 격리 등을 조치하였다.

즉각대응팀(KCDC, Rapid response team)이 실시한 28건의

1월 23일에는 하루 평균 약 300명의 입국자가 있었던 우한 공항이

현장역학조사 보고서를 활용하였다.

중국 정부에 의해 폐쇄되었고 이후 우한시를 포함한 후베이성에

환자의 연령은 확진일을 기준으로 계산했으며 추정 노출기간,

대한 이동 제한 조치가 추가로 시행되었다.

증상발생일, 감염경로와 같은 주요 지표는 현장조사에 참여한

그러나 국내에서 1월 20일부터 28일까지 우한시 방문력이 있는

역학조 사관과 중앙방역대책본 부 역학조 사팀의 검토를 거쳐

4명의 환자가 발생하고 우한시 이외 다른 지역에서 환자 발생이

분류하였다. 잠복기(incubation period)는 추정노출일과 증상발생일을

지속되자 1월 28일에는 중국을 오염지역으로 확대하여 검역을

사용하여 추정하였다. 또한 본 연구에서 제시된 자료는 추가

실시하였고 2월 4일부터 더욱 절차를 강화하여 중국에서 입국하는

역학조사 결과에 따라 변경될 수 있다.

항공기를 대상으로 입국 시 증상 확인뿐만 아니라 주소지와
연락처가 확인된 사람만 입국을 허가하는 특별검역을 시행 중이다.

몸말

2. 역학적 특성

1. 국내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대응 과정

확진환자 28명 중 남자는 15명(53.6%), 여자가 13명(46.4%)이며
평균 연령은 42.6세이고 연령 분포는 20세에서 73세였다.

2019년 12월 31일 중국 후베이성 우한시에서 특정 수산물 시장

연령대별로 50대가 8명(28.6%), 20대, 30대, 40대가 각각

관련 폐렴환자 27명을 보고하였다. 새로운 감염병이 해외에서 발생한

6명(21.4%), 60대, 70대가 각각 1명(3.6%)이 발생하였다. 환자

것으로 판단한 질병관리본부는 1월 3일 ‘중국 우한시 원인불명

중 22명이 한국인, 6명이 중국인이었으며 중국인 중 2명은

폐렴 대책반’을 구성하고 위기단계를 ‘관심’으로 지정하였다. 그에

관광객이었다.

따라 지속적으로 해외동향을 파악하고 의심사례에 대한 감시와

16명의 해외유입환자 (5 7.1%) 중 6명으 로부터 10명의

대응을 시작하였다. 의심사례가 발생하였을 경우 보건소에서

추가감염자가 국내에서 확인되었고 이중 1차 감염자1)는 7명(25.0%),

기초 역학조 사 를 실시한 후 중앙 역학조 사 관 이 판 단 하 여

2차 감염자2)는 3명(10.7%)이었으며, 감염경로에 대한 조사가 진행

국가지정음압병상에 입원 후 검사를 진행하거나 자가격리, 능동감시

중인 사례는 2명(7.2%) 이다.

등의 관리조치를 실시하도록 하였다.

환자들의 초기 증상은 발열 또는 열감 9명(32.1%), 인후통

1월 20일에 국내 첫 환자가 발생하였고 이에 따라 ‘관심’에서

9명(32.1%), 기침 또는 가래 5명(17.9%), 오한 5명(17.9%), 근육통

1) 1차 감염 : 처음 감염된 환자에서 감염된 사례
2) 2차 감염 : 1차 감염된 사례에서 다시 감염된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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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1. 한국 28명 코로나바이러스-19 환자들의 일반적 특성(확진환자 28명)
특성

환자수(명)

백분율(%)

남자

15

53.6

여자

13

46.4

성별

연령
평균±표준편차

42.6±13.1

20~29

6

21.4

30~39

6

21.4

40~49

6

21.4

50~59

8

28.6

60~69

1

3.6

70~79

1

3.6

한국

22

78.6

중국

6

21.4

발열 또는 열감

9

32.1

인후통

9

32.1

기침 또는 가래

5

17.9

오한

5

17.9

근육통

4

14.3

쇠약감

3

10.7

두통

3

10.7

무증상 또는 불명*

3

10.7

18

64.3

국적

초기 증상(중복 가능)

입원 후 폐렴 발생
폐렴
*수술 후 항생제와 진통제 지속 투여

4명(14.3%) 순이었고 무증상이 3명 있었다. 입원 후 영상검사상

시도 보건환경연구원에서 검사가 진행되어 신고건수와 검사건수가

폐렴이 확인된 사례는 18명(64.3%) 이었다(표 1). 2월 14일까지

일치하나 2월 7일 이후에는 보건소 신고 접수건 외 의사의 판단에

28명의 환자 중 7명의 환자가 퇴원하였고 평균 재원 일수는

따라 의심될 시 별도로 검사를 진행하였기 때문에 실제 검사 건수는

12.7일(범위 8∼19일) 이었다.

더 많을 것으로 예상된다.

중국 내 시장 방문력은 우한시 거주자였던 환자 1명이 있었고

환자들의 증상발생일을 살펴보면 증상발생일이 모호한 3명의

우한 시내 의료기관 방문력이 있는 환자는 2명이었다. 28명 환자

환자를 제외하고 25명의 환자 중 최초 증상이 보고된 날짜는 1월

중 10명(35.7%)은 고혈압, 당뇨병, 천식, 만성비염, 이상지질혈증,

10일이다. 이후 국내에서 해외유입환자로부터 감염된 환자의 증상이

갑상샘기능저하증, 만성비염 등 1개 이상의 기저질환이 있었고 환자

처음으로 발생한 것은 1월 26일로 확인되었다. 국내 감염 사례

중 1명은 폐암으로 수술 받은 이력이 있었다.

10명 중 증상발생일이 불분명한 1명을 제외하고 9명을 대상으로 각

검사건수는 보건소를 통해서 질병관리본부로 신고 접수되어
검사가 진행된 수를 의미하며, 2월 7일 이전에는 질병관리본부와

환자별 증상발생일과 최초 노출일로 추정한 평균잠복기는 4.1일(범위
2~9일)이었다(그림 1, 표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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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심)코로나 19 대책반

(주의)중앙방역대책본부

(경계)중앙방역대책본부
1200

10
9

1000

8

WHO 국제공중보건위
기상황 선포 (1.30)
우한공항 폐쇄
(1.23)

6

1차 우한교민 이송
(1.31~2.1)

민간검사 확대
(2.7)

800

600

5
4

검사수(건)

환자 수(명)

7

400

3
2

200

1
0

〮

〮

〮

0

1.3 1.4 1.5 1.6 1.7 1.8 1.9 1.10 1.11 1.12 1.13 1.14 1.15 1.16 1.17 1.18 1.19 1.20 1.21 1.22 1.23 1.24 1.25 1.26 1.27 1.28 1.29 1.30 1.31 2.1 2.2 2.3 2.4 2.5 2.6 2.7 2.8 2.9 2.10 2.11

해외유입(중국)

해외유입(기타)

국내전파

조사중

검사 건수
증상발생일 기준 분류
* 불분명한 경우(#18, #22, #28) 진단일 적용

그림 1. 환자 증상발생일에 따른 유행곡선

해외유입 지표환자 16명의 추정감염장소는 중국 우한시가

첫 번째 그룹의 지표환자는 3번(남, 54세) 환자로 1월 20일

11명(68.3%), 싱가포르가 2명(12.5%)이고 중국 주하이시 1명(6.3%),

입국 당시에는 증상이 없었으나 1월 22일 13시경부터 열감, 오한,

태국 1명(6.3%), 일본 1명(6.3%)이었다. 감염 경로가 확인된 추가

근육통, 코막힘 증상이 나타났다. 3번 환자와 관련이 있는 환자는

감염자 10명의 선행환자와의 관계는 친척 2명을 포함한 가족이

총 5명으로 우한시에서 같이 입국 후 자가격리 중 확진검사를

7명(70.0%), 지인이 3명(30.0%) 이었고 추정전파장소는 집(7명,

시행하여 확진된 1명(환자 28번), 1월 22일 3번 환자와 1시간 반 가량

70.0%), 식당(1명, 10.0%), 교회(1명, 10.0%), 기타(1명, 10.0%)로

식사한 지인 1명(환자 6번)이었다. 환자 6번의 경우 1월 30일 확진

확인되었다.

후 추가 접촉자 조사 실시 결과 아내와 아들, 교회에서 같이 예배에

환자 중 우한시 거주자 2명과 전세기 입국자 2명을 제외한

참석한 지인 3명이 추가 확진되었다(환자 10번, 11번, 21번). 환자

24명의 지역별 분포를 보면 경기도가 11명(39.3%)으로 가장 많이

6번으로부터 감염된 사람은 2차 전파로 판단되었다. 28번 환자는

발생했고 서울특별시 9명(32.1%), 광주광역시 2명(7.1%), 전라북도와

입국 후 수술을 받아 지속적으로 항생제와 진통제를 처방받아

전라남도가 각각 1명(3.6%)씩 발생하였다.

복용하여 정확한 증상발생일을 추정할 수 없었고 감염경로에
대해서도 조사 중이다.

3. 전파 경로 확인

두 번째 그룹의 지표환자는 5번 환자로 우한시에서 1월 24일
입국한 후 1월 26일부터 감기 몸살처럼 증상이 나타났다. 추가

2월 14일까지 28명의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환자 중

감염이 된 9번 환자는 5번 환자의 지인으로 1월 29일까지 같은

해외유입환자로부터 추가 감염이 일어난 그룹은 6개로 1개 그룹당

공간에 오래 머물렀고 같이 식사를 하여 접촉자로 관리되던 중 1월

2명에서 6명의 환자가 포함되어 있다(부록 그림 참고).

30일 두통이 나타나 검사 후 31일 확진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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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2. 한국 28명 코로나바이러스-19 환자들의 감염경로(확진환자 28명)
특성

환자수(명)

백분율(%)

중국 우한시

11

68.8

중국 주하이시

1

6.3

일본

1

6.3

싱가포르

2

12.5

태국

1

6.3

거주지

7

70.0

거주지 외

3

30.0

병원

-

-

비행기 내

-

-

가족

5

50.0

친척(직계 외)

2

20.0

지인

3

30.0

평균(±표준편차)

범위

4.1(±1.85)

2~9

감염경로
해외유입(n=16)

추정 전파장소(n=10)

선행환자와 추가환자와의 관계(n=10)

잠복기(일, n=9)*
* 전체 환자 28명 중 해외유입환자 16명과 증상발현일이 불분명한 3명 제외한 9명 대상

세 번째 그룹은 업무상 일본에서 확진 판정을 받은 일본인

25일 모친 집에서 같이 식사한 가족 중 16번 환자의 오빠가 2월

환자와 접촉력이 있는 12번 환자가 지표환자로 확인되었다. 중국

5일 22번 환자로 확인되었다. 18번 환자와 22번 환자는 초기에

외 다른 국가에서 감염되어 유입된 첫 사례로 1월 19일 입국

본인이 느끼는 증상은 없어 증상발생일을 추정할 수 없었다. 또한

후 1월 20일부터 근육통이 있었으나 일본에서 입국하였기에

18번 환자는 16번 환자와 태국 방문력과 병원 이용력 등이 중복되어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를 의심하지 않아 신고 및 검사가 늦게

감염경로에 대해서는 조사 중이다.

이루어졌다. 10일 이상 같이 생활한 아내가 1월 29일 증상이 나타나
14번 환자로 확진되었다.

여섯 번째 국내 전파 사례에서는 선별진료소를 통해 25번
환자로 확진 받은 후에 역학조사 과정에서 아들과 며느리가 26번,

네 번째 그룹의 지표환자는 15번 환자로 2월 1일 열감, 인후통의

27번 환자로 확인되었다. 1월 31일 중국 광둥성 주하이시에서

증상을 보여 검사 후 2월 2일에 확진되었다. 이후 같은 건물 다른

마카오를 통해 26번, 27번 환자가 입국한 이후로 세 환자가 계속 같은

층에서 거주하던 친척이 2월 4일 인후통 증상이 나타나 20번 환자로

공간에서 거주하였다. 27번 환자가 2월 4일 증상이 발생하여 25번,

확인되었으며 15번 환자와 같이 식사를 하여 감염된 것으로 추정된다.

26번 환자보다 증상발생일이 빠르며, 25번 환자는 해외여행력 또한

다섯 번째 그룹은 태국여행을 다녀온 후 1월 25일 오한 등의

없어 27번 환자로부터 25번 26번 환자가 감염된 것으로 추정된다.

증상 발생 후 2월 4일 확진된 16번 환자가 지표환자이다. 16번

추가 감염사례들을 살펴보면 감염경로가 알려진 10명은 친척

환자는 1월 15일부터 1월 19일까지 태국 방콕과 파타야를 다녀온

2명 포함해서 가족이 7명, 지인이 3명이었으며 모두 식사를 같이

후 증상이 나타나 태국 관광지 또는 방콕 공항 등에서 감염되었을

하거나 같은 공간에 머물렀음을 확인하였다. 3번 환자와 6번 환자,

가능성이 있다. 이후 16번 환자의 딸이 2월 5일 18번 환자로, 1월

16번 환자와 22번 환자가 현재 1회 식사를 통해서 감염된 것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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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록 그림]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확진자 전파 경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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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정되며, 6번 환자와 21번 환자는 식사는 같이 하지 않았으나 교회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중앙방역대책본부

예배당에서 2시간 이상 같이 머물렀다. 지금까지 추가 환자들은

역학조사팀, 즉각대응팀[2020.2.14. 기준]

선행환자와 상당기간 동안 신체적 접촉을 포함하여 식사, 거주 등의
밀접접촉력이 있을 때 감염되었다고 추정된다.

공 인 식 , 결 핵·에 이 즈 관 리 과 , 질 병 관 리 본 부 ; 곽 진 ,
신종감염병대응과, 질병관리본부; 김미영, 인수공통감염병관리과,
질병관리본 부; 김준년, 혈액안전감시과, 질병관리본 부;

맺는 말

박영준, 결핵조 사과, 질병관리본 부; 이동한, 감 염병총 괄과,
질병관리본부; 이은규, 의과학지식관리과, 질병관리본부; 강병학,

한국의 환자들은 남자가 15명(53.9%)으로 LI 등(2020)과

고위험병원체분석과, 질병관리본부; 김성순, 신종감염병대응과,

HUANG 등(2020)의 연구에서 56%, 73.2%가 남자로 알려진

질병관리본부; 김종희, 예방접종관리과, 질병관리본부; 박숙경,

것보다는 약간 낮지만 비슷한 비율을 보였다. 평균잠복기는 4.1일로

인수공통감염병관리과, 질병관리본부; 박재선, 감염병진단관리과,

먼저 발표된 중국의 5.2일보다 짧았다(HUANG 등, 2020). 한국의

질병관리본부; 박현정, 의료감염관리과, 질병관리본부; 유정희,

평균 연령은 42.6세로 49세, 55.5세, 59세 등으로 나타난 중국의

예방접종관리과, 질병관리본부; 이정현, 유전체역학과, 질병관리본부;

선행 연구보다 연령대가 낮았다(CHEN 등, 2020).

조상연, 바이오뱅크과, 질병관리본부; 김은나, 자살예방정책과,

CHEN 등(2020)과 HUANG 등(2020)의 연구에서 입원환자의

보건복지부; 권정란, 인수 공 통 감 염병관리과, 질병관리본 부;

32~51%가 고혈압, 당뇨병, 심혈관계질환 등이 있었고 이번

김선미, 미래질병대비과, 질병관리본부; 김성남, 의료감염관리과,

국내 환자 28명 중 10명(35.7%)이 고혈압, 당뇨병 등 1개 이상의

질병관리본부; 김영기, 위기대응생물테러총괄과, 질병관리본부;

기저질환이 있었다.

김은영, 만성질환예방과, 질병관리본부; 김인호, 위기분석국제협력과,

환자들이 초기에 호소한 발열, 기침, 인후통, 오한, 근육통 등의

질병관리본부; 김정숙, 의과학지식관리과, 질병관리본부; 김희숙,

증상은 이미 알려진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의 증상과 다르지 않았다.

감염병총괄과, 질병관리본부; 김희정, 위기대응생물테러총괄과,

2월 14일까지 국내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환자는 해외유입

질병관리본부; 박재경, 유전체역학과, 질병관리본부; 신나리,

지표환자와 그로 인한 2차 감염자까지 확인되었고 역학적 연관성이

예방접 종 관 리과, 질병 관 리 본 부 ; 우연희 , 건 강 영 양 조 사과,

확인되지 않은 사례는 없었다. 즉 해외유입 지표환자 외 추가 감염은

질병관 리본 부 ; 이덕용, 바 이러스 분 석과, 질병관 리본 부 ;

가족과 지인 등 관계가 가까운 사람과 식사, 거주 등 일정 시간 이상

이상은, 매개체분 석과, 질병관리본 부; 이주 선, 결핵조 사과,

같이 지낸 사람들에게 이루어진 것으로 보인다. 이에 지속적으로

질병관리본부; 이혜영, 신종감염병대응과, 질병관리본부; 인혜경,

접촉자의 자가격리에 대한 안내 및 관리를 통해 증상 발생 시

인수공통감염병관리과, 질병관리본부; 장은정, 예방접종관리과,

보건소에 문의하여 조치에 따르도록 하는 것이 추가 감염을 막을 수

질병관리본 부; 조수경, 고위험병원체분 석과, 질병관리본 부;

있는 효과적인 방법임을 확인하였다.

조승희, 감염병총괄과, 질병관리본부; 진여원, 신종감염병대응과,

앞으로도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에 대한 역학적, 임상적

질병관리본 부; 차 정옥, 결핵·에이즈관리과, 질병관리본 부;

정보를 분석하고 공유함으로써 효과적인 대응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최준길, 결핵·에이즈관리과, 질병관리본부; 황선도, 세균분석과,

전략을 수립할 필요성이 있다.

질병관리본 부; 김영만, 결핵조 사과, 질병관리본 부; 김정현,
신종감염병대응과, 질병관리본부; 김지은, 결핵조사과, 질병관리본부;
김화미, 신종감염병대응과, 질병관리본부; 류보영, 신종감염병대응과,
질병관리본 부; 박신영, 결핵조 사과, 질병관리본 부; 신승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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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종감염병대응과, 질병관리본부; 신인숙, 위기분석국제협력과,
질병관리본 부; 이상혁, 감 염병총 괄과, 질병관리본 부, 이진,
신종감염병대응과, 질병관리본부; 이상은, 신종감염병대응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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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이전에 알려진 내용은?
2 0 1 9년 12 월 중 국 에서 발표한 원인불명 폐렴은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로 알려졌다. 2월 14일까지 한국에서
발생한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환자는 모두 28명이다.
② 새로이 알게 된 내용은?
28명의 환자 중 해외 유입 사례는 16명(57.1%), 국내
감염사례는 10명(35.7%), 조사하고 있는 사례는 2명(7.2%)이다.
해외 유입 사례 16명 중 우한시 방문력이 있는 환자 는
11명이었다. 최초 임상 증상은 경미하거나 비특이적인 경우가
많았고 발열, 인후통 호소가 많았다. 추가감염자는 선행환자와
상당기간 밀접접촉력이 있었다.
③ 시사점은?
이러한 역학적, 임상적 정보와 전파경로에 대한 특성을
바탕으로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에 대한 조기발견 전략과
추가전파 차단을 위한 전략을 수립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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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nterim Epidemiological and clinical characteristic of COVID-19 28 cases in
South Korea
Hyun Junghee, Lee Jung Hyun, Park Youngjoon, Jung Eun Kyeong
Epidemiology & Case management team, COVID-19 National Emergency Response Center, KCDC

From January 20th, 2020 to February 14th, 2020, a total of 28 cases of acute respiratory syndrome coronavirus (SARS-CoV-2),
a temporary moniker for the virus responsible for COVID-19, emerged after the first confirmed case was reported in Korea.
To continue management and treatment of SARS CoV-2 and other emerging infectious diseases, the purpose of this paper
was to analyze and share the insight gained from these 28 cases. In terms of methodology, epidemiological and initial
characteristics were analyzed using the report from the epidemiology investigation team of the COVID-19 National
Emergency Response Center of the Korea Centers for Disease Control and Prevention (KCDC). In addition, KCDC field reports
from patient monitoring, epidemiologic investigations, and quarantine management were used.
There were 15 male cases (53.6%) and 13 female cases (46.4%). The average age was 42.6 and the ages ranged from 20-73years of age. Of the 28 cases, 16 (57.1%) were imported index cases; 11 cases (68.8%) visited Wuhan, China, 1 case visited
Zhuhai, China (6.3%), 2 cases visited Singapore (12.5%), 1 case visited Japan (6.3%), and 1 case visited Thailand (6.3%). 9
cases (32.1%) reported initial symptoms of fever or heat sensation, 9 cases (32.1%) reported having a sore throat, 5 cases
(17.9%) reported having a cough or sputum, 5 cases (17.9%) reported having the chills, and 4 cases (14.3%) reported having
general muscle pain. There were 3 asymptomatic cases (10.7%) and 18 confirmed cases (64.3%) were diagnosed with
pneumonia after admission.
This paper found that seven infected individuals with confirmed paths of infection were family members (70.0%), and three
individuals were acquaintances (30.0%): 1 case was exposed in a restaurant (10.0%), 1 case was exposed at church (10.0%),
and 1 case was exposed at another location (10.0%). In other words, these individuals were infected through prolonged
exposure, such as sharing common living areas and meals. This paper found that, to date, Korean patients with COVID-19
were identified as 2ndgeneration cases starting from imported index cases, but there were no cases that were not
confirmed by epidemiological relevance. Most of the early symptom’s of the patients were mild, asymptomatic, and
infectious. Since it was determined that 1st and 2nd generation cases were infected through prolonged close contact, this
paper suggested that it is important to establish early detection strategies for COVID-19 based on these epidemiological
characteristics.
Keywords: 2019-nCoV, 2019 novel Corona virus, COVID-19, SARS-CoV-2, Epidemiological study, Characteristic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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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1. Demographic characteristics of 28 COVID-19 Confirmed cases in South Korea (n=28)
Characteristics

n

%

Male

15

53.6

Female

13

46.4

Sex

Age
Mean±SD

42.6±13.1

20-29

6

21.4

30-39

6

21.4

40-49

6

21.4

50-59

8

28.6

60-69

1

3.6

70-79

1

3.6

Korean

22

78.6

Chinese

6

21.4

Fever, Heat sensation

9

32.1

Sore Throat

9

32.1

Cough or Sputum

5

17.9

Chills

5

17.9

Muscle ache

4

14.3

Generalized weakness

3

10.7

Headache

3

10.7

Asymptomatic infection or Unknown*

3

10.7

18

64.3

Nationality

Signs and Symptoms at onset(can be duplicated)

Pneumonia after admission
Pneumonia
*Unknown: due to medication (antibiotics and analgesics) history after oper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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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LUE) COVID-19 Response TF

(YELLOW-ORANGE) COVID-19 national emergency response center

9
8

1000

WHO PHEIC(1.30)

7

No. of patients

1200

Diagnostic test
Expand to
Nongovernmental
facility
(2.7)

800

6

Evacuation flight
from Wuhan
(1.31,2.1)

Wuhan Airport
closed(1.23)

5

600

4
400

3
2

200

Imported case(China)

Imported case(etc)

Local transmission case

Under investigation

11-Feb

9-Feb

10-Feb

8-Feb

7-Feb

6-Feb

5-Feb

4-Feb

3-Feb

2-Feb

1-Feb

31-Jan

30-Jan

29-Jan

28-Jan

27-Jan

26-Jan

25-Jan

24-Jan

23-Jan

22-Jan

21-Jan

20-Jan

19-Jan

18-Jan

17-Jan

〮

16-Jan

15-Jan

14-Jan

〮

13-Jan

12-Jan

11-Jan

9-Jan

10-Jan

〮

7-Jan

6-Jan

5-Jan

4-Jan

3-Jan

0

8-Jan

1
0

No. of diagnostic test

Signs and Symptom onset date
* Unclear case(#18, #22, #28) : use confirmed date

Figure 1. Epidemiological curves of COVID-19 patient’s Signs and symptoms at onset date in South Korea

Table 2. Epidemiological characteristics of 28 COVID-19 Confirmed cases in South Korea (n=28)
Characteristics

n

%

Wuhan, China

11

68.8

Zhuhai, China

1

6.3

Japan

1

6.3

Singapore

2

12.5

Thailand

1

6.3

Residence

7

70.0

Outside residence

3

30.0

Hospital

-

-

Airplane

-

-

Family

5

50.0

Relatives

2

20.0

Acquaintance

3

30.0

Co-worker

-

-

Mean±SD

Range

4.1±1.85

2-9

Imported case (n=16)

Local transmission site (n=10)

Relationship in local transmission (n=10)

*

Incubation period (n=9)
* Use local transmission cases (n=9) except 1 case (Unknown signs and symptoms at onset dat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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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o. of diagnostic test

1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