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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n Korea, 2018
Ryu Boyeong, Kim Eun Kyoung, Shin Seoung Hwan, Jin Yeo Won, Lee Jia, Lee Jeong Heon, Kim Jia, Kim Ji Yeon, Kim Hyo Jin, Shin Hee Yeong,
Lee Ki Yong, Lee Ah Kyung, Choi Seona, Choi Choro, Choe Han Saem, Kim Tae Hun, Jeong Mi Jin, Park Se Woong, Moon Sangjun, Park Youngjoon,
Lee Sangwon, Jung Seonghoon
Task Force Team for MERS-CoV Preparedness and Response, KCDC

There have been continuous reports of Middle East respiratory syndrome Coronavirus (MERS-CoV) infection in the Middle
East in recent years, with 2,279 confirmed cases and 806 deaths since its first notification in Saudi Arabia. For the early
detection and rapid implementation of control measures for MERS-related cases, the Republic of Korea (ROK) enhanced its
MERS surveillance and response system after the 2015 domestic MERS outbreak. This report describes the results of
national surveillance and response on patients under investigation (PUIs) for MERS-CoV infection in ROK, 2018. A total of
378 cases was classified as PUIs for MERS-CoV infection among 2,225 reported cases. Of those, the number of self-reported
cases who called the KCDC 1339 Call Center or their local public health centers was higher than that of cases notified by
healthcare providers, with 202 cases (53.4%) and 143 cases (37.8%), respectively. Thirty-two cases (8.5%) were identified
at a port of entry. Males (56.9%) and Koreans (87.8%) were predominant in the cases. Two hundred and thirty-three cases
(61.6%)had a history of traveling to the UAE, 38 cases (10.1%) to Israel, and 33 cases (8.7%) to Saudi Arabia. Most PUIs
cases were classified as having low epidemiological risk. The most common symptoms were fever and cough (93.1% and
75.9%, respectively), and pneumonia was observed in 35 cases (9.3%). Laboratory testing confirmed one MERS-CoV
infection in September. There were also cases with respiratory viral infections, such as influenza (131 cases, 37.8%) and
rhinovirus (65 cases, 17.2%). In 2018, one MERS imported case was detected through ROK’s national MERS surveillance and
response system, with no additional cases. The system should be continuously tested and improved for effective
preparedness and response of MERS patients.
Keywords: Middle East Respiratory Syndrome Coronavirus, National surveillance, Patient under investigation, Respiratory
virus, Kore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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들어가는 말

보고한다. 역학조사관은 「메르스 대응지침 제5판(’17년 7월), 제51판(’18년 7월)」에 따라 ‘중동 지역 및 인근 국가 13개국(바레인,

중동호흡기증후군(Middle East respiratory syndrome,

이라크, 이란, 이스라엘, 요르단, 쿠웨이트, 레바논, 오만, 카타르,

MERS; 이하 ‘메르스’)은 2012년 사우디아라비아에서 최초 보고된

사우디아라비아, 시리아, 아랍에미리트, 예멘) 방문 후 14일 내 발열과

급성호흡기감염증이다[1]. 주로 낙타접촉을 통해 동물에서 사람으로

호흡기 증상이 있는 자’ 또는 ‘메르스 확진환자와 밀접하게 접촉한

전파되며, 감염자를 통해 가족 간 감염, 의료기관 내 전파가

후 14일 내 발열 또는 호흡기 증상이 있는 자’를 기준으로 검사가

가능하다[2]. 2018년 12월 31일까지 총 27개국에서 총 2,279명

필요한 대상일 경우 의심환자로 분류한다. 역학조사관이 해당사례를

발생하여 806명이 사망하였고, 국내에서는 2015년 중동지역 여행

의심환자로 분류하면 국가지정 입원치료 병상을 보유한 의료기관에

후 국내에서 확진된 사례를 통해 총 185명의 환자가 발생하고,

격리하고, 메르스 바이러스 및 8종 호흡기바이러스[Influenza A,

38명이 사망하였다[3,4]. 메르스는 사우디아라비아 등 중동지역을

Influenza B, Human Respiratory Syncytial Virus(hRSV), Human

중심으로 환자발생이 연중 지속되고 있어 국내 유입 가능성이

Metapneumovirus(hMPC), Human Parainfluenzavirus(hPIV),

상존하므로 지속적으로 메르스 의심환자에 대한 감시 및 대응이

Human Adenovirus(hAdV), Bocavirus, Rhinovirus, Human

필요하다.

Coronavirus(hCoV)] 진단검사를 실시한다. 진단을 위한 검체는

국내에서는 메르스를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상·하기도, 혈액 검체, 총 3종이었으나 2018년 7월 메르스 대응지침

따라 제4군 법정감염병으로 지정하여 환자 및 의사환자를 신고,

개정 시 혈액은 제외되었으며, 진단을 위해 Real-time RT-PCR로

보고하도록 명시하고 있다. 또한 2015년 국내 메르스 유행 이후

유전자검사를 시행한다. 질병관리본부는 검역소 및 보건소에서

보다 조기에 메르스 환자발생을 인지하고, 신속하게 대응하기 위해

대응한 사례에 대해 실시간으로 자료를 수집하고 진행사항을 검토한

신고 범위를 확대하였고, 의사뿐 아니라 본인의 자발적 신고도

후 필요한 조치를 시행하고 있다.

가능하도록 하였다[5].

분석대상은 2018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메르스가

질병관리본부는 중동지역(아라비안 반도 및 그 인근국가

의심되어 검역소, 질병관리본부 콜센터(1339), 보건소, 의료기관을

13개국)을 방문했거나 확진환자와 접촉한 후 14일 이내 메르스

통해 신고된 사례이며, 감시·대응체계 운영현황, 의심환자로 분류된

의심증상이 나타날 경우 보건당국으로 신고하도록 하는 감시체계를

사례의 인구학적, 역학적, 임상적 특성 및 실험실 검사 결과를

운영하고 있으며, 이 글에서는 메르스 감시체계를 통해 신고된

Microsoft Excel 2013을 사용하여 기술분석하였다.

사례에 대해 대응한 결과를 공유하고자 한다.

의심환자 신고 및 대응현황

몸말

2018년 검역소, 1339, 의료기관, 보건소 등을 통해 신고된
사례는 총 2,225건이었다. 월 평균 185.4건이 신고되었으며, 12월에

방법 및 대상

367건으로 가장 많은 사례가, 6월에 89건으로 가장 적은 사례가
신고되었다. 확진자 1명이 발생한 9월 이후 신고가 급증하였으며,

2018년 메르스로 의심되는 사례의 신고 및 후속 조치과정은

1∼8월 월 평균 신고사례 116.4건과 비교했을 때 약 2.8배 증가하여

다 음과 같 다. 메 르 스 의 심 신고를 최 초 인지한 검역 소 및

월 평균 323.5건이 신고되었다. 신고 후 의심환자로 분류되어 메르스

보건소에서는 인적사항, 중동방문력 등 메르스 감염 위험요인,

진단검사를 시행한 사례는 총 378건으로, 신고사례의 약 17.0%를

증상 등으로 구성된 역학조사서를 작성하고, 역학조사관에게

차지하였다. 2016년부터 메르스 신고 및 의심환자 분류사례는 점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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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1. Number of notification and patients under investigation (PUIs) of Middle East respiratory syndrome coronavirus (MERSCoV) infection by year, 2016-20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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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2. Number of notification and patients under investigation (PUIs) of Middle East respiratory syndrome coronavirus (MERSCoV) infection by week, 2018
* Hajj: Both during and returning from Hajj travel

증가하고 있으며, 2016년 대비 신고사례는 2.6배, 의심환자 분류

의료기관(394건, 17.7%)이었다. 2016, 2017년과 비교하면 전체

사례는 1.9배 증가하였다(Figure 1, 2).

신고사례 중 1339/보건소를 통해 최초 인지된 사례의 비율이

2018년 메르스 신고사례의 최초인지 기관은 1339/보건소가

감소하였으나 신고 건수는 2017년에 비해 약 1.7배 증가하였으며,

71.3%(1,587건)로 가장 높은 비율을 차지하였으며, 다음은

의료기관 인지 신고사례는 2017년에 비해 전체 신고사례 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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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1. Entities and routes reported MERS-related cases, 2016-2018
2016

2017

2018

Reporting Entities
Notified cases

PUIs*

Notified cases

PUIs*

Notified cases

PUIs*

1339/Community Health Center

612 (72.0)

70 (35.0)

950 (76.1)

81 (36.8)

1,587 (71.3)

202 (53.4)

Healthcare facility

160 (18.8)

81 (40.5)

118 (9.5)

99 (45.0)

394 (17.7)

143 (37.8)

78 (9.2)

49 (24.5)

180 (14.4)

40 (18.2)

234 (10.5)

32 (8.5)

0 (0.0)

0 (0.0)

0 (0.0)

0 (0.0)

10 (0.4)

1 (0.3)

850 (100.0)

200 (100.0)

220 (100.0)

2,225 (100.0)

378 (100.0)

Port of entry
Others
Total

1,248 (100.0)

*Patients under investigation

비율 및 건수가 모두 증가하였다. 의심환자로 분류된 사례 또한

메르스 검사를 시행하였다(Table 2).

1339/보건소가 53.4%로 가장 높은 비율을 차지하였다. 1339/보건소

의심환자의 임상증상으로는 발열이 352건(93.1%)으로 가장

인지 의심환자의 비율이 2017년 36.8%에서 2018년 53.4%로

많았고, 기침 287건(75.9%), 가래 134건(35.4%), 인후통 96건(25.4%)

증가하였고, 의료기관 인지 의심환자의 비율은 2017년 45.0%에서

순으로 확인되었다. 발열과 호흡기 증상이 동반되어 있는 경우가

2018년 37.8%로 감소하였다(Table 1).

293건(77.5%)이었고, 폐렴이 확인된 사례는 총 35건(9.3%)이었다.

지자체별 신고사례 수는 서울이 694건(31.2%), 경기가

의심환자가 격리되기 전까지 유증상기에 접촉한 밀접접촉자는 총

530건(23.8%), 인천이 119건(5.3%) 순이었으나, 의심환자 분류사례는

8,356명으로 의심환자 1명당 평균 22.2명으로 최소 0명에서 최대

경기가 137건(36.2%), 서울이 67건(17.7%), 인천이 29건(7.7%) 순으로

165명을 접촉한 것으로 확인되었다. 최초 인지기관별 의심환자 1명당

많았다. 그 외 지자체에서는 100건 이하의 신고사례를 접수하여

접촉자수는 검역소가 평균 47.4명으로 항공기 내 접촉자 발생으로

1∼24건에 대해 의심환자로 분류하여 대응하였다.

인해 가장 많았고, 다음으로 의료기관 인지 사례의 접촉자가 23.3명,

의심환자의 96.3%는 국가지정 입원치료 병상에서, 그 외

1339/보건소 인지사례의 접촉자가 17.5명 순이었다(Table 2).

음압격리병상이 있는 의료기관에서 2.4%가 입원하여 검사를
시행하였으며, 1.3%는 메르스 대응지침(제5-1판)에 따라 역학적

의심환자의 실험실검사 결과

연관성이 낮고 호흡기 증상이 경증으로 자택격리 후 검사를
시행하였다.

2018년에 총 의심환자로 분류된 378건의 메르스 진단검사 결과
1건이 메르스로 확진되어 치료 후 퇴원하였고, 그 외 사례는 모두

의심환자의 일반적, 역학적 및 임상적 특성

음성으로 확인되어 격리해제 되었다(Table 3).
의심환자는 메르스 진단검사와 함께 호흡기바이러스 8종에

의심환자의 인구학적 특성을 살펴보면 내국인이 87.8%이며,

검사를 시행하였으며, 총 241건(63.8%)에서 호흡기바이러스를

성별은 남자가 56.9%, 연령대로는 30∼39세가 27.0%로 가장

확인하였다. 그 중 Influenza가 총 131건(37.8%)으로 가장 많이

많은 비율을 차지하였다. 의심환자의 중동지역 방문력으로는

검출되었으며, 세부적으로는 Influenza A(H1N1)pdm09 58건,

아 랍 에미리트 가 6 1.6 % 로 가 장 높았고 , 이스 라 엘 1 0 .1% ,

Influenza A(H3N2) 42건, Influenza B는 31건이었다. 월별로는

사우디아라비아 8.7%, 쿠웨이트 8.2% 순이었다. 중동지역 방문 시

Influenza A(H1N1)은 12월에, Influenza A(H3N2)은 1월에 가장 많이

추가 위험요인에 노출된 사례는 의료기관 방문 19건(5.0%), 낙타접촉

확인되었다. 다음으로는 Rhinovirus가 총 65건 검출되었으며,

12건(3.2%) 이었다. 또한 확진환자 1명 발생에 따라 확진자의 접촉자

9월에 25건으로 가장 많이 확인되었다. 의심사례 15건은 2개

중 밀접접촉자 1명과 일상접촉자 13명이 의심환자로 분류되어

이상의 호흡기바이러스에 중 복 감염된 사례로 확인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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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2. Demographical, epidemiological and clinical characteristics of patients under investigation for Middle East respiratory syndrome coronavirus (MERS-CoV) infection, 2018 (n=378)
Characteristics
Nationality
Sex
Age (years)

Visiting or
stopping-over
countries in the
Middle East*

Epidemiological
characteristics*

Symptoms at
presentation*

Clinical
characteristics‡

Close contact by
reporting entities
(n=376)¶

n (%)
Koreans
Foreigners
Male
Female
0-9
10-19
20-29
30-39
40-49
50-59
60+
UAE
Israel
Saudi Arabia
Kuwait
Jordan
Qatar
Iraq
Iran
Lebanon
Oman
Bahrain
None
History of traveling/stopping-over Middle East without any other exposure at risk†
History of any exposure one or more in Middle East†
Visiting in a healthcare facility
Direct contact of camel
Contact of confirmed patient
Contact of symptomatic traveler of Middle East
Fever
Body temperature over 37.5℃
Body temperature under 37.5℃ by medication
Cough
Sputum
Sore throat
Myalgia
Runny nose, rhinorrhea
Nasal congestion
Chills
Headache
Short of breath/dyspnea
GI symptoms§
Others∥
Fever
Symptoms of respiratory illness
Fever + symptoms of respiratory illness
Fever + pneumonia
Fever + symptoms of respiratory illness + pneumonia
Others
Close contact during symptomatic phase per one suspected case, mean (range)
1339/Community Health Center
Healthcare facility
Port of entry
Others

332
46
215
163
36
15
62
102
52
50
61
233
38
33
31
30
14
12
8
8
6
6
10
334

(87.8)
(12.2)
(56.9)
(43.1)
(9.5)
(4.0)
(16.4)
(27.0)
(13.8)
(13.2)
(16.1)
(61.6)
(10.1)
(8.7)
(8.2)
(7.9)
(3.7)
(3.2)
(2.1)
(2.1)
(1.6)
(1.6)
(2.6)
(88.4)

19
12
14
1
352
266
86
287
134
96
60
66
23
58
37
19
33
41
24
22
293
7
28
4
22.2
17.5
23.3
47.4
1.0

(5.0)
(3.2)
(3.7)
(0.3)
(93.1)
(70.4)
(22.8)
(75.9)
(35.4)
(25.4)
(15.9)
(17.5)
(6.1)
(15.3)
(9.8)
(5.0)
(8.7)
(10.8)
(6.3)
(5.8)
(77.5)
(1.9)
(7.4)
(1.1)
(0-165)
(0-116)
(1-165)
(6-68)
-

*Multiple responses; †Epidemiological risk from countries in the Middle East including Bahrain, Iraq, Iran, Israel, Jordan, Kuwait, Lebanon, Oman, Qatar, Saudi
Arabia, Syria, United Arab Emirates, Yemen, within 14 days before symptom onset; ‡Fever: body temperature over 37.5℃ or under 37.5℃ by medication,
symptoms of respiratory illness: any one or more among the following symptoms: cough, chills, sputum, myalgia, sore throat, nasal discharge/congestion, short of
breath, dyspnea; §Any one or more among the following symptoms: nausea, diarrhea, gastric discomfort; ∥Including fatigue, dizzinesss, chest pain, eye pain, otitis
media, etc.; ¶Excluded two cases that both close and casual contacts includ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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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3. Respiratory viruses isolated from patients under investigation for Middle East respiratory syndrome coronavirus
(MERS-CoV) infection, 2016-2018
Pathogen

2016

2017

2018

MERS-CoV positive

0 (0.0)

0 (0.0)

1 (0.3)

Negative

102 (51.0)

75 (34.1)

137 (36.2)

Positive

98 (49.0)

145 (65.9)

241 (63.8)

92 (46.0)

128 (58.2)

226 (59.8)

Influenza A(H1N1)pdm09

28 (14.0)

14 (6.4)

54 (14.3)

Influenza A(H3N2)

21 (10.5)

41 (18.6)

40 (10.6)

Influenza B

16 (8.0)

18 (8.2)

26 (6.9)

Rhinovirus

11 (5.5)

25 (11.4)

58 (15.3)

Human metapneumovirus

5 (2.5)

11 (5.0)

13 (3.4)

Human coronavirus

4 (2.0)

7 (3.2)

12 (3.2)

Respiratory syncytial virus

2 (1.0)

Human parainfluenzavirus

3 (1.5)

5 (2.3)

8 (2.1)

Human adenovirus

2 (1.0)

7 (3.2)

4 (1.1)

Respiratory viruses

Single pathogen

Bocavirus

-

Multi-pathogens

6 (3.0)

-

-

9 (2.4)

2 (0.5)

17 (7.7)

15 (4.0)

Influenza A, Human coronavirus

-

1 (0.5)

-

Influenza A, parainfluenza virus

-

1 (0.5)

-

Influenza A, Influenza B

-

1 (0.5)

-

Influenza A(H1N1), Rhinovirus

-

2 (0.9)

1 (0.3)

Influenza A(H1N1), Adenovirus

-

-

2 (0.5)

Influenza A(H1N1), Human coronavirus

-

-

1 (0.3)

Influenza A(H3N2), Rhinovirus

1 (0.5)

Influenza A(H3N2), Human metapneumovirus

-

Influenza B, Human metapneumovirus

1 (0.5)

Influenza B, parainfluenza virus

-

Influenza B, Human coronavirus

-

Influenza B, Rhinovirus

1 (0.5)

1 (0.5)
-

1 (0.3)
1 (0.3)

1 (0.5)

1 (0.3)

1 (0.5)

-

-

1 (0.3)

1 (0.5)

3 (0.8)

Rhinovirus, Adenovirus

-

2 (0.9)

1 (0.3)

Rhinovirus, Respiratory syncytial virus

-

1 (0.5)

1 (0.3)

Rhinovirus, Bocavirus

-

1 (0.5)

-

Adenovirus, Human metapneumovirus

-

1 (0.5)

-

1 (0.5)

-

Adenovirus, Bocavirus

1 (0.5)

Adenovirus, Respiratory syncytial virus

-

Bocavirus, parainfluenza virus

-

Bocavirus, Respiratory syncytial virus

1 (0.5)

Adenovirus, Rhinovirus, Human coronavirus

1 (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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호흡기바이러스 검출률은 2017년과 비슷한 수준을 보였으나, 검출된

의심환자 조사가 마무리 될 수 있도록 접수 단계에서 해외여행력

호흡기바이러스는 차이를 보였는데, 2017년에는 Influenza A(H3N2)가

정보제공 전용프로그램(ITS) 및 의약품안전사용서비스(DUR)

가장 많이 확인된 반면, 2018년에는 Rhinovirus, Influenza A(H1N1)이

시스템을 통해 중동방문력을 확인하는 절차를 마련하였다. 이를

더 많이 확인되었다(Table 3).

통해 환자의 중동방문력을 인지하였을 경우 증상을 확인하고 메르스
의심 시 환자를 독립된 공간에 대기, 의료진 개인보호구 착용 후
진료 및 신고하도록 의료기관에 지속 독려하고 있으며, 사례별 이행

맺는 말

실태를 점검하여 의료기관 내 접촉자를 최소화하기 위한 노력을
하고 있다.

2018년 국내 메르스 감시체계 운영 결과, 2017년에 비해 신고가

의심환자 중 호흡기바이러스 가 검출된 비율이

약 1.8배 증가하여 총 2,225명에 대해 24시간 실시간 신고 접수,

63.8%이고 이중 가장 높은 비율을 차지하고 있는 바이러스는

역학조사를 실시하였고, 그 중 378명을 의심환자로 분류하여 격리,

인플루엔자(37.8%)이었다. 특히 12∼2월 동안 확인된 의심환자

실험실 검사를 시행하였다. 월 평균 신고사례는 2016년 70.8명,

중 69.6%가 인플루엔자에 감염된 것으로 확인되었다. 중동지역

2017년 104.0명에 비해 2018년은 185.4명으로 증가하였으며, 특히

인플루엔자 유행시기는 11∼1월로 국내 인플루엔자 유행시기와

확진환자가 발생한 9월 이후 신고가 급증하였다. 이는 메르스

유사하므로[8], 인플루엔자를 예방하고 인플루엔자로 유발된

확진자 발생 시 언론보도, 중동방문자에게 알림문자 전송 횟수 확대,

증상으로 신고되는 메르스 의심사례를 줄이기 위해 동절기 여행 전

신고독려 홍보 등으로 중동방문자와 의료기관의 관심도가 증가한

인플루엔자 백신을 접종받는 것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

것으로 추정된다[7].

2018년 국내 메르스 감시·대응체계 운영 결과, 총 신고

메르스 의심환자 중 최초인지 경로의 비율을 살펴보면

2,225명 중 378명이 의심환자로 분류되었고, 1명이 확진되었으며,

1339/보건소 비율은 증가하고, 의료기관은 감소하였다. 이는 검사가

추가 전파사례가 없이 상황이 종료되었다. 현재 중동지역에서

필요한 사례의 자발적 신고가 증가한 것으로 사료되며, 의료기관

메르스 환자가 발생하고 있으므로 국내 유입 가능성은 상존하며,

내 추가 전파를 막기 위해 의료기관 방문 전 1339 또는 보건소로

의료기관 유행 또한 발생하고 있으므로 메르스 감시·대응 체계를

신고하도록 지속 홍보한 방향과 일치한다고 볼 수 있다. 또한 메르스

지속하고 보완해야 하며, 이에 대응할 수 있는 훈련된 담당자가 지속

의심환자의 최초 인지경로에 따라 밀접접촉자 규모를 살펴보면

양성되어야 할 것이다.

1339/보건소로 신고한 사례의 평균 접촉자수는 17.5명, 의료기관을
통해 인지한 경우 접촉자수는 23.3명으로 의료기관에 방문하여
신고되었을 경우 접촉자수가 더 많았다. 중동지역에서 메르스
환자가 지속되는 상황에서 해외를 통한 국내 유입은 언제든지
발생할 수 있으므로 의심환자를 얼마나 조기에, 그리고 접촉자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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