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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      론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이하 코로나19)는 2019년 12

월 말 중국 후베이성 우한시에서 처음 보고된 이후 2022년 4

월 24일까지 전 세계적으로 5억 명 이상 누적 확진자가 발생

하였으며 600만 명 이상이 사망하였다[1]. 2022년 전 세계

의 확진자 발생이 정점에 도달한 이후 지속적으로 감소함에 

따라, 여러 국가에서 방역 조치를 완화하였다. 미국은 확진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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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우리나라는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코로나19) 확진자가 첫 보고 된 2020년 1월 20일부터 2022년 4월 24일까지 코로나19를 제1

급 법정감염병으로 지정하였으며, 코로나19 확진자 발생 시 의료기관 및 지자체 보건소 등에서는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11조에 따라 질병관리청에 신고하고 역학조사를 실시하였다. 본 보고서는 코로나19 제1급 감염병 지정기간 동안 질병관리청 코로나

19 정보관리시스템으로 신고된 코로나19 누적 확진자의 발생 현황 및 특성을 유행 시기에 따라 분석하였다. 코로나19 제1급 법정감염병 

지정 기간 동안(2020.1.20.–2022.4.24.) 누적 확진자는 해외유입 확진자(31,828명)를 포함한 16,929,564명(인구 10만명 당 누적발

생률 32,784.6명)이었으며, 사망자는 23,045명(치명률 0.14%)이었다. 국내발생 중 수도권에서의 확진자 발생은 9,084,961명으로 전체 

확진자의 53.8%가 발생하였으며, 비수도권은 7,812,775명(46.2%)이 발생하였다. 연령별로는 18세 이하 4,117,327명(24.3%), 19–59

세 9,812,940명(58.0%), 60세 이상 2,999,297명(17.7%)이었다. 정부는 백신, 치료제 등 약물적 중재와 사회적 거리두기 등 비약물적 

중재 정책을 통해 유행을 억제하여 왔으나 오미크론형 변이 바이러스 출현으로 확진자가 급증하여 일일 최대 621,177명이 보고되는 등 

유행 정점을 맞았다. 이후 높은 예방접종률과 먹는 치료제 보급 등 코로나19 발생 초기와 비교하여 강화된 대응 수단과 오미크론 변이 

바이러스 특성을 반영하여 2022년 4월 25일 제1급에서 제2급 법정감염병으로 단계를 조정하였다. 향후 제1급 법정감염병 기간 동안의 

경험을 바탕으로 새로운 변이 바이러스 출현, 면역력 감소에 의한 재유행 등을 대비하여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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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생이 정점에 도달한 이후 2022년 2월부터 일부 지역을 중

심으로 방역패스 및 마스크 착용 해제 등 방역조치를 완화하

고 있으며, 영국 또한 확진자 및 사망자 정점 도달 이후, 방역

패스, 거리두기 및 마스크 착용 등을 모두 해제하였다. 뉴질랜

드는 2022년 4월 적색 경보단계를 황색 단계로 완화하였으며 

실내 인원 제한 및 거리두기 규정을 해제하는 등 방역 규제를 

완화하였다. 이처럼 오미크론 확산 이후 국가별 각기 다른 배

경 및 근거에 따라 방역 정책을 완화하고 있다[2]. 우리나라는 

2020년 1월 20일 첫 확진자(해외유입, 중국 우한시)가 발생

한 이후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코로나

19를 제1급 법정감염병으로 지정ㆍ관리하였으며, 2022년 4

월 25일 코로나19 유행 정점을 지났고, 높은 예방접종률과 먹

는 치료제 보급 등 코로나19 발생 초기와 비교하여 강화된 대

응 수단과 오미크론형 변이 바이러스의 특성을 반영하여 제1

급에서 제2급으로 단계를 조정하였다.

방      법

본 보고서는 코로나19의 제1급 법정감염병 지정 기간 동

안(2020년 1월 20일–2022년 4월 24일) 코로나19 확진자 현

황 및 유행시기 별 특성1)을 분석하여 기술하고자 한다.

코로나19 확진자(사망자 포함) 발생 시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11조에 따라 의료기관 및 지자체 보건소 

등에서 질병관리청 코로나19 정보관리시스템을 통해 신고한 

자료를 기반으로 하였으며 추후 역학조사 결과에 따라 세부사

항은 변동될 수 있다.

결      과

1.  제1급 법정감염병 지정기간(‘20.1.20.–‘22.4.24.) 

코로나19 발생 현황

2020년 1월 20일 코로나19 첫 확진자가 발생한 이

후 2022년 4월 24일까지 제1급 법정감염병으로 분류된 기

간 동안 총 16,929,564명이 발생하였다. 이는 전국민의 약 

32.8%(인구 10만명당 32,784.6명)에 해당하는 수치로 일평

균 20,471.1명이었으며 최소 1명, 최대 621,177명이 발생하

였다. 

여자가 8,961,439명(52.9%)으로 남자 7,968,125명

(47.1%)보다 많았으며, 연령별로는 19-59세 9,812,940

명(58.0%), 18세 이하 4,117,327명(24.3%), 60세 이상 

2,999,297명(17.7%) 순이었다. 

확진자 중 내국인은 16,512,915명(97.5%), 외국인은 

416,649명(2.5%)이었고, 국내발생 16,897,736명(99.8%), 

해외유입 31,828명(0.2%)이었다. 국내발생 중 수도권(서

울‧인천‧경기)은 9,084,961명 (53.8%), 비수도권은 

7,812,775명(46.2%)이었으며, 시도별로는 경기 4,641,202

명(27.5%), 서울 3,427,693명(20.3%), 부산 1,037,050명

1) ‘22.4.24. 신고된 확진자는 ‘22.4.25. 집계·보도되어 코로나19 Data Base 기준 ‘20.1.20.~‘22.4.25. 자료로 분석함

핵심요약

① 이전에 알려진 내용은?

우리나라는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코로나19) 확진자가 

첫 보고 된 2020년 1월 20일부터 2022년 4월 24일까지 코

로나19를 제1급 법정감염병으로 지정하여 관리하였다. 

② 새로이 알게 된 내용은? 

제1급 법정감염병 기간 동안 코로나19 누적확진자는 총

16,929,564명(인구 10만명당 32,784.6명), 위중증환자는

22,137명, 사망자 23,045명, 치명률은 0.14%이었다. 또한, 

해당기간 동안 코로나19 확진자 현황과 추이, 유행 기수별 

특징을 확인하였다.

③ 시사점은? 

중앙방역대책본부는 지난 2년 동안의 코로나19 발생 현황 

및 특성을 분석한 결과를 바탕으로 향후 새로운 코로나19 변

이 바이러스 출현, 면역력 감소에 의한 재유행, 더 나아가 새

로운 신종 병원체 출현에 대비하여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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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1%), 인천 1,016,066명(6.0%) 순으로 많이 발생하였다.

코로나19의 중증도를 평가하고, 중증환자 발생 상황을 파

악하기 위해 위중증환자(코로나19 환자의 격리기간 중 고유

량 산소요법, 비침습인공호흡기, 침습인공호흡기, 체외막산소

공급, 지속적신대체요법 중 1개 이상 적용한 환자) 발생을 모

니터링하고, 코로나19 확진자 중 사망자(사후확진 포함)로 신

고된 사례를 조사한 결과 위중증 환자는 22,137명, 사망자는 

23,045명이 확인되었으며 누적 치명률(코로나19 확진자 중 

사망자 비율)은 0.14%이었다. 

우리나라는 2020년 6월 28일 사회적 거리두기 체계를 구

축한 이후 유행 상황과 방역 대응 역량에 따라 사회적 거리두

기를 유연하게 조정‧개편하여 운영하였다. 2021년 2월 26

일 코로나19 예방접종을 시작하여, 2021년 9월 17일 전 국

민 1차 예방접종률 70%를 달성하였다. 2021년 11월 1일 단

계적 일상회복을 시행한 이후 2022년 2월 7일 자기기입식 역

학조사 도입, 2022년 3월 14일 전문가용 신속항원키트(RA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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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 제1급 법정감염병 지정 기간 동안 코로나19 발생 현황(‘20.1.20.–‘22.4.24.; DB ‘20.1.20.–‘22.4.25. 0시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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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2. 해외유입 및 대구‧경북, 수도권 유행기(‘20.1.20.–8.11) 코로나19 확진자 발생 현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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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apid Antigen Test) 양성을 확진으로 인정하였으며, 2022년 

4월 18일 사회적 거리두기를 해제하는 등 일상방역체계로 전

환하면서 2022년 4월 25일 코로나19를 제1급에서 제2급 감

염병으로 단계를 조정하였다. 

제1급 법정감염병 기간 동안 코로나19 유행 양상 및 특성

을 고려하여 유행 시기를 주요 특징에 따라 다섯 개로 구분하

였으며 각 유행 시기별 확진자 현황 및 특성을 분석하였다.

표 1. 유행 시기별 코로나19 확진자 발생 현황

주요 발생 특성
코로나19 제1급  
감염병 지정기간

해외유입 및 대구‧ 
경북‧수도권 유행기

수도권 확산기 전국적 확산기
델타형 변이  

확산기
오미크론형 변이  

확산기

기간
(‘20.1.20.– 
‘22.4.24.)

(‘20.1.20.– 
‘20.8.11.)

(‘20.8.12.– 
‘20.11.12..)

(‘20.11.13.– 
‘21.7.6.)

(‘21.7.7.– 
‘22.1.29)

(‘22.1.30.– 
‘22.4.24)

발생 기수 전 기간 제1기 제2기 제3기 제4기 제5기

계 16,929,564명 14,660명 13,280명 133,600명 649,534명 16,118,490명

성별 남 7,968,125명(47.1%) 6,688명(45.6%) 6,394명(48.1%) 68,448명(51.2%) 337,749명(52.0%) 7,548,846명(46.8%)

여 8,961,439명(52.9%) 7,972명(54.4%) 6,886명(51.9%) 65,152명(48.8%) 311,785명(48.0%) 8,569,644명(53.2%)

연령 18세 이하 4,117,327명(24.3%) 791명(5.4%) 1,082명(8.1%) 15,412명(11.5%) 134,353명(20.7%) 3,965,689명(24.6%)

    19–59세 9,812,940명(58.0%) 10,380명(70.8%) 7,809명(58.8%) 86,415명(64.7%) 387,351명(59.6%) 9,320,985명(57.8%)

    60세 이상 2,999,297명(17.7%) 3,489명(23.8%) 4,389명(33.0%) 31,773명(23.8%) 127.830명(19.7%) 2,831,816명(17.6%)

국적 내국인 16,512,915명(97.5%) 13,576명(92.6%) 12,129명(91.3%) 123,278명(92.3%) 589,023명(90.7%) 15,774,909명(97.9%)

외국인 416,649명(2.5%) 1,084명(7.4%) 1,151명(8.7%) 10,322명(7.7%) 60,511명(9.3%) 343,581(2.1%)

일평균 확진자 수 

(최소–최대)

20,471.1명

(1명∼621,177명)

71.5명

(1명∼909명)

142.8명

(38명∼441명)

566.1명

(191명∼1,240명)

3,137.8명

(1,049명∼17,509명)

187,424.3명

(17,075명∼21,177명)

위중증 환자 수 

(일평균)

22,137명(26.8명) 375명(1.8명) 575명(6.1명) 3,188명(13.5명) 9,130명(44.1명) 8,869명(103.1명)

사망자 수(치명률) 23,045명(0.14%) 308명(2.10%) 221명(1.66%) 1,556명(1.16%) 5,061명(0.78%) 15,899명(0.10%)

국내 발생 16,897,736명(99.8%) 12,086명(82.4%) 11,820명(89.0%) 127,358명(95.3%) 634,973명(97.8%) 16,111,499명(99.9%)

    수도권 9,084,961명(53.8%) 2,844명(23.5%) 9,166명(77.5%) 88,698명(69.6%) 455,184명(71.7%) 8,529,069명(52.9%)

        서울 3,427,693명(20.3%) 1,335명(11.0%) 4,679명(39.6%) 44,642명(35.1%) 213,816명(33.7%) 3,163,221명(19.6%)

        인천 1,016,066명(6.0%) 308명(2.5%) 648명(5.5%) 5,607명(4.4%) 41,372명(6.5%) 968,131명(6.0%)

        경기 4,641,202명(27.5%) 1,201명(9.9%) 3,839명(32.5%) 38,449명(30.2%) 199,996명(31.5%) 4,397,717명(27.3%)

    비수도권 7,812,775명(46.2%) 9,242명(76.5%) 2,654명(22.5%) 38,660명(30.4%) 179,789명(28.3%) 7,582,430명(47.1%)

        부산 1,037,050명(6.1%) 145명(1.2%) 401명(3.4%) 5,566명(4.4%) 26,025명(4.1%) 1,004,913명(6.2%)

        대구 692,376명(4.1%) 6,881명(56.9%) 228명(1.9%) 3,312명(2.6%) 20,212명(3.2%) 661,743명(4.1%)

        광주 491,247명(2.9%) 182명(1.5%) 282명(2.4%) 2,331명(1.8%) 10,854명(1.7%) 477,598명(3.0%)

        대전 469,966명(2.8%) 147명(1.2%) 265명(2.2%) 2,312명(1.8%) 12,832명(2.0%) 454,410명(2.8%)

        울산 347,432명(2.1%) 34명(0.3%) 86명(0.7%) 2,610명(2.0%) 5,617명(0.9%) 339,085명(2.1%)

        세종 128,155명(0.8%) 45명(0.4%) 19명(0.2%) 482명(0.4%) 2,200명(0.3%) 125,409명(0.8%)

        강원 468,241명(2.8%) 53명(0.4%) 249명(2.1%) 3,186명(2.5%) 11,623명(1.8%) 453,130명(2.8%)

        충북 509,984명(3.0%) 62명(0.5%) 94명(0.8%) 3,031명(2.4%) 11,044명(1.7%) 495,753명(3.1%)

        충남 658,258명(3.9%) 162명(1.3%) 436명(3.7%) 3,051명(2.4%) 19,257명(3.0%) 635,352명(3.9%)

        전북 546,270명(3.2%) 18명(0.1%) 105명(0.9%) 2,133명(1.7%) 11,346명(1.8%) 532,668명(3.3%)

        전남 541,134명(3.2%) 18명(0.1%) 142명(1.2%) 1,411명(1.1%) 8,554명(1.3%) 531,009명(3.3%)

        경북 692,979명(4.1%) 1,374명(11.4%) 146명(1.2%) 3,223명(2.5%) 15,211명(2.4%) 673,025명(4.2%)

        경남 1,011,827명(6.0%) 110명(0.9%) 171명(1.4%) 4,826명(3.8%) 21,131명(3.3%) 985,589명(6.1%)

        제주 217,856명(1.3%) 11명(0.1%) 30명(0.3%) 1,186명(0.9%) 3,883명(0.6%) 212,746명(1.3%)

해외유입 31,828명(0.2%) 2,574명(17.6%) 1,460명(11.0%) 6,242명(4.7%) 14,561명(2.2%) 6,99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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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해외유입 및 대구‧경북, 수도권 유행기(제1기, 

‘20.1.20.–‘20.8.11.) 특성

해외유입 및 대구‧경북, 수도권 유행기인 제1기는 중국 

우한시에서 입국한 첫 코로나19 확진자 발생 이후 대구‧경

북 지역의 종교시설 관련 집단발생에 의한 유행 시기로 2020

년 1월 20일부터 8월 11일까지로 구분하였으며, 종교시설‧

유흥시설‧물류센터 관련 주요 집단이 발생한 시기이다. 

제1기 확진자는 총 14,660명이었고, 일평균 확진자 수는 

71.5명이었으며 최소 1명, 최대 909명이었다. 성별로는 남자 

6,688명(45.6%), 여자 7,972명(54.4%)이었으며, 연령별로

는 18세 이하 791명(5.4%), 19–59세 10,380명(70.8%), 60

세 이상 3,489명(23.8%)이었다. 확진자 중 내국인은 13,576

명(92.6%), 외국인은 1,084명(7.4%)이었으며, 국내발생은 

12,086명(82.4%), 해외유입은 2,574명(17.6%)이었다. 국

내발생 중 수도권은 2,844명(23.5%), 비수도권은 9,242

명(76.5%)이었으며 지역별로는 대구 6,881명(56.9%), 경

북 1,374명(11.4%), 서울 1,335명(11.0%), 경기 1,201명

(9.9%) 순으로 많이 발생하였다. 위중증 환자는 375명, 사망

자는 308명으로 치명률은 2.10%로 나타났다.

3.  수도권 확산기(제2기, ‘20.8.12.–‘20.11.12.) 유행 특성

수도권 확산기인 제2기는 수도권 종교시설 및 대규모 도

심 집회를 중심으로 유행이 확대되어 다중이용시설, 집합사

업설명회, 가족지인모임을 통한 유행이 주로 발생한 시기로 

2020년 8월 12일부터 11월 12일까지로 구분하였다. 

제2기 확진자는 총 13,280명으로 일평균 221명이었으

며, 최소 38명, 최대 441명이었다. 남자 6,394명(48.1%), 여

자 6,886명(51.9%)이었으며, 연령별로는 18세 이하 1,082

명(8.1%), 19-59세 7,809명(58.8%), 60세 이상 4,389명

(33.0%)이었다. 확진자 중 내국인은 12,129명(91.3%), 외

국인은 1,151명(8.7%)이었으며, 국내발생은 11,820명

(89.0%), 해외유입은 1,460명(11.0%)이었다. 국내발생 중 수

도권은 9,166명(77.5%), 비수도권은 2,654명(22.5%)이었고 

지역별로는 서울 4,679명(39.6%), 경기 3,839명(32.5%), 인

표 1. Continued

주요 발생 특성
코로나19 제1급  
감염병 지정기간

해외유입 및 대구‧ 
경북‧수도권 유행기

수도권 확산기 전국적 확산기
델타형 변이  

확산기
오미크론형 변이  

확산기

기간
(‘20.1.20.– 
‘22.4.24.)

(‘20.1.20.– 
‘20.8.11.)

(‘20.8.12.– 
‘20.11.12..)

(‘20.11.13.– 
‘21.7.6.)

(‘21.7.7.– 
‘22.1.29)

(‘22.1.30.– 
‘22.4.24)

발생 기수 전 기간 제1기 제2기 제3기 제4기 제5기

주요 유행 특성 • 대구·경북, 수도

권 중심 관련 (제

1기–제3기) → 전 

지역사회 광범위

한 발생(제4기)으

로 양상 변화 → 

오미크론 변이로 

인한 확진자 급

증(제5기) 및 방

역체계 패러다임 

전환

• ‘20.1.20일 첫 

확 진 자 ( 해 외 유

입) 발생 후 특

정 종교 관련 대

구‧경북 유행을 

시작으로 의료기

관,종교시설, 다

중이용시설 등의 

전국적 집단발생  

• 수도권 종교시

설, 대규모 도심 

집회, 다중이용

시설 등으로 소

규모-중간규모 

집단 다수 발생

• 수도권 중심에서 

전국적으로 대규

모 유행 확산 

• 교정시설, 의료기

관, 종교시설 등 

집단 다수 발생 

• 예방접종 시작 

• 수도권역 중심의 

확진자 발생 지

속 

• 예방접종 상황에 

따른 확진자 연

령대 변화

• 델타형변이 우세

화→오미크론 변

이 출현 및 확산 

• 오미크론 우세화 

이후 경증(輕症) 

확진자 급증

• 총 누적확진자의 

95.2%가 5기에 

집중 발생

• 예방접종률 낮고 

접 촉 빈 도  높 은 

영유아·학령기에

서 높은 발생

• 자기기입식 전자 

역학 조사서(‘22. 

2.7) 도입 

*DB 2020.1.20.–2022.4.25. 0시 기준, 위중증 환자 및 사망자 발생 모니터링 2022.5.8. 0시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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천 648명(5.5%), 충남 436명(3.7%) 순으로 많이 발생하였다. 

위중증 환자는 575명, 사망자는 221명이 발생하였고, 치명률 

1.66%이었다.

4.  전국적 확산기(제3기, ‘20.11.13.–‘21.7.6.) 유행 특성

전국적 확산기인 제3기는 알파형, 입실론형, 델타형 등 코로

나19 변이 바이러스가 출현한 시기로 2020년 11월 13일부터 

2021년 7월 6일까지로 구분하였으며 교정시설, 병원‧요양시

설, 종교시설을 중심으로 전국적으로 유행이 확산된 시기이다.

제3기 확진자는 총 133,600명이었고, 일평균 확진자 수

는 566.1명이었으며 최소 191명, 최대 1,240명이었다. 성별

로는 남자 68,448명(51.2%), 여자 65,152명(48.8%)이었고, 

연령별로는 18세 이하 15,412명(11.5%), 19-59세 86,415

명(64.7%), 60세 이상 31,773명(23.8%)이 발생하였다. 확

진자 중 내국인은 123,278명(92.3%), 외국인은 10,322명

(7.7%)이었으며, 국내발생은 127,358명(95.3%), 해외유입

은 6,242명(4.7%)이었다. 국내발생 중 수도권은 88,698명

(69.6%), 비수도권은 38,660명(30.4%)이 발생했고 지역별

로는 서울 44,642명(35.1%), 경기 38,449명(30.2%), 인천 

5,607명(4.4%), 부산 5,566명(4.4%) 순이었다. 위중증 환자

는 3,188명, 사망자는 1,556명으로 치명률은 1.16%이었다.

5.  델타형 변이 확산기(제4기, ‘21.7.7.–‘22.1.29.) 유행 

특성

델타형 변이 확산기인 제4기는 델타형 바이러스의 우세

화 이후 병원‧요양시설, 다중이용시설, 종교시설, 사업장 등 

다양한 시설에서 중‧소규모의 집단발생이 지속적으로 유행

한 기간으로 2021년 7월 7일부터 2022년 1월 29일까지로 

구분하였다. 제4기 동안 1차 예방접종률 70%를 달성하였으

며(2021.9.17.) 60세 이상 연령군의 발생 비중이 감소하였으

나, 반대로 예방접종 미접종군인 18세 이하에서 확진자가 급

격히 증가하여 학교‧유치원‧어린이집 등 교육시설 관련 집

단에서 유행하였다. 

제4기는 총 649,534명의 확진자가 발생하였으며, 일평

균 확진자는 3,137.8명으로 최소 1,049명, 최대 17,509명

이었다. 남자 337,749명(52.0%), 여자 311,785명(48.0%)

이었고, 연령별로는 18세 이하 134,353명(20.7%), 19-59세 

387,351명(59.6%), 60세 이상 127.830명(19.7%)이었다. 

확진자 중 내국인은 589,023명(90.7%), 외국인은 60,511

명(9.3%)이었으며, 국내발생 634,973명(97.8%), 해외유

입 4,561명(2.2%)이었다. 국내발생 중 수도권은 455,184

명(71.7%), 비수도권은 179,789명(28.3%)이었고 지역별로

는 서울 213,816명(33.7%), 경기 199,996명(31.5%), 인천 

41,372명(6.5%), 부산 26,025명(4.1%) 순으로 많이 발생하

였다. 위중증 환자는 9,130명, 사망자는 5,061명으로 치명률 

0.78% 이었다.

6.  오미크론형 변이 확산기(제5기, ‘22.1.30.–‘22.4.24.) 

유행 특성

오미크론형 변이 확산기인 제5기는 델타형 변이 바이러스

보다 전파력이 약 2배 높다고 알려진[3] 오미크론형 변이 바

이러스의 우세화(22년 1월 3주)로 확진자가 급격히 증가한 

시기이며 2022년 1월 30일부터 코로나19 감염병 단계를 제

1급에서 제2급으로 조정하기 전인 2022년 4월 24일까지로 

구분하였다. 코로나19 초반에 비하여 높은 백신 접종률, 경

구 치료제 보급 등 강력한 대응 수단을 마련하였으며, 오미크

론형 변이 바이러스 출현 이후 검사‧추적‧치료(3T; Test, 

Tracing, Treatment)의 방역 전략에서 고위험군과 감염취약

계층의 집중관리 및 일반의료체계로 전환하는 등 방역 조치를 

완화(사회적 거리두기 해제)하게 되었다[4].

제5기는 총 16,118,490명의 확진자가 발생하였으며, 

이는 누적 확진자의 95.2%에 해당한다. 일평균 확진자는 

187,424.3명으로 최소 17,075명, 최대 621,177명이 발생하

였다. 남자 7,548,846명(46.8%), 여자 8,569,644명(5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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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었고, 연령별로는 18세 이하 3,965,689명(24.6%), 19-59

세 9,320,985명(57.8%), 60세 이상 2,831,816명(17.6%)

이 발생하였다. 확진자 중 내국인은 15,774,909명(97.9%), 

외국인은 343,581명(2.1%)이었고, 국내발생은 16,111,499

명(99.9%), 해외유입은 6,991명(<0.1%)이었다. 국내발생 

중 수도권은 8,529,069명(52.9%), 비수도권은 7,582,430

명(47.1%)이 발생하였으며 지역별로는 경기 4,397,717명

(27.3%), 서울 3,163,221명(19.6%), 부산 1,004,913명

(6.2%), 경남 985,589명(6.1%) 순이었다. 제5기 위중증 환자

는 8,869명, 사망자는 15,899명으로 치명률은 0.10% 이었다.

결      론

우리 정부는 첫 확진자가 발생한 2020년 1월 20일부터 

2022년 4월 24일까지 코로나19를 제1급 법정감염병으로 지

정하여 관리하였다. 이 기간 동안 총 16,929,564명이 확진되

었는데, 이는 전 국민의 32.8%에 해당하는 수치로 일일 평균

확진자 수는 20,471.1명이었고 최소확진자 수는 1명, 최대

확진자 수는 621,177명이었다. 제1기, 제2기는 여자(54.4%, 

51.9%) 제3기, 제4기는 남자(51.2%, 52.0%), 제5기는 다시 

여자(53.2%)의 발생 비중이 높게 나타났다. 연령별로는 제1

기에서 제5기까지 18세 이하의 발생 비중이 지속 증가했으며

(5.4% → 8.1% → 11.5% → 20.7% → 24.6%), 60세 이상에

서는 감소하는 양상을 보였다(23.8% → 33.0% → 23.8% → 

19.7% → 17.6%). 제1기는 해외유입 확진자가 17.6%(2,547

명)을 차지하였으나, 제5기로 갈수록 발생 비중이 점차 감소

하는 추이를 보였다(제2기 11.0%, 제3기 4.7%, 제4기 2.2%, 

제5기 0.1% 미만). 국내발생의 지역별 확진자는 제1기 대

구‧경북(56.9%, 11.4%)을 중심으로 비수도권에서 76.5%를 

차지하였으나, 제2기는 서울도심집회 관련의 영향으로 수도

권에서 77.5%가 발생하였다. 제3기-제4기는 수도권 약 70%, 

비수도권 약 30% 발생을 유지하였으며 제5기는 오미크론형 

바이러스의 영향으로 전국적 확진자가 고루 발생하여 수도권 

비중은 52.9%, 비수도권은 47.1%로 제1기-제4기에 비하여 

비교적 균등한 발생 비중을 보였다.

코로나19는 최초 출현시 중증도를 알 수 없었으므로 질병

의 중증도를 파악하기 위해 코로나19 감염 후 사망한 사례를 

지속 모니터링한 결과, 1급 법정감염병 기간 동안 전체 치명

률은 0.14%였으며, 제1기 2.10%로 가장 높은 치명률은 보인 

후 제3기 예방접종을 시작으로 감소하였다. 또한 오미크론형 

변이가 국내 확인된 이후 지역사회에 점차 우세화되면서 치명

률은 급감하여 제5기에는 0.10%로 확인되었다. 

정부는 2020년 1월 신종바이러스의 출현으로 코로나19 

바이러스 진단법을 개발하여 적극적인 검사를 시행하고, 확진

자 발생 시 역학조사, 환자 관리로 이어지는 대응을 유지해왔

다. 또한 지역사회 내 전파를 억제하고 중증환자 발생을 예방

하기 위해 백신, 치료제 등 약물적 중재와 사회적 거리두기 등 

비약물적 중재 정책을 시행하였다. 코로나19 유행이 지속되

면서 불가피하게 발생하는 변이 바이러스 출현에 대응하기 위

해 즉각적인 상황평가를 실시하였고, 이를 근거로 당시 상황

에 적절한 대응 전략을 수립해왔다. 최근 오미크론형 변이 바

이러스의 출현은 높은 전파력으로 지역사회의 대규모 유행을 

일으켰으나, 그간의 중재 정책 효과, 변이 바이러스의 특성 등

으로 코로나19 감염 후 중증으로 진행하는 환자의 비율이 낮

아졌으며, 그 결과 코로나19 감염병을 제1급에서 제2급으로 

단계를 조정하게 되었다. 코로나19 대응은 2015년 메르스 유

행 이후 개편된 방역체계를 발판으로 시작된 것처럼 2020년 

1월 20일 이후 코로나19 대응 경험은 향후 새로운 코로나19 

변이 바이러스 출현 또는 면역력 감소에 의한 재유행, 더 나아

가 새로운 신종 병원체 출현에 대비하기 위한 밑거름이 될 것

으로 기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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