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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국내 발생 현황 (3월 10일 0시)

□ 질병관리본부 중앙방역대책본부(본부장 정은경)는 3월 10일 0시 현재,

총 누적 확진자수는 7,513명이며, 이 중 247명이 격리해제 되었다

고 밝혔다.

< 국내 신고 및 검사 현황 (3.10일 0시 기준, 1.3일 이후 누계) >

구분 총계
확진환자현황 검사현황

계 격리해제 격리 중 사망 계 검사 중 결과 음성
3. 9.(월)
0시 기준

196,618 7,382 166 7,165 51 189,236 17,458 171,778

3. 10(화)
0시 기준

210,144 7,513 247 7,212 54 202,631 18,452 184,179

변동 +13,526 +131 +81 +47 +3 +13,395 +994 +12,401

○ 지역별 현황은 다음과 같다.

< 지역별 확진자 현황 (3.10일 0시 기준, 1.3일 이후 누계) >

구분 합계 서울
부
산

대
구

인
천

광
주

대
전

울
산

세
종

경
기

강
원

충
북

충
남

전
북

전
남

경
북

경
남

제
주

격리중 7,212 110 86 5,533 10 12 17 23 8 140 21 22 103 5 3 1,043 73 3

격리해제 247 31 10 92 3 3 1 1 0 22 6 3 1 2 1 60 10 1

사망 54 0 0 38 0 0 0 0 0 1 1 0 0 0 0 14 0 0

합계*

(전일대비)

7,513 141 96 5,663 13 15 18 24 8 163 28 25 104 7 4 1,117 83 4
(131) (11) (0) (92) (4) (0) (-1) (0) (2) (11) (0) (0) (2) (0) (0) (10) (0 (0)

※ 3월 9일 0시부터 3월 10일 0시 사이에 질병관리본부로 신고, 기초조사서 접수, 1차 분류 등이 된 사례 기준임
  초기 신고 이후 소관지역이 변경된 경우에는 이전 발표된 통계수치와 상이할 수 있음

 * 대전 지역 1명 감소는 소관지역 이관(대전→경기)에 따른 단순 변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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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국적으로 약 80.2%는 집단발생과의 연관성을 확인하였다.

기타 산발적 발생사례 또는 조사·분류중인 사례는 약 19.8%이다.

지역 누계
주요 집단발생 사례 (접촉자, 기존해외유입관련 등 포함)

기타*
신
규명 (%) 세부 내용

서울 141 97 (68.8%)
은평성모병원 관련(14명), 성동구 아파트 관련(13명),  
종로구 관련(10명), 중구 패션회사 관련(7명), 구로구 
콜센터 관련(7명), 신천지 관련(5명), 동안교회 관련(4명) 등

44 (31.2%) 11

부산 96 69 (71.9%)
온천교회 관련(34명), 신천지 관련(11명), 수영구 
유치원 관련(6명), 해운대구 성당 관련(6명), 부산
진구 학원 관련(4명), 대남병원 관련(1명) 등

27 (28.1%) 0

대구 5,663 4,676 (82.6%)
신천지 관련(4,085), 확진자 접촉자(589명), 대남병원 
관련(2명) 

987 (17.4%) 92

인천 13 5 (38.5%)
신천지 관련(2명), 확진자 접촉자(2명), 기존 해외유입 
관련 (1명)

8 (61.5%) 4

광주 15 10 (66.7%) 신천지 관련(9명), 기존 해외유입 관련(1명) 5 (33.3%) 0

대전 18 10 (55.6%) 확진자 접촉자(8명), 신천지 관련(2명) 8 (44.4%) -1

울산 24 15 (62.5%) 신천지 관련(12명), 확진자 접촉자(3명) 9 (37.5%) 0

세종 8 8 (100.0%) 운동시설 관련(7명), 신천지 관련(1명) 0 (0.0%) 2

경기 163 126 (77.3%)
신천지 관련(26명), 수원 생명샘교회 관련(10명), 
분당제생병원 관련(13명), 기존 해외유입 관련(6명), 
구로구 콜센터 관련(4명) 등

37 (22.7%) 11

강원 28 15 (53.6%) 신천지 관련(15명) 13 (46.4%) 0

충북 25 21 (84.0%)
신천지 관련(10명), 괴산군 장연면 관련(10명), 확진
자 접촉자(1명) 

4 (16.0%) 0

충남 104 99 (95.2%) 천안시 등 운동시설 관련(99명) 5 (4.8%) 2

전북 7 4 (57.1%)
확진자 접촉자(2명), 기존 해외유입 관련(1명), 
신천지 관련(1명)

3 (42.9%) 0

전남 4 2 (50.0%) 신천지 관련(1명), 기존 해외유입 관련(1명) 2 (50.0%) 0

경북 1117 814 (72.9%)

신천지 관련(500명), 청도 대남병원 관련(119명), 
봉화 푸른요양원(51명), 성지순례 관련(49명), 칠곡 
밀알사랑의집 관련(25명), 경산 서린요양원(21명). 경산 
제일실버타운(17명), 경산 참좋은재가센터(14명) 등

303 (27.1%) 10

경남 83 55 (66.3%)
신천지 관련(29명), 거창교회 관련(10명), 한마음창원
병원 관련(7명), 창녕 동전노래방 관련(7명), 부산 온천
교회 관련(2명) 

28 (33.7%) 0

제주 4 - - 4 (100.0%) 0

합계 7,513 6,026 (80.2%) 신천지 관련 4,710명(62.7%) 1,487 (19.8%) 131

※ 신고사항 및 질병관리본부 관리시스템에서 관리번호가 부여된 자료를 기준으로 함. 이에 따라, 특정 시점에 
시도단위에서 자체 집계한 수치와는 상이할 수 있고, 이후 역학조사 진행 등에 따라 변경 가능

 * 기타는 개별사례, 조사 후 연관성 분류가 진행 중인 사례, 조사 중인 사례 등을 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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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시 구로구 소재 콜센터 관련 50명*의 확진환자가 발생

하였으며, 감염경로 및 접촉자에 대한 조사를 진행 중이다.

* 직원 46명(서울 19명, 경기 14명, 인천 13명), 접촉자(가족) 4명 (3.10일 12시 기준)

2페이지 표의 환자수는 3.10일 0시 기준 신고현황으로 수치상 차이가 있음

- 가족 접촉자를 제외한 확진환자 46명은 모두 11층 콜센터에서 

근무한 것으로 확인되어 해당 콜센터 직원 207명에 대한 역학

조사 및 검체 검사가 진행 중이다. 아울러, 같은 회사지만 다

른 층(7~9층)에서 근무 중인 직원에 대해서도 추가 발생 여부

를 확인할 예정이다.

□ 질병관리본부 국립보건연구원(원장 권준욱)은 혈액 속에서 코로나19

항체를 탐지하는 단백질(일명 ‘probe’) 제작에 성공하였다고 10일 

밝혔다.

○ 항원(인체에 침입한 코로나19 바이러스)에 대해 우리 몸의 면역체계가 

제대로 된 항체를 생산할 수 있는지를 확인하는 기술은 향후 

백신 또는 치료제 효능을 평가하는데 필수적이다.

- 국립보건연구원은 그간 코로나19 환자로부터 확보된 혈액을 

바탕으로 인체의 면역학적 반응을 보는 검사법 (면역형광검사법,

Immunofluorescence Assay(IFA))을 확립하였으며, 이번 항체 탐지 

단백질 제작을 계기로, 향후 관련 치료제 개발 연구에도 박차를 

가할 계획이다. (국립보건연구원 배포 별도 보도참고자료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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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앙방역대책본부는 코로나19의 전파 경로에 따른 감염 예방 

수칙을 안내하면서, 개인위생 수칙 준수 및 ‘사회적 거리두기(Social

Distancing)’를 실천해 달라고 당부했다.

< 전파 양식에 따른 코로나19 감염 예방 수칙 >

○ 침방울(비말)로 인한 전파를 방지하기 위해서는 마주보고 대화

할 때 2m 정도의 거리두기, 옷소매로 입과 코를 가리고 기침

하기 등 기본 예방수칙을 지키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 아울러, 발열이나 호흡기 증상이 있는 사람과의 접촉 가능성 등

을 최소화하기 위해 사회적 거리두기 실천을 당부하면서, 특히 닫

힌 공간에서 많은 사람이 모이는 장소나 종교행사 등에 대한 방

문은 최대한 자제할 것을 당부했다.

- 또한, 각 기관이나 기업 등에서는 온라인 근무, 재택근무를 적극 

실시할 것을 권고했다.

- 집 안에 머물 때에는 ① 충분한 휴식, ② 적절한 운동 ③ 균형잡힌 

식생활, ④ 위생수칙 준수, ⑤ 주기적 환기 실천을 당부했다.

코로나19

감염 예방

침방울(비말)로 인한 

전파 방지

① 마주보고 대화할 때 2m 거리두기

② 옷소매로 입과 코를 가리고 기침하기 

   (유증상자는 마스크 착용)

③ 사회적 거리두기 실천

   (닫힌 공간 내 밀집된 행사 참석 등 최소화) 

노출표면 접촉으로 인한 

전파 방지

① 흐르는 물에 비누로 꼼꼼하게 손 씻기

② 씻지 않은 손으로 눈, 코, 입 만지지 않기

③ 노출 표면을 깨끗이 닦아주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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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출표면 접촉을 통한 전파를 방지하기 위해 흐르는 물에 

비누로 꼼꼼하게 손 씻기, 씻지 않은 손으로 눈·코·입 만지지 

않기, 그리고 생활공간에서 자주 노출되는 가구 등의 표면을 

깨끗이 닦기 등을 실천해 줄 것을 당부했다.

□ 발열이나 호흡기 증상이 나타난 사람은 등교나 출근을 하지 말고 

외출을 자제해야 하며, 집에서 충분히 휴식을 취하면서 3~4일간 

경과를 관찰하는 것을 권고했다.

○ 또한, 코로나19 증상으로 의료기관 방문 전에는 ① 콜센터 (☎

1339, ☎지역번호+120) 또는 관할 보건소로 문의하거나 ② 선별

진료소*를 우선 방문하여 진료를 받을 것을 권고했다.

 * 보건복지부 누리집 (www.mohw.go.kr, 상단배너 '선별진료소 운영 의료기관 명단보기'),

질병관리본부 누리집 (www.cdc.go.kr, 상단배너 ‘선별진료소’)

- 선별진료소를 방문할 때는 마스크를 착용하고, 자기 차량을 

이용하여 방문할 것을 당부했다.

○ 감염을 걱정하는 일반 국민을 위한 병원으로서, 비호흡기질환 

진료구역을 호흡기질환 전용 진료구역(외래·입원)과 구분하여 

운영하는 국민안심병원 을 이용해 줄 것도 당부했다.

※ ①「코로나19 대응지침」에 따른 의사환자나 조사대상유증상자는 선별진료소

② 단순 경미한 호흡기 증상자는 가까운 의원이나 국민안심병원 호흡기 외래

③ 고혈압․심장질환 등 비호흡기 증상자는 국민안심병원 일반외래 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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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보도자료는 관련 발생 상황에 대한 정보를 신속 투명하게 공개하기 위한 것으로,

추가적인 역학조사 결과 등에 따라 수정 및 보완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붙임> 1. 코로나19 국내 발생 현황

2. 코로나19 국외 발생 현황

3. 코로나19 보도 준칙 [한국기자협회]

4. 코로나19 심각단계 행동수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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붙임1 코로나19 국내 발생 현황

 확진자 일별 추세 (3.10일 0시 기준, 7,513명)

※ 2.20일 이전은 해당일별 확진자수, 2.21일 이후는 해당일 오후 2시 브리핑 때 발표되는 전일
오전9시부터 해당일 오전9시까지의 환자 수 증가분, 3.2일은 전일 오전9시부터 해당일 0시까지의
환자 수 증가분, 3.3일부터는 전일 0시부터 해당일 0시까지의 환자수 증가분 반영

 확진자 지역별 발생현황 (3.10일 0시 기준, 7,513명)

지역 확진환자수 (%)
인구10만명당

발생률*
지역 확진환자수 (%)

인구10만명당

발생률*
서울 141 (1.88) 1.45 경기 163 (2.17) 1.23
부산 96 (1.28) 2.81 강원 28 (0.37) 1.82
대구 5,663 (75.38) 232.42 충북 25 (0.33) 1.56
인천 13 (0.17) 0.44 충남 104 (1.38) 4.90
광주 15 (0.20) 1.03 전북 7 (0.09) 0.39
대전 18 (0.24) 1.22 전남 4 (0.05) 0.21
울산 24 (0.32) 2.09 경북 1,117 (14.87) 41.95
세종 8 (0.11) 2.34 경남 83 (1.10) 2.47

제주 4 (0.05) 0.60

총합계 7,513 (100.0) 14.49

* 지역별 1월 이후 누적 확진자수 ÷ 지역별 인구(‘20.1월 행정안전부 주민등록인구현황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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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구/경북 지역 일별 신규/누적 확진자 현황 >

대구지역 

확진자 현황

경북지역 

확진자 현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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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구 경북 지역을 제외한 일별 확진자 현황 >

일별 신규

확진자 현황

일별 누적

확진자 현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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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기/서울 지역 일별 신규/누적 확진자 현황 >

경기지역 

확진자 현황

서울지역 

확진자 현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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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충남/부산 지역 일별 신규/누적 확진자 현황 >

충남지역 

확진자 현황

부산지역 

확진자 현황



   - 12 -

 확진자 성별, 연령별 현황 (3.10일 0시 기준, 7,513명)

   

   

구 분 확진자 (%) 사망 (%) 치명률(%)

계 7,513 (100.0) 54 (100.0) 0.7

성별
남성 2,852 (38.0) 33 (61.1) 1.2

여성 4,661 (62.0) 21 (38.9) 0.5

연령

80세 이상 222 (3.0) 15 (27.8) 6.8

70-79 454 (6.0) 19 (35.2) 4.2

60-69 929 (12.4) 13 (24.1) 1.4

50-59 1,416 (18.8) 5 (9.3) 0.4

40-49 1,030 (13.7) 1 (1.9) 0.1

30-39 789 (10.5) 1 (1.9) 0.1

20-29 2,213 (29.5) 0 (0.0) -

10-19 393 (5.2) 0 (0.0) -

0-9 67 (0.9) 0 (0.0) -

<확진자 분포>

<사망자 분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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붙임2 코로나19 국외 발생 현황

□ 환자 발생 500명 이상 국가 지난 1주간 발생 동향

3.4일 3.5일 3.6일 3.7일 3.8일 3.9일 3.10일
누적

사망자수

중국 80,270명 80,409명 80,552명 80,651명 80,695명 80,725명 80,754명 (3,136명)

이탈리아 2,263명 3,087명 3,858명 4,636명 5,883명 7,375명 9,172명 (463명)

이란 2,336명 2,922명 3,513명 4,747명 5,823명 6,566명 7,161명 (237명)

프랑스 212명 212명 377명 613명 949명 1,126명 1,191명 (21명)

독일 196명 240명 400명 639명 795명 847명 1,139명 (2명)

스페인 114명 151명 200명 374명 374명 589명 1,024명 (16명)

미국 108명 142명 158명 213명 436명 537명 605명 (22명)

일본 284명 317명 349명 408명 455명 488명 514명 (9명)

총 국가 수 75개국 79개국 83개국 87개국 91개국 96개국 99개국

총 환자 수 87,389명 89,258명 91,429명 94,978명 98,396명 101,780명 105,687명

총 사망자 수 3,170명 3,246명 3,339명 3,436명 3,541명 3,758명 3,939명

* (출처) 각 국 보건당국, WHO, 美 존스홉킨스大(미국) 통계 자료

* 국가별 발생 통계는 코로나19 홈페이지(http://ncov.mohw.go.kr) 참조

□ 지역감염(local transmission) 분류 국가 ※ 출처: WHO 상황보고서(3.9)

○ 총 58개 국가/영토/지역

- 대한민국, 그리스, 네덜란드, 노르웨이, 뉴질랜드, 덴마크, 독일, 레바논, 루마

니아, 말레이시아, 몰디브, 미국, 바레인, 방글라데시, 베트남, 벨기에, 벨라

루스, 보스니아헤르체고비나, 불가리아, 브라질, 산마리노, 스웨덴, 스위스,

스페인, 슬로바키아, 슬로베니아, 싱가포르, 아랍에미리트, 아이슬란드, 아

일랜드, 알제리, 에콰도르, 영국, 오스트리아, 이라크, 이란, 이스라엘, 이집

트, 이탈리아, 인도, 인도네시아, 일본, 체코, 칠레, 카메룬, 캄보디아, 캐나

다, 코스타리카, 크로아티아, 태국, 팔레스타인, 페루, 포르투갈, 프랑스,

핀란드, 필리핀, 헝가리, 호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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붙임3  코로나19 보도 준칙 [한국기자협회]

□ 한국기자협회 「코로나19 보도 준칙」(2020.2.21.)

○ 다음은 2020년 2월 21일, 한국기자협회에서 제정한 「코로나19 보도 

준칙」의 주요 내용으로, 이번 코로나19 관련 보도 시에 참고해주시길 

바랍니다.

1. 코로나19를 취재 및 보도할 때 가장 중요한 것은 기자 스스로의 안전임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이를 위해 회사 측과 상의해 마스크 등 안전장비를 충분히 지급 받아야 합니다. 

2. 세계보건기구(WHO)의 공식 병명은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코로나19)’입니다. 보도 및 방송에서는 

공식 병명을 사용해 주십시오. 세계보건기구는 2015년 표준 지침을 통해 지리적 위치, 사람 

이름, 동물‧식품 종류, 문화, 주민‧국민, 산업, 직업군 등이 포함된 병명을 사용하지 말 것을 권고한 

바 있습니다. 지역명을 넣은 ‘○○폐렴’ 등의 사용은 국가‧종교‧민족 등 특정 집단을 향한 오해나 

억측을 낳고, 혐오 및 인종 차별적 정서를 불러일으킬 수 있으며, 과도한 공포를 유발할 가능성도 

있기 때문입니다. 

3. 유튜브 등을 통해 급속히 퍼지고 있는 코로나19와 관련한 허위 조작 정보의 재인용 보도 및 

방송 또는 인권 침해 및 사회적 혐오·불안 등을 유발할 수 있는 자극적 보도 및 방송을 자제하고, 

이를 요구하는 지시가 이뤄지지 않도록 해 주십시오.

 ※ 참조 : 한국기자협회 인권보도준칙, 신문윤리실천요강 관련 조항 

2020년 2월 21일   

한 국 기 자 협 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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붙임4 코로나19 심각단계 행동수칙

(일반국민)

1. 흐르는 물에 비누로 손을 꼼꼼하게 씻으세요.

2. 기침이나 재채기할 때 옷소매로 입과 코를 가리세요.

3. 씻지 않은 손으로 눈·코·입을 만지지 마십시오.

4. 의료기관 방문 시 마스크를 착용하세요.

5. 사람 많은 곳에 방문을 자제하여 주세요.

6. 발열, 호흡기증상(기침이나 목아픔 등)이 있는 사람과 접촉을 피하세요.

(고위험군) : 임신부, 65세 이상, 만성질환자*
* 당뇨병, 심부전, 만성호흡기 질환(천식, 만성폐쇄성질환), 신부전, 암환자 등

1. 많은 사람이 모이는 장소에 가지 마십시오.

2. 불가피하게 의료기관 방문이나 외출시에는 마스크를 착용하십시오.

(유증상자) : 발열이나 호흡기증상(기침이나 목아픔 등)이 나타난 사람

1. 등교나 출근을 하지 마시고 외출을 자제해 주십시오. 

2. 집에서 충분히 휴식을 취하시고 3-4일 경과를 관찰하여 주십시오.

3. 38도 이상 고열이 지속되거나 증상이 심해지면 ① 콜센터(☎1339, ☎지역

번호+120), 보건소로 문의하거나 ② 선별진료소를 우선 방문하여 진료를 받

으세요.

4. 의료기관 방문시 자기 차량을 이용하고 마스크를 착용하십시오.

5. 진료 의료진에게 해외 여행력 및 호흡기 증상자와 접촉 여부를 알려주세요.

(국내 코로나19 유행지역)

1. 외출 및 타지역 방문을 자제하여 주십시오.

2. 격리자는 의료인, 방역당국의 지시를 철저히 따라 주십시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