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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는 매주 방역 관리 상황과 

위험도를 평가하며 대응체계를 점검하고 있음

(10.4)1) 

❍ 국내 발생 환자 수는 전국적으로 50명 내외 수

준으로, 지속적으로 감소하고 있음

- 최근 2주간 방역관리 상황은 다음과 같음

[표 1] 최근 2주간 방역관리 상황 비교

9.6~9.19 9.20~10.3

일일 평균 신규 확진자수 

국내발생 121명 66.5명

수도권 91.3명 51.8명

해외유입 13.5명 14.5명

집단 발생a)(신규기준) 39건 22건

감염경로 조사 중 비율 18.4%(346/1883) 18.3%(208/1134)

방역망 내 관리 비율b) 80% 미만 80% 미만

a) 집단 발생 건수는 신고일 기준, 신규 확진자 수ㆍ감염경로 불명 비율은 보고일 기준

b) 방역망 내 관리 비율: 신규 확진자 중 자가격리 상태에서 확진된 사람의 비율

※ 자료: 보건복지부 보도참고자료,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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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추석 연휴가 낀 지난 한 주(9.27~10.3)는 일 평균 

57.4명으로 감소추세가 이어지고 있음

- 다만, 연휴 기간의 검사량 감소 영향과 연휴 이동

량 증가에 따른 감염 확산 시기 등을 고려한다면 

이번 주 중반은 되어야 현 상황에 대한 정확한 평

가가 가능할 것으로 전망됨

1) 보건복지부 보도참고자료,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중앙재난안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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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염병 전파가 우려되는 다중이용시설 등에서 마

스크 착용 등 방역지침의 준수 명령을 위반할 경우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감염병

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이 10월 13일(화)부

터 시행됨2)

❍ 개정된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보건복지부장관, 질병관리청장, 시ㆍ도 지

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필요한 기간 동

안 마스크 착용을 의무화하는 행정명령을 내릴 

수 있으며,

- 질병관리청장, 시ㆍ도시사, 시장ㆍ군수ㆍ구청장

은 이러한 조치를 따르지 아니한 자에 대하여 과

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

❍ 마스크 착용을 의무화하는 행정명령은 거리 두

기의 단계와 시설의 위험도 등에 따라 다르게 

적용됨

- 다중이용시설 등은 사회적 거리 두기 단계별로 

집합이 제한되는 시설의 사업주ㆍ종사자ㆍ이용

자들을 대상으로 단계적으로 적용됨

 - 또한, 불특정 다수가 이용하여 감염 확산의 우

려가 있는 대중교통, 집회ㆍ시위장이나, 감염 취

약계층이 많은 의료기관, 요양시설, 주야간 보호

시설은 거리 두기 단계 구분 없이 대상이 됨

- 다만, 과태료 부과 대상 시설과 장소는 코로나19 유

행 상황 등을 고려하여 지자체별로 조정이 가능함

2) 보건복지부 보도참고자료,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중앙재난안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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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착용 시 인정되는 마스크의 종류는 식품의약품

안전처에서 ‘의약외품’으로 허가한 보건용ㆍ수

술용ㆍ비말차단용 마스크를 권고하되, 불가피

한 경우 입과 코를 가릴 수 있는 천(면) 마스크 

및 일회용 마스크도 가능함

- 다만, 망사형 마스크, 밸브형 마스크 및 스카프 등

의 옷가지로 얼굴을 가리는 것은 마스크 착용으로 

인정하지 않고, 허용된 마스크를 착용하였더라도 

입과 코를 완전히 가리지 않는 등 올바르게 마스

크를 착용하지 않으면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음

❍ 다음과 같은 경우에는 과태료를 부과하지 않음

- 만 14세 미만과 마스크 착용이 어려운 사람은 부

과 대상에서 제외됨

- 세면, 음식섭취, 의료행위, 수영장ㆍ목욕탕 등 물

속ㆍ탕 안에 있을 때, 공연 등 얼굴이 보여야하는 

불가피한 상황 등은 과태료 부과의 예외가 됨

❍ 11월 12일(목)까지 30일의 계도기간을 두며, 

11월 13일(금)부터 적발되는 위반 행위는 10

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됨

□ 정부는 최근 코로나19 환자가 감소하여 생활치료센

터 가동률이 낮아짐에 따라, 보다 효율적으로 운영하

고자 함(10.4)3)

❍ 생활치료센터 가동률은 8월 30일 55.1%에서 

9월 13일 18.8%, 10월 3일 7.7%로 낮아졌음 

❍  정원 300명 이상의 센터를 중심으로 운영하고 이미 

지정된 센터의 일부는 운영을 일시 종료할 예정임

- 다만, 운영을 종료하더라도 환자 발생이 다시 증

가하는 경우에는 즉시 다시 가동할 수 있도록 시

설과 장비는 유지하며 인력만 철수함

❍ 또한, 환자 발생 상황에 따라 센터를 즉시 가동할 

수 있도록 시설과 장비 등 여건이 갖춰진 곳을 미

리 지정하는 예비지정제 도입도 검토하고 있음

김은진 입법조사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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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2] 주요 국가 확진환자 및 사망자 현황비교(10월 4일, 09시 기준)

국가
감염자 사망자

사망률
인원 발생률* 인원 발생률*

미국 7,206,769 2189.84 206,558 62.8 2.87

인도 6,473,544 472.97 100,842 7.4 1.56

브라질 4,847,092 2282.06 144,680 68.1 2.98

러시아 1,204,502 837.04 21,251 14.8 1.76

콜롬비아 835,339 1677.39 26,196 52.6 3.14

페루 818,297 2487.22 32,535 98.9 3.98

스페인 789,932 1702.44 32,086 69.2 4.06

아르헨티나 765,002 1696.24 20,288 45.0 2.65

멕시코 748,315 565.62 78,078 59.0 10.43

남아프리카공화국 677,833 1166.67 16,909 29.1 2.49

 * 인구 10만 명당(국가별 총 인구수: United Nations Population Fund)

** 한국: 감염자-인원 24,091명, 발생률 46.47명, 사망자-인원 421명, 발생률 0.8명, 사망률-1.75

※ 자료: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국외발생현황｣ (최종 검색일: 2020년 10월 5일)   

<http://ncov.mohw.go.kr/bdBoardList_Real.do?brdId=1&brdGubun=14&ncvContSeq=&contSeq=&board_id=&gubu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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