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1� � 정의

Ÿ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약칭� 감염병예방법)」에서� 정의하는� 인수공통감염병

이란� ‘동물과� 사람� 간에� 서로� 전파되는� 병원체에� 의하여� 발생되는� 감염병� 중� 보건복지부

장관이� 고시하는� 감염병’으로서�장출혈성대장균감염증(1군),�일본뇌염(2군),�브루셀라증(3

군),� 탄저(3군),� 공수병(3군),� 변종크로이츠펠트-야콥병(vCJD)(3군),� 결핵(3군),� 조류인플

루엔자� 인체감염증(4군),� 중증급성호흡기증후군(SARS)(4군),� 큐열(4군),� 그� 밖에� 대통령

령으로� 정하는� 인수공통감염병을� 의미함

� -� 대통령령(감염병예방법� 시행령)에서는� 동물인플루엔자(4군)을� 인수공통감염병으로� 정하

고� 있음� <2016.1.6.� 개정>

Ÿ 「산업안전보건법」에서는� 근로자의� 건강장해를� 유발하는� 화학물질� 및� 물리적� 인자(유해인

자)를� 정의하고,� 고용노동부령(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에� 생물학적� 유해인자� 중� 곤충� 및�

동물매개� 감염인자로서� 쯔쯔가무시증(3군),� 렙토스피라증(3군),� 유행성출혈열(3군� 및�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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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 등� 동물의� 배설물� 등에� 의하여� 전염되는� 인자� 및� 탄저병(3군),� 브루셀라병(3군)� 등�

가축� 또는� 야생동물로부터� 사람에게� 감염되는� 인자를� 포함하고� 있음

Ÿ 「가축전염병� 예방법」에서는� 제1종-제3종의� 가축감염병에� 대하여� 분류하고� 있으나,� 인수

공통감염병에� 대하여는� 「감염병� 예방법」의� 분류에� 따르고� 있음

� -� 그러나� 제1종의� 리프트계곡열(모기에� 의해� 전파가능),� 제2종의� 기종저(환경에� 의해� 전파

가능),� 브루셀라병(3군),� 결핵병(3군),� 소해면상뇌증(3군),� 큐열(4군),� 돼지오제스키병,�

돼지일본뇌염(2군),� 돼지테센병,� 스크래피(양해면상뇌증)(3군),� 비저(직접� 전파가능),� 동

부말뇌염•서부말뇌염•베네수엘라말뇌염(모기에� 의해� 전파가능),� 사슴만성소모성질병

(3군),� 제3종의� 저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4군)� 등의� 감염병도� 인수공통감염증으로� 가축

전염병� 감시체계로는� 감시되고� 있음

Ÿ 일반적으로� 인수공통감염병이란� ‘병원소가� 동물이며� 사람끼리의� 전파는� 드문� 감염병’이라

고� 정의하며� 대부분의� 인수공통감염병의� 경우� 개별사례� 혹은� 공동� 섭취에� 의한� 집단사례

가� 대부분이나,� 서아프리카에서� 유행한� 에볼라열(Ebola� hemmorhagic� fever)과� 중동� 및�

국내에서� 유행한� 중동호흡기증후군(MERS-CoV)의� 경우와� 같이� 특수한� 환경에서� 사람끼

리의� 전파에� 의한� 유행도� 발생할�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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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 현황

Ÿ 우리나라의� 환경에서� 인수공통감염병의� 병인론적� 정의와� 인수공통감염병의� 관리는� 전혀�

다른� 차원

� -� 전� 세계적으로� 전체� 감염병� 발생의� 60%� 이상이� 인수공통� 병원체에� 의한� 것이며� 신종�

감염병의� 70%� 이상이� 인수공통� 병원체에� 의한� 것이나,� 실제로� 동물에서� 사람으로� 전

파되는� 경우는� 대부분� 가축이� 아닌� 야생동물에� 의한� 것

� -� 국내에서� 인수공통감염병이� 발생하는� 경우,� 드물게� 야생동물이나� 환경노출에� 의해� 우연

히� 감염될� 수� 있으나,� 대부분은� 가축(소,� 돼지,말,� 양(염소),� 사슴,� 돼지,� 닭,� 오리� 등)에�

의하여� 전파되는� 직업적� 노출의� 경우에� 해당하거나� 또는� 매개체에� 의해� 전파되는� 경우

에� 해당

� -� � 반려동물(개,� 고양이� 등)에� 의해서도� 감염될� 수� 있으나,� 아직� 구체적인� 현황에� 대해� 밝

혀진� 바� 없음

� -� � 또� 다른� 경로로서� 중동호흡기증후군의� 국내� 유행과� 같이� 해외유입의� 가능성이� 있음

� -� � 따라서� 국내에서는� 인수공통감염병의� 관리의� 차원에� 있어,� 동물에서의� 감염병� 관리라는�

접근보다는� 직업적,� 환경적� 접근과� 동시에� 해외유입� 감염병에� 대한� 접근� 등의� 관리가�

필요

Ÿ 이러한� 측면에서,� 경기도는� 인수공통감염병의� 위험이� 높은� 지역에� 해당

� -� 수도권의� 소비기반을� 두고� 대규모의� 가축사육시설이� 밀집되어� 있어,� 이러한� 직업에� 종사

하는� 고위험군에서� 가축이� 병원소가� 되는� 인수공통감염병에� 대한� 위험이� 상존

� -� 과거로부터� 모기에� 의한� 말라리아� (Malaria)나� 설치류에� 의한� 신증후군출혈열�

(Hemorrhagic� fever� with� renal� syndrome;� � HFRS)� 등의� 인수공통감염병이� 풍토화

된� 지역

� -� 서울� 등� 5개� 시도와� 인접하고� 있고� 북으로는� 북한과의� 경계를� 마주하고� 있어,� 인접� 지

역으로부터의� 감염병� 유입이� 용이

� -� 경기도의� 인구는� 1,120만� 명으로� 전국� 인구의� 23%가� 거주하고� 있으며� (2010년� 기

준),� 외국인� 인구의� 유입과� 국가� 간� 산업� 교류가� 활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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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 인수공통감염병의�감시체계�및� 전국적�발생양상1)

Ÿ CJD/vCJD[3군]

� -� 크로이츠펠트-야콥병(이하� ‘CJD’)은� 2001년부터� 2010년까지� 지정감염병으로� 지정되어�

표본감시체계로� 운영되었고,� 2011년부터� 제3군감염병으로� 변경되어� 전수감시로� 관리

� -� 2011년까지� 30건� 이내로� 신고되었으나� 2012년� 45건,� 2014년에는� 65건이� 신고되었으

며,� 퇴행성뇌질환의� 일종인� 산발성CJD(sCJD)․유전적� 소인에� 따라� 발병하는� 유전형

CJD(gCJD)․의료행위를� 통해� 감염되는� 의인성CJD(iCJD)․소해면상뇌병증(BSE)에� 감염된�

소고기� 섭취로� 인한� 변종CJD(vCJD)� 중� 대부분은� sCJD로� 현재까지� vCJD� 의심사례는�

없었음

� -� 가축에서는� 소에서는� 소해면상뇌병증(BSE)가� 발견되지� 않고� 있으나,� 사슴에서의� 만성소

모성소모성질병(CWD)이� 2001년� 수입된� 사슴에서� 확인된� 이후� 2010년까지� 19건이�

보고되고� 있음2)

표� 1.� 크로이츠펠트-야콥병�신고현황,� 2001-2014

Ÿ 브루셀라증[3군]

� -� 브루셀라증은� 2000년� 전염병예방법� 개정으로� 신규� 지정되어,� 2000년� 8월� 1일� 이후� 신

고·보고� 시작

� -� 2002년� 국내� 첫� 환자가� 신고된� 이후� 2003년� 16명,� 2004년� 47명,� 2005년� 158명이�

신고되었으나� 2006년� 215명을� 정점으로� 감소하여� 20명� 미만� 수준으로� 발생

� -� 가축에서의� 브루셀라증은� 2000년에� 공식보고가� 있은� 후,� 2004년까지� 1,000건� 미만으

로� 발생하였으나,� 2005년� 4,291건,� 2006년� 6,566건으로� 정점을� 보인� 후� 현재는�

200건� 미만으로� 발생하고� 있음3)

표� 2.� 브루셀라증�신고현황,� 2000-2014

1)� 질병관리본부(2015).� 2014� 감염병� 감시연보.

2)� 농림축산식품부� 농림축산검역본부.� 가축질병발생정보.

3)� 농림축산식품부� 농림축산검역본부.� 가축질병발생정보.

02� 국내�인수공통감염병�감시�및�발생현황

2015� 경기도�인수공통감염병� 발생현황과� 특성

4



Ÿ 큐열[4군]�

� -� 큐열은� 2006년� 1월� 법정감염병으로� 신규� 지정된� 이후� 매해� 10명� 내외로� 신고되고� 있

음

표� 3.� 큐열�신고현황,� 2006-2014

Ÿ 탄저[3군]

� -� 탄저는� 2000년� 전염병예방법� 개정으로� 신규� 지정되어,� 2000년� 8월� 1일� 이후� 신고·보

고� 시작되었으나� 신고� 건은� 없음

� -� 가축에서의� 탄저발생은� 1907년에� 최초� 공식보고가� 있은� 이후� 1924년에� 이르기까지� 연

간� 500두� 이상으로� 지속적으로� 발생하였으나,� 1922년� 백신이� 사용되기� 시작하면서�

1942� 년경에는� 100두� 내외로� 급격히� 감소,� 최근에는� 1994년에� 2두� (충남� 홍성,� 경

북� 경주� 각� 1두),� 1995년에� 1두� (충남� 홍성),� 2000년에� 1두(경남� 창원)� 등의� 발생이�

있음4)

Ÿ 결핵[3군]�

� -� 결핵은� 결핵예방법에서� 정하는� 방법에� 따라,� 별도로� 발생� 및� 신고보고� 체계를� 운영하고�

있으며,� 2001년� 이전까지는� 보건소� 등록환자만� 파악되었으나� 그� 이후는� 보건소� 등록

환자� 및� 민간의료기관에� 신규� 등록된� 환자를� 포함하여� 파악

� -� 1980년대� 이전까지� 연간� 10만� 명이� 넘는� 환자가� 신규� 등록되었으나,� 2000년대에� 들어�

연간� 4만� 명� 미만� 규모로� 신고되고� 있음

� -� 최근까지는� 국내에서� 우형� 결핵균(Mycobacterium� Bovis)에� 의한� 감염사례가� 보고되지�

않고� 있으며5)6)� 주로� 인형� 결핵균(Mycobacterium� tuberculosis)에� 의한� 결핵이� 발생

하고� 있으나,� 2012년� 해외유입� 사례로� 추정되는� 우결핵균� 감염� 임상례가� 보고된� 바�

있으며7)� 이� 환례의� 우결핵균� 감염여부에� 대해서는� 논란이� 있음8)�

4)� Park,� K.� (2005).� Current� status� and� issues� in� zoonoses� control.� Journal� of� the� Korean� Medical� Association,�

48(7),� 679-686.

5)� Cho,� Y.� S.� (2007).� Outbreak� and� research� trends� of� bovine� tuberculosis� in� Republic� of� Korea.� Korean�

Journal� of� Veterinary� Public� Health.

6)� Wee,� S.� H.,� Kim,� C.� H.,� More,� S.� J.,� &� Nam,� H.� M.� (2010).� Mycobacterium� bovis� in� Korea:� an� update.�

The� Veterinary� Journal,� 185(3),� 347-350.

7)� Lim,� S.� K.,� Park,� J.� Y.,� Park,� S.� D.,� &� Chang,� H.� K.� (2012).� Localized� Empyema� due� to� Mycobacterium�

bovis.� The� Korean� Journal� of� Medicine,� 81(6),� 792-796.

8)� 고원중,� 박영길,� &� 김창기.� (2012).� 독자편지:� Mycobacterium� Bovis� 와� Mycobacterium� Tuberculosis� 감염증의� 구

별.� Korean� Journal� of� Medicine� (구� 대한내과학회지),� 83(4),� 550-5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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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4.� 결핵�신고현황,� 1964-2014

Ÿ 장출혈성대장균감염증[1군]�

� -� 장출혈성대장균감염증은� 2000년� 전염병예방법� 개정으로� 신규� 지정되어,� 2000년� 8월� 1

일� 이후� 신고·보고� 시작

� -� 2004년� 118건으로� 급증하였으나� 이후� 100건� 미만으로� 발생하였고,� 2014년� 111건� 신

고되고� 있으며,� 매년� 5건� 내외로� 해외유입이� 보고되고� 있음

표� 5.� 장출혈성대장균감염증�신고현황,� 2000-2014

Ÿ 동물인플루엔자� 인체감염/신종인플루엔자[4군]�

� -� 조류인플루엔자� 인체감염은� 2006년� 전염병예방법� 개정으로� 신규� 지정되어� 2006년� 1월�

17일� 이후� 신고·보고� 시작하였으며,� 2013년� 동물인플루엔자� 인체감염으로� 명칭이� 변

경되었으나,� 신고� 건은� 없음

� -� 신종인플루엔자는� 2009년� 전염병예방법� 개정으로� 신규� 지정되어� 2010년� 12월� 30일�

이후� 신고·보고� 시작하였으나,� 신고� 건은� 없음

� -� 2009-2010년� 대유행한� 신종인플루엔자� A(H1N1)pdm09는� WHO의� 대유행단계� 조정

에� 따라� 2010년� 10월� 이후� 계절인플루엔자[3군]로� 관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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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 인플루엔자의사환자�발생분율�및� 인플루엔자�바이러스�분리현황,� 2000-2014

*출처:� 질병관리본부(2015).� 2014� 감염병�감시연보.

Ÿ 공수병[3군]

� -� 공수병은� 1960년대에는� 100명까지� 신고되었으나,� 1970년대� 후반� 이후로는� 산발적으로�

1-2건이� 발생하고� 있으며,� 2005년� 이후로는� 신고� 없음

� -� 가축에서의� 공수병� 발생(광견병)� 1984년� 개에서� 발생한� 이후로� 8년간� 발생보고가� 없었

으나,� 1993년� 야생동물에� 의해� 개에서� 발생한� 사례가� 보고된� 이후� 매년� 개와� 소� 등에

서� 발생보고가� 있음9)

표� 6.� 공수병�신고현황,� 1963-2014

9)� Park,� K.� (2005).� Current� status� and� issues� in� zoonoses� control.� Journal� of� the� Korean� Medical� Association,�

48(7),� 679-68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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Ÿ 일본뇌염[2군]

� -� 일본뇌염의� 경우,� 1960년대까지� 연간� 수천� 명이� 발생하며� 한� 해� 3,000명� 가까이� 사망

하는� 감염병이었으나,� 1980년대� 이후에는� 연간� 10명� 미만의� 규모로� 급격히� 감소하였

다가,� 최근� 신고가� 소폭� 증가함

� -� 돼지에서� 일본뇌염� 발생건수는� 1980년� 백신� 도입과� 모기� 구제를� 통해� 발생건수는� 크게�

감소하여� 연간� 10건� 내외� 수준으로� 발생하고� 있음10)

표� 7.� 일본뇌염�신고현황,� 1949-2014

2� � 법정감염병�감시체계에서�신고되지는�않았으나,� 국내�발생�있는�인수공통감염병

Ÿ 야토병[4군]

� -� 1997년� 죽어있는� 산토끼를� 상처� 있는� 손으로� 조리하여� 섭취하다� 발생한� 사례11)가� 보고

된� 이후,� 신고가� 없었으나,� 2012년� 역학적� 연관성이� 밝혀지지� 않은� 14세� 남성에서� 야

토병이� 확진된� 사례� 보고12)

10)� Park,� K.� (2005).� Current� status� and� issues� in� zoonoses� control.� Journal� of� the� Korean� Medical�

Association,� 48(7),� 679-686.

11)� Lim,� H.� S.,� Cheong,� H.� K.,� Ahn,� W.� S.,� Kim,� M.� Y.,� &� Kim,� D.� H.� (1998).� A� case� of� ulceroglandular�

tularemia� occurred� in� Korea.� Korean� Journal� of� Epidemiology,� 20(1),� 32-38.

12)� Yeom,� J.� S.,� Rhie,� K.,� Park,� J.� S.,� Seo,� J.� H.,� Park,� E.� S.,� Lim,� J.� Y.,� ...� &� Youn,� H.� S.� (2015).� The� first�

pediatric� case� of� tularemia� in� Korea:� manifested� with� pneumonia� and� possible� infective� endocarditis.�

Korean� journal� of� pediatrics,� 58(10),� 398-4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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Ÿ 자료

� -� 기간:� 2011년� 1월� -� 2015년� 3월

� -� 자료원:� 법정감염병�감시�자료�및� 사례�조사(역학조사)� 결과�보고서

1� � 분석대상�인수공통감염병

� -� 제3군� :� 말라리아(Malaria),� 발진열(Murine� typhus),� 쯔쯔가무시증(Scrub� typhus),� 렙

토스피라증(Leptospirosis),� 브루셀라증(Brucellosis),� 공수병(Rabies),� 신증후군출혈열

(HFRS,� Hemorrhagic� fever� with� renal� syndrome),� 크로이츠펠트-야콥병(CJD)� 및� 변

종크로이츠펠트-야콥병(vCJD)

� -� 제4군� :� 보툴리눔독소증(Botulism),� 큐열(Q� fever),� 라임병(Lyme� disease),� 중증열성혈

소판감소증후군(SFTS,� Severe� fever� with� thrombocytopenia� syndrome)

2� � 감염병별�추정감염지역[국내/국외]� 분석

Ÿ 경기도� 인수공통감염병은� 전체� 감염병� 발생의� 6.6%를� 차지,� 이� 중� 97.9%가� 국내� 발생

� -� 해당� 기간� 동안,� 공수병과� 보툴리눔독소증은� 신고� 없음

� -� 국내� 발생은� 쯔쯔가무시증,� 말라리아,� 신증후군출혈열의� 순으로� 다발

� -� 해외� 유입은� 말라리아가� 가장� 많고,� 다른� 감염병은� 10건� 내외

� -� CJD/vCJD,� 발진열,� 렙토스피라증,� 큐열,� 브루셀라증은� 100%� 국내� 발생

표� 8.� 감염병별�추정감염지역별�감염병�환자�

� � � � a.� (감염병별� 신고건수)/(전체� 감염병� 신고건수)� *� 100(%)

� � � � b.� (감염병별� 국내� 발생� 신고건수)/(감염병별� 신고건수)� *� 100(%)

� � � � c.� (감염병별� 해외� 유입� 신고건수)/(감염병별� 신고건수)� *� 100(%)

02� 경기도�인수공통감염병�발생현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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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 국내�발생�환자�특성[성/연령/직업�등]� 분석�및� 사례�분석

Ÿ 말라리아나� 신증후군출혈열과� 같이� 직업과� 연관이� 있는� 질병이� 있으나,� 대체로� 성별로�

발생� 경향은� 유사신고

표� 9.� 인수공통감염병�국내�발생�신고환자의�성별�직업별�특성

� � � � a.(감염병별� 성별� 신고건수)/(성� 미상� 포함� 감염병별� 신고건수)� *� 100(%)

� � � � b.(감염병별� 직업별� 신고건수)/(직업� 미상� 포함� 감염병별� 신고건수)� *� 100(%)

Ÿ 다른� 감염병과� 달리� 40세� 이상의� 고령자에서� 발생이� 높음

표� 10.� 인수공통감염병�국내�발생�신고환자의�연령별�특성

� � � � a.(감염병별� 연령별� 신고건수)/(연령� 미상� 포함� 감염병별� 신고건수)� *� 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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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



Ÿ 발생률이� 높은� 지역이� 있으나,� 환자� 감시자료는� 환자의� 주소지� 보건소를� 중심으로� 신고

되므로� 실제� 감염지역을� 파악하기� 어려운� 한계가� 있고,� 개별� 환자� 사례조사에서도� 실제�

감염경로를� 파악� 필요

그림� 2.� 인수공통감염병�경기도�시군구�보건소별�국내�발생�신고�건수

3� � 감염병별�신고양상�분석

Ÿ 다른� 감염병과� 달리� 의원보다는� 병원에서� 많은� 신고가� 되나,� 인수공통감염병� 환자� 감시

는� 해당� 질병에� 대한� 진료� 의사의� 관심에� 매우� 민감한� 경향이� 있어,� 2012년� 가을에� 신

고된� 14건의� 발진열� 환자� 중� 8건이� 한� 개� 병원에서� 신고된� 바� 있음

Ÿ 법정감염병� 신고는� 주로� 80%� 이상이� 외래� 기반으로� 신고되나,� 인수공통감염병은� 절반�

이상이� 입원� 기반으로� 신고되고� 있음�

표� 11.� 인수공통감염병�신고�의료기관�및� 의료이용�특성

� � � a.(감염병별� 의료기관별� 신고건수)/(의료기관� 미상� 포함� 감염병별� 신고건수)� *� 100(%)

� � � b.(감염병별� 의료이용별� 신고건수)/(의료이용� 기타� 항목� 포함� 감염병별� 신고건수)� *� 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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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 동물인플루엔자�감염증

Ÿ 인플루엔자� 관리의� 연장선상에� 있음

-� 예방접종� :� 조류인플루엔자� 유행� 시� 인체감염과� 일반� 인플루엔자의� 중복감염으로� 유

전자� 재조합에� 의한� 신종� 인플루엔자가� 출현할� 가능성에� 대비해서� 연간� 약� 65,000

명의� 조류인플루엔자� 인체감염� 고위험군(조류인플루엔자� 대응요원� 및� 닭·오리·돼지�

농장� 및� 관련� 업계� 종사자)에게� 접종� 권장

-� 실험실감시� :� 대상� 바이러스� (인플루엔자� A� 및� B형,� 인플루엔자� A(H1N1)pdm09,� 인

플루엔자� A(H3N2),� 조류인플루엔자� A(H5N1),� 내위표준물질� (Human� GAPDH))에�

대하여� 시도� 보환연에서� 진단� 실시하고� 질병관리본부 인플루엔자바이러스과에서� 형

(type)� 및� 아형(subtype)을� 분석하고� 있음

-� 현재� 대상� 바이러스에� 조류인플루엔자� A(H7N9)은� 포함되어� 있지� 않음,� 최근� 중국과�

동남아에서의� 인체감염사례� 발생으로� 인해� 유입� 가능성이� 가장� 높은� 감염병으로� 진

단검사� 기능� 점검� 및� 강화� 필요

2� � 기타�인수공통감염병

Ÿ 국내� 인수공통감염병은� 대부분� 원인병원체와� 전파경로가� 알려져� 있음

-� 역학조사를� 통한� 원인병원체� 및� 전파경로� 규명보다는� 방역이� 더� 중요

Ÿ 따라서� 신종� 인수공통감염병에� 대한� 대응이� 중요

-� 새로운� 질병의� 유입� 인지를� 위한� 감시체계� 구축은� 쉽지� 않은� 문제

-� 다만,� 불명� 질환에� 대한� 실험실� 연구기반� 구축(진단� 기술� 향상,� 생체� 시료� 보관)� 필요

-� 새로운� 질환에� 대한� 지식� 전달� 체계� 구축이� 필수,� 불명열로� 유입되는� 환자를� 맞게� 되

는� 의료기관과� 보건기관을� 대상으로� 교육․소통� 체계� 필요

-� 지방� 단위에서도� 새로운� 감염병에� 대응할� 수� 있도록,� 역학조사․위기대응� 전문인력의�

교육훈련� 강화� 필요

-� 감염병� 발생� 후� 사후적으로� 역학조사를� 통해� 전파경로를� 파악하는� 것� 보다는,� 대비�

단계에서� 수의계와� 연계한� Behavior� Surveillance를� 통해� 고위험군에서의� 전파� 위험

을� 미리� 파악하는� 것이� 필요�

04� 결론�및�제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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