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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개요
  

가. 예방접종 대상 감염병 신고현황
 

 ○ 우리나라에서의 홍역은 2001년 일제예방접종사업 실시 이후 환자 발생이 퇴치 수준으로 유지

  되고 있음. 다만, 2007년도에 병원 내 감염을 중심으로 한 유행이 지역사회에까지 영향을 미침에 

  따라 환자수가 194명으로 증가하였고, 2010년 인천 부평구 소재 중학교 홍역 유행으로 환자

  수가 114명으로 증가하였음 

 ○ 일본뇌염은 2000년 이후 매년 확진 환자수가 10명 미만이었으나 2010년 26명으로 크게 증가

  하였으며, 이 중 사망환자가 6명 발생하였음

 ○ 백일해는 2009년에 66건, 2010년은 27건이 신고되었으며, 전년 대비 신고건수가 59.1% 

  감소하였음

※ 감염병 웹통계시스템(http://stat.cdc.go.kr) 자료로 10년도 수치는 미확정 잠정통계임

＋수두는 감염병예방법 개정에 따라 2005년 7월 법정 감염병으로 지정

<표1> 제2군 감염병 발생 신고현황(2001~2010)

(단위: 명)

<표2> 2010년 제2군 감염병 사례분류 결과

(단위: 명)

   년도
질병

’01 ’02 ’03 ’04 ’05 ’06 ’07 ’08 ’09 ’10

백일해 9 21 5 6 11 17 14 9 66 27

파상풍 8 4 8 11 11 10 8 16 17 14

홍역 23,060 62 33 11 7 28 194 2 17 114

유행성 
이하선염

1,668 764 1518 1,744 1,863 2,089 4,557 4,542 6,399 6,094

풍진 128 24 8 15 12 18 35 30 36 43

일본뇌염 1 6 1 0 6 0 7 6 6 26

수두＋ - - - - 1,934 11,027 20,284 22,849 25,197 24,400

구  분 백일해 파상풍 홍역 풍진 일본뇌염

확진환자 16 13 111 12 26

의사환자 0 0 3 0 0

환자아님 11 1 130 31 1

계 27 14 244 43 27



질병관리본부 8

나. 제2군 감염병 신고

  1) 신고목적

 ○ 제2군 감염병의 발생과 분포를 신속하고 정확하게 파악

 ○ 제2군 감염병 유행발생 조기발견 및 예측과 신속한 대처

 ○ 제2군 감염병 관리를 위한 효율적인 자원 배분

  2) 신고의무자: 의사, 한의사, 의료기관의 장, 육군, 해군, 공군 또는 국방부 직할 부대의 장

 ※ 그 밖의 신고의무자: 제2군 감염병 중 홍역이 발생한 경우, 의사나 한의사의 진단이나 검안을

  요구하거나 해당 주소지 관할 보건소장에게 신고(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12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8조)

  - 일반 가정에서 세대를 같이 하는 세대주, 세대원

  - 학교, 병원, 관공서, 회사, 공연장, 예배장소, 선박·항공기·열차 등 운송수단, 각종 사무소

  ·사업소, 음식점, 숙박업소 또는 그 밖에 여러 사람이 모이는 장소의 관리인, 경영자 또는 대표자    

  3) 신고 시기: 지체없이(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11조)

 ○ 제2군 감염병 환자, 의사환자, 병원체 보유자를 진단하거나 사체를 검안한 경우

 ○ 제2군 감염병으로 사망한 경우

 ※ 제2군 감염병 집단 발병이 의심되는 경우 검사결과가 확인될 때까지 지체하지 않고 신속하게 

  의사환자로 신고함

  4) 신고 방법 

 ○ 감염병 환자 또는 사체 소재지를 관할하는 보건소장에게 신고

 ○ 신고방법: 서면, 모사전송(Fax), 감염병웹보고시스템(http://is.cdc.go.kr)으로 신고

 ○ 신고서식: 감염병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0조에 따른 별지 제1호서식 [부록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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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3> 제2군 감염병 신고범위 및 역학조사

질 환 환 자 의사환자 병원체보유자
역학조사 주관 역학조사

시기산발(개별) 유행

디프테리아 ○ ○ ×
중앙 중앙 지체없이

폴리오 ○ ○ ×

백일해 ○ ○ ×

시·도 시·도 지체없이

파상풍 ○ ○ ×

홍역 ○ ○ ×

풍진 ○ ○ ×

일본뇌염 ○ ○ ×

B형간염* ○ × ○ - - -

수두/ 
유행성이하선염

○ ○ × 시·군·구 시·군·구 지체없이

다. 제2군 감염병 신고 시 보건소 조치사항

<그림1> 환자신고 시 보건소 조치사항

 *B형간염: 급성B형간염, 산모B형간염, 주산기B형간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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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제2군 감염병 환자 역학조사 기준
  

가. 개별 사례조사 

<표4> 개별 사례조사 실시 기준

구  분 질환명 실시기준

전수조사
디프테리아, 파상풍, 백일해, 
홍역, 풍진, 일본뇌염, 폴리오

● 신고된 모든 사례에 대하여 사례조사 실시

필요시 조사
유행성이하선염

● 뇌수막염, 고환염 등 합병증 또는 사망자가 발생한 경우
● 증상이 비전형적(이하선염이 동반되지 않은 뇌수막염, 고환염
 발생 등)인 경우
● 연구목적으로 필요한 경우

수두 ● 증상이 비전형적이거나 연구목적으로 필요한 경우 

실시안함 B형간염 ● 감염병웹보고시스템 접수·보고

나. 유행 역학조사 

  1) 유행 역학조사 실시 기준

 ○ 제2군 감염병 환자(의사환자 포함)가 2명 이상 역학적으로 연관된 경우(시간적, 공간적으로 

  밀집되어 발생한 경우)

  2) 그 외 유행 역학조사가 필요한 경우

 ○ 유행성이하선염

  - 학교, 유치원, 영유아 보육시설 등에서의 유행

     ※ 3주 이내 1개 학급에서 유행성이하선염 (의사)환자가 해당 학급 전체 인원의 10%이상

        발생한 경우

 ○ 수두

      - 의료기관의 환자나 의료인에서 유행

      - 입원하거나 중증 합병증(폐렴, 뇌염, 침습성 연쇄상구균 감염, 출혈성 합병증 등) 사례를

   동반한 유행

      - 면역저하자나 임신부, 엄마가 면역력이 없는 신생아 사례를 동반한 유행

     - 학교, 유치원, 영유아 보육시설 등에서의 유행

        ※ 2주 이내 1개 학급에서 유행성이하선염 (의사)환자가 해당 학급 전체 인원의 10%이상

    발생한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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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제2군 감염병 환자 입원 및 자가치료
  

가. 입원치료
 

 ○ 대상: 디프테리아, 홍역, 폴리오(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41조)

 ○ 입원치료 절차 및 방법 등 기타 세부사항은 「2011년 감염병사업관리 지침」에 따름 

나. 자가치료
 

 ○ 대상: 입원치료 대상이 아닌 자와 감염병환자 등과 접촉하여 감염병이 감염되거나 전파될 

   우려가 있는 자

 ○ 자가치료 절차 및 방법 등 기타 세부사항은 「2011년 감염병사업관리 지침」에 따름

<표5> 입원치료 감염병 선정기준 및 입원치료 기간

구분 선정기준 입원치료 기간

디프테리아

확진환자 
● 비강, 인두부위 검체 배양검사에서 균이
 분리된 경우

●  항생제 치료 후 24시간 이상 경과한 다음,
 24시간 이상의 간격으로 채취한 비강 및
 인두부위(피부 디프테리아 환자의 경우 
 피부도 필요)의  검체에서 모두 균이 음성일
 때 또는 14일간의 항생제 치료가 끝날 때
 까지 

의사환자

● 임상적 특징 및 역학적 연관성을 감안하여
 디프테리아임이 의심되나 검사방법에 의해
 해당 병원체 감염이 확인되지 아니한 자

홍역

실험실적
확진환자

●  실험실 검사로 항체 또는 바이러스가 증명된
 경우
 - 홍역 특이 IgM 항체 검사 양성인 경우
 - 회복기 혈청에서 급성기 혈청에 비해 
  IgG 항체가가 4배 이상 증가한 경우
 - 홍역 바이러스 분리 동정 및 핵산 검출된
  경우

●  환자의 발진 발생일로부터 5일간 

역학적
확진환자

●  홍역의 임상증상을 나타내면서 실험실적
 확진환자와 역학적 연관성이 증명된 경우

폴리오

확진환자  
●  분변, 인후도말, 뇌척수액 등에서 바이러스
 분리·배양된 경우

●  입원 후 매주 채취한 대변 검체에서 바이러스
 분리·배양검사 결과가 2회 연속 음성일 때

의사환자

●  임상적 특징 및 역학적 연관성을 감안하여
 폴리오임이 의심되나 검사방법에 의해 해당
 병원체 감염이 확인되지 아니한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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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기관별 역할과 기능

<표6> 기관별 역할과 기능

구    분 역    할 

질병관리본부

예방접종관리과

●  예방접종 및 예방접종 후 이상반응 관리
●  전국 단위 발생수준 및 유행여부 파악
●  전국 단위 자료 분석 및 정보 환류
●  감염병 관리 정책 개발
●  역학조사 총괄
●  교육 홍보

감염병감시과

●  웹보고 자료 취합분석
●  환류자료 작성, 제공
●  통계 작성 및 동향 분석

국립보건연구원

●  감염병 환자 최종 확인진단 및 결과 환류
●  감염병 병원체의 분자 역학적 특성 규명 
●  감염병 병원체 실험실 감시 기획·수행

시·도  

보건(위생)과

●  예방접종 및 예방접종 후 이상반응 관리
●  환자발생 보고
●  시·도 단위 환자 발생수준 및 유행여부 파악
●  시·도 단위 자료 분석 및 정보 환류
●  유행 시 역학조사 실시 및 보고
●  유행종료시 역학조사 결과보고
●  시·군·구 단위 환자 사례조사 기술지원

보건환경연구원
●  시·도 단위 감염병 환자 실험실 확인 진단 및 결과 보고
●  시·도 단위 감염병 병원체 실험실 감시

시·군·구 

보건소

●  예방접종 및 예방접종 후 이상반응 관리
●  환자발생 신고접수 및 보고
●  시·군·구 단위 환자 발생수준 및 유행여부 파악
●  시·군·구 단위 자료 분석 및 정보 환류
●  산발 및 유행 시 환자 사례조사 
●  지역사회 홍보 강화 및 예방접종 독려

의료기관

●  예방접종 실시, 기록 등록 및 보고
●  환자 신고
●  예방접종 후 이상반응 신고



Ⅱ. 홍 역

1. 환자감시

2. 환자 및 접촉자 관리

3. 실험실 진단

4. 사례정의 및 판단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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Ⅱ1. 환자감시
  

가. 신고
 

  1) 신고를 위한 진단 기준

  2) 발생 신고·보고

 ○ 의료기관: 환자 및 의사환자 진단 시 지체없이 신고

 ○ 보건소: 신고 된 모든 환자 및 의사환자에 대하여 즉시 감염병웹보고시스템

   (http://is.cdc.go.kr)을 통하여 발생 보고 

나. 개별 사례조사(전수)
 ○ 사례조사 시기

      - 보고된 모든 사례에 대해 지체없이 사례조사 실시

 ○ 시·군·구에서 역학조사서 작성 및 검체 채취·의뢰

       [부록 2-2] 홍역(의사)환자 역학조사서 

      ※ 감염원 및 접촉자 조사 시 해당사항이 있는 경우 [부록 2-10] 홍역 감염원/접촉자 조사 대장

     추가 작성

 ○ 시·도에서 역학조사관의견서 작성

      [부록 2-20] 홍역 역학조사관 의견서 

<표7> 홍역 신고를 위한 진단 기준

신고범위 ○ 확진환자 및 의사환자

신고시기 ○ 지체없이

신고를 위한
진단 기준

확진환자

○ 홍역 의사환자에 합당한 임상적 특징을 보이면서 다음 검사방법 등에 의해 해당 
 병원체 감염이 확인된 자
   - 실험실 확진환자
      ● 홍역 특이 IgM 항체 양성
      ● 회복기 혈청에서 급성기 혈청에 비해 IgG 항체가 4배 이상 상승
      ● 검체(호흡기 검체, 뇌척수액, 혈액, 소변 등)에서 바이러스 분리 또는 특이
    유전자 검출
   - 역학적 확진환자: 홍역의 임상증상을 나타내면서 실험실적 확진환자와 역학적 
  연관성이 증명된 경우

의사환자
○ 홍역이 의심되는 발진과 동시에 38℃이상의 발열과 더불어 기침(cough), 콧물
 (coryza), 결막염(conjunctivitis) 중 하나 이상 증상이 있는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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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유행 역학조사(유행시)

 ○ 역학조사 시기

      - 홍역 환자(의사환자 포함)가 2명 이상 역학적으로 연관된 경우(시간적, 공간적으로 밀집되어

   발생한 경우)

 ○ 유행인지 즉시 역학조사 실시 및 검체 채취·의뢰

 ○ 환자 발생 모니터링으로 유행확산 여부 지속적 파악 및 현황 보고

      - 집단 특성상 학원과 친구집단을 통해 타 학교 전파가 가능하므로 관내 전 학교를 대상으로 

   환자 발생 모니터링 실시

      - 모니터링 지속기간: 최종 확진환자 보고 후 4주간 유지

   [부록 2-18] 환자 발생 현황(보건소/시도용) 

        [부록 2-19] ○○학교(유치원 또는 어린이집) (의심)환자 명단 

      - 모니터링 주의사항: ‘의사환자’는 실험실적 진단검사를 통해 확진할 것

 ○ 유행 종료 후 시·도에서 유행 역학조사 결과보고서 작성·보고

      - 유행 종료: 유행관련 최종 환자 발생 후 잠복기의 2주기에 해당되는 4주 기간까지 역학적으로

          관련된 추가환자 발생이 없는 경우 

        [부록 2-21] 유행 역학조사 결과보고서

2. 환자 및 접촉자 관리
  

가. 환자관리

 ○ 발진 발생 후 5일까지 격리

 ○ 환자 관리는 표준 주의 지침, 공기감염 주의 지침, 비말감염 및 접촉감염 주의 지침 

      [부록 2-1-1] 홍역(의사)환자관리 점검항목 작성·보관

      [부록 4] 표준 주의 지침 및 전파 방법에 따른 주의 지침 

나. 접촉자 관리

  1) 학교, 유치원, 영유아 보육시설 등에서 집단 발병 감시

 ○ 접촉자 및 보호자 대상 교육 및 홍보

     - 홍역에 대한 정보(질환 특징, 합병증, 예방접종 중요성 등) 제공

       ※ 관리 대상 접촉자: 환자 가족, 동거인, 학교 내 같은 반 또는 사무실을 사용하는 자, 

    그 밖에 환자 발진 발생 후 5일까지 접촉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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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록 3-1] 홍역 유행에 대한 가정통신문(예)

       [부록 3-1-1] 홍역환자 접촉자(보호자)께 드리는 안내문

 ○ 의심 환자 발생 시 의사의 진료를 받도록 안내하고 관할 보건소로 보고    

       [부록 2-17] 환자 발생 현황(학교, 유치원, 어린이집용)

  2) 감수성자에 대한 처치

 ○ 홍역환자와 접촉한 생후 6개월 이상 감수성자는 노출 후 72시간 이내에 예방접종 시 발병예방 

  가능

 ○ 감수성이 있는 접촉자 중 합병증 발생위험이 높은 경우(1세 이하, 임신부, 면역결핍환자 등) 

  노출 후 6일 이내 면역글로불린 투여

      - 증상이 발현된 HIV감염자는 이전 예방접종 여부에 관계없이 면역글로불린 투여

3. 실험실 진단
  

가. 진단

 ○ 환자 검체(인후도찰물 등 호흡기검체, 소변, 혈액 등)에서 바이러스 분리 또는 유전자 검출 

 ○ 혈청학적 진단 

      - 특이 IgM 항체 검출 시

      - 회복기 혈청의 특이 IgG 항체가가 급성기에 비하여 4배 이상 증가 시

         ※ 특이 IgM 항체 검사로 판정이 어려울 때 IgG 항체가 비교 검사 실시

나. 검체채취

 ○ 시·군·구 보건소 또는 의료기관에서 시·도 보건환경연구원에 의뢰     

     ※ 시·도 보건환경연구원에서 진단이 불가능한 경우 질병관리본부 국립보건연구원 호흡기

   바이러스과로 의뢰 

     ※ 시·도 보건환경연구원의 진단 검사 결과 양성 혈청이나 양성주인 경우 항체 및 바이러스 

   특성 분석을 위해 질병관리본부 국립보건연구원 호흡기바이러스과로 검사 완료 즉시 송부

 ○ 홍역의심사례 판정과 퇴치수준 확인을 위해 혈청검사와 바이러스 분리 검사가 중요하므로 

  가능한 모든 사례에서 혈청 및 바이러스 분리를 위한 검체(인후도찰물 등)가 확보되어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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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검체 종류 및 채취 방법

 ○ 바이러스 분리 및 유전자 진단 검체

      - 인후도찰물 등 호흡기 검체 : 바이러스 수송배지(VTM)를 이용하여 채취

      - 소변 : 무균용기를 이용하여 10~50ml 채취

      - 전혈 : EDTA 또는 헤파린 튜브를 이용하여 5ml 채취

       ※ 홍역 바이러스 분리 및 유전자 진단을 위한 검체 채취는 발진 후 3일 이내가 가장 적당

    하며, 발진 후 7일까지 채취 가능. 단, 발진 후 10일을 넘기지 않도록 함

 ○ 혈청학적 진단 검체

      - 특이 IgM 항체 검사: 발진 발생 후 72시간(3일) 경과한 후 1~2ml 채혈(적어도 30일 이내 채혈)

      - IgG 항체가 비교 검사

   ● 급성기 혈청(1차 혈청): 발진 후 2주 이내에 채혈 

   ● 회복기 혈청(2차 혈청): 1차 혈청 채혈 이후 14~30일 이내에 채혈

 ○ 보관 및 운송방법

 ○ 바이러스 분리 및 유전자 진단 검체

      - 인후 도찰물 등 호흡기 검체: 아이스박스 또는 전용 용기에 얼음 또는 냉매를 넣어 4℃를 

              유지하여 수송

        ※ 24시간 이내에 운송할 수 없는 경우 -70℃에 보관 및 운송해야 함. 운송 시 드라이아이스 사용

      - 소변: 아이스박스 또는 전용 용기에 얼음 또는 냉매를 넣어 4℃를 유지하여 수송

       ※ 24시간 이내에 운송할 수 없는 경우 원심분리하여 상층액은 버리고, 침전물만을 바이러스 

        수송배지(VTM)에 풀어준 뒤 -70℃에 보관 및 운송해야 함. 운송 시 드라이아이스 사용

 ○ 혈청학적 진단 검체

      - 혈청: 4℃를 유지하여 보관 및 수송 

        ※ 얼음이나 냉매가 검체에 바로 닿아 얼지 않도록 주의하여야 하며, 해동과 동결을 반복

     하지 않도록 함

4. 사례정의 및 판단기준
  

가. 홍역 사례분류

  1) 홍역 의심 사례(suspected case)

 ○ 발열과 홍역양 발진(수포가 잡히지 않는)이 있으면서 다음 중 1가지 이상이 있는 경우: 기침, 

  콧물, 결막염 또는 의사가 홍역을 의심하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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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 홍역 임상적 합당 사례(clinically compatible case)

 ○ 홍역 의심 사례 중 적절하게 검체가 채취되지 않았으며 실험실 확진환자와 역학적 연관성이 

  없는 경우

  3) 실험실적 확진 사례(laboratory-confirmed case)

 ○ 홍역 의심 사례 중 실험실적으로 홍역 감염의 증거가 있는 경우

  4) 역학적 확진 사례(epidemiology linked confirmed case)

 ○ 홍역 의심 사례 중 실험실적으로 증명이 되지 않았으나 실험실적 확진 사례와 지리적, 시간적 

  연관성(사례 간 발진 발생일이 7~21일 사이)이 있는 경우

 ○ 유행이 있을 경우 역학적 확진 사례와 지리적, 시간적 연관성이 있는 경우

  5) 홍역 아님(discarded case)

 ○ 홍역 의심 사례 중 실험실적으로 홍역이 증명되지 않았으며 홍역이 증명되지 않은 유행에서 

  역학적 연관성이 없음

  6) 백신 관련 사례(vaccine-associated case)

 ○ 홍역 의심 사례 중 다음 5가지 조건을 모두 만족하는 경우

      - 발열 유무와 상관없이 발진이 있으면서 발진과 관련된 기침 등 호흡기 증상이 없는 경우

      - 홍역이 포함된 백신 접종 후 7-14일 이후에 발진이 발생한 경우

      - 백신 접종 8-56일 이후 채혈하였을 때 홍역 특이 IgM이 양성인 경우

      - 철저한 역학조사 결과 2차 감염자가 발생하지 않은 경우

      - 역학조사 및 실험실적 조사에서 다른 원인임을 밝혀내지 못한 경우

나. 확진환자 중 감염경로에 따른 사례분류
  

  1) 지역 감염 홍역 사례(endemic case)

 ○ 실험실적, 역학적으로 지역 내 전파에 의한 홍역 감염의 증거가 확인된 경우

  2) 해외유입 감염 홍역 사례(imported case)

 ○ 바이러스학적 또는 역학적으로 발진 발생 7~21일전 국외에서 홍역에 노출된 증거가 확인된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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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 해외유입 연관 홍역 사례(case related to importation)

 ○ 지역 감염이 되었으나 역학적 또는 바이러스학적으로 해외유입 사례에서 전파가 된 증거가 

  확인됨(해외유입 연관 사례가 12개월 이상 지속될 경우, 더 이상 해외유입 감염으로 정의하지 

  않고 지역 감염으로 정의함)

다. 사례판정

 ○ 사례정의를 이용하여 다음과 같이 사례판정

<그림2> 홍역의심사례 판정 흐름도



Ⅲ. 유행성이하선염

1. 환자감시

2. 환자 및 접촉자 관리

3. 실험실 진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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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환자감시
  

가. 신고
 

  1) 신고를 위한 진단 기준

   2) 발생 신고·보고

 ○ 의료기관: 환자 및 의사환자 진단 시 지체없이 신고

 ○ 보건소: 신고 된 모든 환자 및 의사환자에 대하여 즉시 감염병웹보고시스템

  (http://is.cdc.go.kr)을 통하여 발생 보고 

나. 개별 사례조사(필요시)

 ○ 사례조사 시기

      - 뇌수막염, 고환염 등 합병증 또는 사망자가 발생한 경우

      - 증상이 비전형적(이하선염이 동반되지 않은 뇌수막염, 고환염 발생 등)인 경우

      - 연구목적으로 필요한 경우

 ○ 시·군·구 보건소에서 역학조사서 작성·보고

       [부록 2-2] 유행성이하선염(의사)환자 역학조사서 

      ※ 감염원 및 접촉자 조사 시 해당사항이 있는 경우 [부록 2-11] 유행성이하선염 감염원/접촉자

   조사 대장 추가 작성

<표8> 유행성이하선염 신고를 위한 진단 기준

신고범위 ○ 확진환자 및 의사환자

신고시기 ○ 지체없이

신고를 위한
진단 기준

확진환자

○ 유행성이하선염에 합당한 임상적 특징을 나타내면서, 다음 검사방법 등에 의해 
 해당 병원체 감염이 확인된 자  
   - 검체(볼점막/인후/비인후도찰물, 타액, 소변, 혈액, 뇌척수액 등 )에서 바이러스 
  분리 및 핵산검출
   - 회복기 혈청의 특이 IgG 항체가가 급성기에 비하여 4배 이상 증가
   - 특이 IgM 항체 검출

의사환자
○ 임상적 특징 및 역학적 연관성을 감안하여 유행성이하선염이 의심되나 검사방법에
 의해 해당 병원체 감염이 확인되지 아니한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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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유행 역학조사(유행시)

 ○ 유행조사 시기

      - 유행성이하선염 환자(의사환자 포함)가 2명 이상 역학적으로 연관된 경우(시간적, 공간적

   으로 밀집되어 발생한 경우)

      - 학교, 유치원, 영유아 보육시설 등에서의 유행은 3주 이내 1개 학급에서 유행성이하선염

   (의사)환자가 해당 학급 전체 인원의 10%이상 발생한 경우로 함

 ○ 유행인지 즉시 시·군·구 보건소에서 역학조사서 작성 및 검체 채취·의뢰

      -  적어도 (의사)환자 2명 이상에 대하여 검체 채취 

 ○ 매주 유행성이하선염 환자 발생 현황 보고 실시(보건소>시·도>질병관리본부 예방접종관리과)

       [부록 2-18] 환자 발생 현황(보건소/시도용) 

       [부록 2-19] ○○학교(유치원 또는 어린이집) (의심)환자 명단 

 ○ 유행 종료 후 시·도에서 유행 역학조사 결과보고서 작성·보고

      - 유행 종료: 유행관련 최종 환자 발생 후 잠복기의 2주기에 해당되는 5주 기간까지 역학적으로

         관련된 추가환자 발생이 없는 경우 

       [부록 2-21] 유행 역학조사 결과보고서 

2. 환자 및 접촉자 관리
  

가. 환자관리

 ○ 이하선염 발현 후 5일까지 격리

 ○ 환자 관리는 표준 주의 지침 및 비말감염 주의 지침에 따름

       [부록 4] 표준 주의 지침 및 전파 방법에 따른 주의 지침 

나. 접촉자 관리

  1) 학교, 유치원, 영유아 보육시설 등에서 집단 발병 감시

 ○ 접촉자 및 보호자 대상 교육 및 홍보

      - 유행성이하선염에 대한 정보(질환 특징, 합병증, 예방접종 중요성 등) 제공

       [부록 3-2] 유행성이하선염 유행에 대한 가정통신문(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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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의심 환자 발생 시 의사의 진료를 받도록 안내하고 관할 보건소로 보고    

       [부록 2-17] 환자 발생 현황(학교, 유치원, 어린이집용)

  2) 감수성자에 대한 처치

 ○ 과거에 유행성이하선염을 앓은 적이 없고, MMR 예방접종력이 없거나 불완전한 경우 예방

  접종 권장

  ※ 유행성이하선염에 노출 후 예방접종과 면역글로불린 투여는 예방효과가 없으나 향후 노출될

   가능성에 대비하여 예방접종을 시행하는 것은 무방

 ○ 유행성이하선염에 대한 면역력이 없고 유행성이하선염 환자를 진료할 가능성이 있는 의료진, 

  유행지역을 방문할 여행자, 기숙사 등 단체 생활을 하는 성인의 경우 MMR 예방접종 1회  권장

3. 실험실 진단
  

가. 진단
 ○ 환자 검체(볼점막/인후/비인후도찰물, 타액, 소변, 혈액, 뇌척수액 등)에서 바이러스 분리 또는

  유전자 검출 

 ○ 혈청학적 진단

      - 특이 IgM 항체 검출 시

      - 회복기 혈청의 특이 IgG 항체가가 급성기에 비하여 4배 이상 증가 시

         ※ 특이 IgM 항체 검사로 판정이 어려울 때 IgG 항체가 비교 검사 실시 

나. 검체채취

 ○  시·군·구 보건소 또는 의료기관에서 시·도 보건환경연구원에 의뢰     

     ※ 시·도 보건환경연구원에서 진단이 불가능한 경우 질병관리본부 국립보건연구원 호흡기

   바이러스과로 의뢰 

     ※ 시·도 보건환경연구원의 진단 검사 결과 양성 혈청이나 양성주인 경우 항체 및 바이러스 

   특성 분석을 위해 질병관리본부 국립보건연구원 호흡기바이러스과로 송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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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검체 종류 및 채취 방법

 ○ 바이러스 분리 및 유전자 진단 검체

      -  볼점막/인후/비인후도찰물: 바이러스 수송배지(VTM)을 이용하여 채취 

      -  소변: 무균 용기를 이용하여 최소 50ml 채취

      -  뇌척수액: 뇌수막염(meningitis)이 의심될 때, 무균 용기를 이용하여 채취

       ※ 유행성이하선염 바이러스 분리 및 유전자 진단을 위한 검체 채취는 증상 발현 후 3일 

    이내가 적당하며 증상 발현 후 10일을 넘지 않도록 함

 ○ 혈청학적 진단 검체

      -  특이 IgM 항체 검사: 증상 발현 후 5일 이내 7~10ml 채혈 

      -  IgG 항체가 비교 검사

   ● 급성기 혈청(1차 혈청): 증상 발현 후 5일 이내에 채혈

   ● 회복기 혈청(2차 혈청): 증상 발현 후 2~3주 이후에 7~10ml 채혈

  2)  보관 및 운송방법

 ○ 바이러스 분리 및 유전자 진단 검체

      - 볼점막/인후/비인후 도찰물: 아이스박스 또는 전용 용기에 얼음 또는 냉매를 넣어 4℃를 

             유지하여 수송

       ※ 24시간 이내에 운송할 수 없는 경우 -70℃에 보관 및 운송해야 함. 운송 시 드라이아이스사용

      - 소변: 아이스박스 또는 전용 용기에 얼음 또는 냉매를 넣어 4℃를 유지하여 수송

       ※ 24시간 이내에 운송할 수 없는 경우 원심분리하여 상층액은 버리고, 침전물만을 바이러스

    수송배지(VTM)에 풀어준 뒤 -70℃에 보관 및 운송해야 함. 운송 시 드라이아이스 사용

 ○ 혈청학적 진단 검체

      - 혈청: 4℃를 유지하여 보관 및 수송 

       ※ 얼음이나 냉매가 검체에 바로 닿아 얼지 않도록 주의하여야 하며, 해동과 동결을 반복

    하지 않도록 함



Ⅳ. 풍  진

1. 환자감시

2. 환자 및 접촉자 관리

3. 실험실 진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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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환자감시
  

가. 신고
 

  1) 신고를 위한 진단 기준

※ 선천성 풍진: 선천성 백내장·녹내장, 선천성 심장기형(동맥관 개존증, 말초 폐동맥 협착 등), 

    선천성 청력손실, 풍진 망막병즌, 자반증, 비장비대, 황달, 소두증, 정신지체, 뇌수막염, 

    뇌염 등을 보임

※ 출생 후 풍진: 비교적 가벼운 임상경과를 거치는 질환으로서 불현성 감염도 흔하며, 특징적으로 

    귀 뒤, 목 뒤 후두부의 림프절이 통증을 동반하며 종대됨

※ 풍진 발진: 얼굴에서 시작하여 신체의 하부로 퍼지는 홍반성 구진으로 서로 융합되지 않으며

    색소침착도 없음. 첫날에는 홍역의 발진과 비슷하며, 둘째날에는 성홍열의 발진과

    비슷하고, 셋째날에는 사라지는 경우가 많음

<표9> 풍진 신고를 위한 진단 기준

신고범위 ○확진환자 및 의사환자(선천성 풍진증후군 포함)

신고시기 ○ 지체없이

신고를 위한
진단 기준

확진환자

○ 선천성 풍진: 선청성 풍진에 합당한 임상적 특징을 나타내면서, 다음 검사방법 등에
 의해 해당 병원체 감염이 확인된 자
  - 검체(인후도찰물 등 호흡기 검체, 소변, 혈액, 뇌척수액 등)에서 바이러스 분리 
  또는 특이 유전자 검출
  - 특이 IgM 항체 검출
○ 출생 후 감염된 풍진: 풍진에 합당한 임상적 특징을 나타내면서, 다음 검사방법 등에
 의해 해당 병원체 감염이 확인된 자
   - 검체(인후도찰물 등 호흡기 검체, 소변, 혈액, 뇌척수액 등)에서 바이러스 분리 
  또는 특이유전자 검출
   - 특이 IgM 항체 검출
   - 회복기 혈청의 특이 IgG 항체가가 급성기에 비하여 4배 이상 증가

의사환자

○ 선천성 풍진: 임상적 특징 및 역학적 연관성을 감안하여 선천성 풍진임이 의심되나 
 검사방법에 의해 해당 병원체 감염이 확인되지 아니한 자
○ 출생 후 감염된 풍진: 임상적 특징 및 역학적 연관성을 감안하여 풍진임이 의심되나 
 검사방법에 의해 해당 병원체 감염이 확인되지 아니한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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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 발생 신고·보고

 ○ 의료기관: 환자 및 의사환자 진단 시 지체없이 신고

 ○ 보건소: 신고 된 모든 환자 및 의사환자에 대하여 즉시 감염병웹보고시스템

    (http://is.cdc.go.kr)을 통하여 발생 보고 

나. 개별 사례조사(전수)

 ○ 조사 시기

     - 보고된 모든 사례에 대해 지체없이 사례조사 실시

 ○ 시·도에서 역학조사서 작성·보고

       [부록 2-3] 풍진 환자 역학조사서 

      ※ 감염원 및 접촉자 조사 시 해당사항이 있는 경우 [부록 2-12] 풍진 감염원/접촉자 조사 대장 

   추가 작성

다. 유행 역학조사(유행시)

 ○ 유행조사 시기

      - 풍진 환자(의사환자 포함)가 2명 이상 역학적으로 연관된 경우(시간적, 공간적으로 밀집되어 

   발생한 경우)

 ○ 유행인지 즉시 시·도에서 역학조사서 작성 및 검체 채취·의뢰

 ○ 매주 풍진 환자 발생 현황 보고 실시(보건소>시·도>질병관리본부 예방접종관리과)

      [부록 2-18] 환자 발생 현황(보건소/시도용) 

       [부록 2-19] ○○학교(유치원 또는 어린이집) (의심)환자 명단 

 ○ 유행 종료 후 시·도에서 유행 역학조사 결과보고서 작성·보고

      - 유행 종료: 유행관련 최종 환자 발생 후 잠복기의 2주기에 해당되는 5주 기간까지 역학적으로

          관련된 추가환자 발생이 없는 경우 

       [부록 2-21] 유행 역학조사 결과보고서 

2. 환자 및 접촉자 관리
  

가. 환자관리

 ○ 발진 발생 후 7일까지 격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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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환자 관리는 표준 주의 지침, 공기감염 주의 지침 및 비말감염 주의 지침에 따름

       [부록 4] 표준 주의 지침 및 전파 방법에 따른 주의 지침 

나. 접촉자 관리

  1) 학교, 유치원, 영유아 보육시설 등에서 집단 발병 감시

 ○ 접촉자 및 보호자 대상 교육 및 홍보

      - 풍진에 대한 정보(질환 특징, 합병증, 예방접종 중요성 등) 제공

 ○ 의심 환자 발생 시 의사의 진료를 받도록 안내하고 관할 보건소로 보고    

       [부록 2-17] 환자 발생 현황(학교, 유치원, 어린이집용)

 

  2) 감수성자에 대한 처치

 ○ 노출 후 예방접종을 하거나 면역글로불린 투여는 예방효과 없음

 ○ 임신초기 여성 및 면역성이 없는 가임기 여성은 환자와의 접촉을 금함

 ○ 임신부가 환자와 접촉했을 경우 혈청학적 검사 실시, 결과에 따라 조치

3. 실험실 진단
  

가. 진단 

 ○ 환자 검체(인후도찰물 등 호흡기 검체, 소변, 혈액, 뇌척수액 등)에서 바이러스 분리 또는

  유전자 검출 

 ○ 혈청학적 진단

      -  특이 IgM 항체 검출 시

      - 회복기 혈청의 특이 IgG 항체가가 급성기에 비하여 4배 이상 증가 시

         ※ 특이 IgM 항체 검사로 판정이 어려울 때 IgG 항체가 검사 실시

나. 검체채취

 ○  시·군·구 보건소 또는 의료기관에서 시·도 보건환경연구원에 의뢰     

     ※ 시·도 보건환경연구원에서 진단이 불가능한 경우 질병관리본부 국립보건연구원 호흡기

   바이러스과로 의뢰 

     ※ 시·도 보건환경연구원의 진단 검사 결과 양성 혈청이나 양성주인 경우 항체 및 바이러스 특성 

   분석을 위해 질병관리본부 국립보건연구원 호흡기바이러스과로 송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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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검체 종류 및 채취 방법

 ○ 바이러스 분리 및 유전자 진단 검체

      -  인후도찰물 등 호흡기 검체: 바이러스 수송배지(VTM)를 이용하여 증상 발현 후 5일 이내에 채취

      -  소변: 무균용기를 이용하여 증상 발현 후 5일 이내에 10ml이상 채취 

 ○ 혈청학적 진단 검체

      - 특이 IgM 항체 검사: 발진 발생 후 5일이 경과한 후 1~2ml 채혈

      - IgG 항체가 비교 검사

   ● 급성기 혈청(1차 혈청): 발진 발생 후 5일이 경과한 후 채혈

   ● 회복기 혈청(2차 혈청): 1차 혈청 채혈 14~21일 이후에 채혈

  2)  보관 및 운송방법

 ○ 바이러스 분리 및 유전자 진단 검체

      - 인후 도찰물 등 호흡기 검체: 아이스박스 또는 전용 용기에 얼음 또는 냉매를 넣어 4℃를 

              유지하여 수송

       ※ 24시간 이내에 운송할 수 없는 경우 -70℃에 보관 및 운송해야 함. 운송 시 드라이아이스 

    사용

  - 소변: 아이스박스 또는 전용 용기에 얼음 또는 냉매를 넣어 4℃를 유지하여 수송

       ※ 24시간 이내에 운송할 수 없는 경우 원심분리하여 상층액은 버리고, 침전물만을 바이러스

    수송배지(VTM)에 풀어준 뒤 -70℃에 보관 및 운송해야 함. 운송 시 드라이아이스 사용

 ○ 혈청학적 진단 검체

     - 혈청: 4℃를 유지하여 보관 및 수송 

       ※ 얼음이나 냉매가 검체에 바로 닿아 얼지 않도록 주의하여야 하며, 해동과 동결을 반복

    하지 않도록 함



Ⅴ. 수  두

1. 환자감시

2. 환자 및 접촉자 관리

3. 실험실 진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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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환자감시
  

가. 신고
 

  1) 신고를 위한 진단 기준

  2) 발생 신고·보고

 ○ 의료기관: 환자 및 의사환자 진단 시 지체없이 신고

 ○ 보건소: 신고 된 모든 환자 및 의사환자에 대하여 즉시 감염병웹보고시스템

    (http://is.cdc.go.kr)을 통하여 발생 보고 

나. 개별 사례조사(필요시)

 ○ 사례조사 시기

      - 증상이 비전형적이거나 연구목적으로 필요한 경우

 ○ 시·군·구 보건소에서 역학조사서 작성·보고

       [부록 2-4] 수두(의사)환자 역학조사서 

      ※ 감염원 및 접촉자 조사 시 해당사항이 있는 경우 [부록 2-13] 수두 감염원/접촉자 조사 

   대장 추가 작성

<표10> 수두 신고를 위한 진단 기준

신고범위 ○ 확진환자 및 의사환자

신고시기 ○ 지체없이

신고를 위한
진단 기준

확진환자

○ 역학적 확진환자 : 수두에 합당하는 임상적 특징을 보이면서 다른 의사환자나 확진
 환자와 역학적으로 관련성이 있는 자
   ※ 역학적으로 서로 연관성이 있는 2명 이상의 의사환자는 실험실적 확진 없이 
  확진환자로 간주
○ 실험실 확진환자 : 수두에 합당하는 임상적 특징을 보이면서 다음의 검사방법 등에 
 의해 해당 병원체에 감염이 확인 된 자
   - 수두 특이 IgM 항체 검출
   - 회복기 혈청에서 급성기(발진 발생직후) 혈청에 비해 특이 IgG 항체가 4배 이상 
  상승
   - 검체(수포액, 혈액, 뇌척수액 등)에서 수두 바이러스 분리 또는 핵산 검출

의사환자
○ 수두에 합당한 임상적 특징을 보이나 실험실적 확진을 받지 않은 경우로 다른 환자나
 의사환자와 역학적으로 관련성이 없는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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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유행 역학조사(유행시)

 ○ 유행조사 시기

      -  의료기관의 환자나 의료인에서 유행

      -  입원하거나 중증 합병증(폐렴, 뇌염, 침습성 연쇄상구균 감염, 출혈성 합병증 등) 사례를 

   동반한 유행

      - 면역저하자나 임신부, 엄마가 면역력이 없는 신생아 사례를 동반한 유행

      - 학교, 유치원, 영유아 보육시설 등에서의 유행은 2주 이내 1개 학급에서 수두 (의사)환자가 

   해당 학급 전체 인원의 10%이상 발생한 경우로 함

 ○ 유행인지 즉시 시·군·구 보건소에서 역학조사서 작성 및 필요시 검체 채취·의뢰

 ○ 매주 수두 환자 발생 현황 보고 실시(보건소>시·도>질병관리본부 예방접종관리과)

      [부록 2-18] 환자 발생 현황(보건소/시도용) 

       [부록 2-19] ○○학교(유치원 또는 어린이집) (의심)환자 명단 

 ○ 유행 종료 후 시·도에서 유행 역학조사 결과보고서 작성·보고

      - 유행 종료: 유행관련 최종 환자 발생 후 잠복기의 2주기에 해당되는 4주 기간까지 역학적으로

         관련된 추가환자 발생이 없는 경우 

       [부록 2-21] 유행 역학조사 결과보고서 

2. 환자 및 접촉자 관리
  

가. 환자관리

 ○ 모든 피부 병변에 가피가 형성될 때까지 격리

      - 예방접종을 시행한 사람에게서 수두 발병 시 가피가 생기지 않을 수 있으므로 이 경우 24시간

   동안 새로운 피부병변이 생기지 않을 때까지 격리

 ○ 고위험군과 접촉하지 않도록 관리

      - 수두 고위험군 

   ● 수두 병력이 없거나 접종력이 없는 면역저하자(HIV 감염 포함)

   ● 면역력이 없는 임신부

   ● 분만 전 5일부터 분만 후 2일 내 수두에 걸린 임신부에서 태어난 신생아

   ● 면역력이 없는 모체에서 재태연령 28주 이상으로 태어나 입원 중인 미숙아

   ● 모체의 수두 면역력과 상관없이 재태연령 28주 미만, 출생체중 1,000g 이하의 입원 중인 

       미숙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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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환자 관리는 표준 주의 지침, 공기감염 주의 지침 및 접촉감염 주의 지침에 따름

       [부록 2-4-1] 수두 (의사)환자관리 점검표 작성·보관

       [부록 4] 표준 주의 지침 및 전파 방법에 따른 주의 지침 

나. 접촉자 관리 

  1) 학교, 유치원, 영유아 보육시설 등에서 집단 발병 감시

 ○ 접촉자 및 보호자 대상 교육 및 홍보

      - 수두에 대한 정보(질환 특징, 합병증, 예방접종 중요성, 개인위생 등) 제공

        [부록 3-3] 수두 유행에 대한 가정통신문(예)

 ○ 의심 환자 발생 시 의사의 진료를 받도록 안내하고 관할 보건소로 보고

        [부록 2-17] 환자 발생 현황(학교, 유치원, 어린이집용)

  2) 감수성자에 대한 처치

 ○ 수두 접종력이 없고, 과거에 수두를 앓은 적이 없는 경우 수두(의심)환자 접촉 후 72시간 이내

  예방접종 권장 

      ※ 수두에 노출 시 3일(72시간) 이내 수두 예방접종으로 90%이상 발병을 예방할 수 있으며, 

   발병 시 증상 완화 효과가 있음

 ○ 수두에 노출 후 96시간 이내 면역글로불린 사용 시 예방효과가 있고 이환되더라도 증상이 

  경미함

      - 면역글로불린 투여 대상

   ● 감수성이 있는 임신한 여성이 바이러스에 노출된 경우

   ● 분만 전 5일부터 분만 후 2일 이내 수두가 발병한 임신부에게서 태어난 신생아

   ● 재태 기간 28주 이상인 미숙아가 수두에 노출된 경우

   ● 면역저하자(면역결핍증환자, 암질환자, 면역억제제투여자 등)인 경우

3. 실험실 진단
  

가. 진단
 ○ 환자 검체(인후도찰물 등 호흡기검체, 소변, 혈액 등)에서 바이러스 분리 또는 유전자 검출 

 ○ 혈청학적 진단 

      - 특이 IgM 항체 검출 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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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회복기 혈청의 특이 IgG 항체가가 급성기에 비하여 4배 이상 증가 시

        ※ 특이 IgM 항체 검사로 판정이 어려울 때 IgG 항체가 비교 검사 실시

나. 검체채취

  1) 검체 종류 및 채취 방법

 ○ 바이러스 분리 및 유전자 진단 검체

      -  가피가 생긴 병변: 바이러스 수송배지(VTM)를 이용하여 채취

      -  피부 세포 혹은 소낭병변의 수포액: 가피 형성 이전의 수포액 채취 

      -  비인두도찰물 등

 ○ 혈청학적 진단 검체

      -  특이 IgM 항체 검사: 발진 발생 시점에서 2~6일부터 30일 내 적어도 1ml 이상 채혈

      -  IgG 항체가 비교 검사

   ● 급성기 혈청(1차 혈청): 발진 발생 시점에서 2~6일부터 30일 내 채혈

   ● 회복기 혈청(2차 혈청): 1차 채혈일로부터 2~3주 이내에 채혈

  2) 보관 및 운송방법

 ○ 바이러스 분리 및 유전자 검출 검체

      - 아이스박스 또는 전용 용기에 얼음 또는 냉매를 넣어 4℃를 유지하여 수송

       ※ 검체를 신속히(4시간 이내) 운송할 수 없는 경우 -70℃에 보관해야 함

 ○ 혈청학적 진단 검체

      - 혈청: 4℃를 유지하여 보관 및 수송 

        ※ 얼음이나 냉매가 검체에 바로 닿아 얼지 않도록 주의하여야 하며, 해동과 동결을 반복

    하지 않도록 함

 ○ 시·군·구 보건소 또는 의료기관에서 질병관리본부 국립보건연구원 간염·폴리오바이러스과로의뢰 



Ⅵ. 일본뇌염

1. 환자감시

2. 환자 및 접촉자 관리

3. 실험실 진단





41예방접종 대상 감염병 사업관리 지침

일
본
뇌
염

Ⅵ

1. 환자감시
  

가. 신고
 

  1) 신고를 위한 진단 기준

  2) 발생 신고·보고

 ○ 의료기관: 환자 및 의사환자 진단 시 지체없이 신고

 ○ 보건소: 신고 된 모든 환자 및 의사환자에 대하여 즉시 감염병웹보고시스템

    (http://is.cdc.go.kr)을 통하여 발생 보고 

나. 개별 사례조사(전수)

 ○ 사례조사 시기

      - 보고된 모든 사례에 대해 지체없이 사례조사 실시

 ○ 시·도에서 역학조사서 작성 및 검체 채취·의뢰

       [부록 2-5] 일본뇌염(의사)환자 역학조사서 

<표11> 일본뇌염 신고를 위한 진단 기준

신고범위 ○ 확진환자 및 의사환자

신고시기 ○ 지체없이

신고를 위한
진단 기준

확진환자

○ 일본뇌염에 합당한 임상적 특징을 나타내면서, 다음 검사방법 등에 의해 해당
 병원체 감염이 확인된 자
   - 검체(혈청 및 뇌척수액)에서 특이 IgM 항체 검출
   - 회복기 혈청의 항체가가 급성기에 비하여 4배 이상 증가 
   - 검체(뇌조직, 뇌척수액 등)에서 바이러스 분리
   - 검체(뇌조직, 뇌척수액 등)에서 항원 또는 유전자 검출

의사환자
○ 임상적 특징 및 역학적 연관성을 감안하여 일본뇌염임이 의심되나 검사방법에 
 의해 해당 병원체 감염이 확인되지 아니한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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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환자 및 접촉자 관리
  

가. 환자관리

 ○ 격리 필요 없음

 ○ 특이적인 치료법은 없고 호흡장애, 순환장애, 세균감염 등에 대한 보존적 치료 필요

나. 접촉자 관리 

 ○ 사람 간 전파가 없으므로 접촉자 관리 또한 필요 없음

3. 실험실 진단
  

가. 진단

 ○ 환자의 검체(뇌조직, 뇌척수액, 혈청 등)에서 바이러스 분리

 ○ 환자의 검체(뇌조직, 뇌척수액, 혈청 등)에서 항원 또는 유전자 검출

 ○ 혈청학적 진단

     - 혈청 및 뇌척수액에서 특이 IgM 항체 검출 

      - 회복기 혈청의 전체 항체가 (IgM+IgG)가 급성기에 비하여 4배 이상 증가 시

나. 검체채취

  1) 검체 종류 및 채취 방법

 ○ 바이러스 분리 및 유전자 진단 검체

      - 뇌척수액: 발병 후 3일 이내 1~2ml 채취  

      - 혈청:  발병 후 3일 이내 1~2ml 채취 

      - 뇌조직: 멸균용기에 보존

 ○ 혈청학적 진단 검체

      - 특이 IgM 항체 검사: 발병 후 가능한 빨리 채취 (1~2ml 혈청)

 ○ 시·군·구 보건소 또는 의료기관에서 질병관리본부 국립보건연구원 신경계바이러스과에 의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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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항체가 비교 검사 

   ● 급성기: 발병 후 가능한 빨리 채취 

   ● 회복기: 급성기 채혈 후 2주 정도의 간격을 두고 채혈 

             (부득이한 경우라도 1주일 간격은 두어야 함)

  2) 보관 및 운송방법

 ○ 바이러스 분리 및 유전자 진단 검체

      -  혈청, 뇌척수액: 드라이아이스 등을 충전하여 -20℃ 이하를 유지하여 운송하는 것이 좋으나, 

     아이스박스 또는 전용 용기에 얼음 또는 냉매를 넣어 수송할 경우  4℃를 

     유지하여 24시간 내에 수송

      - 뇌조직: 멸균용기에 보존하여 냉동상태로 운송

 ○ 혈청학적 진단 검체 

      - 혈청: 4℃를 유지하여 수송

       ※ 얼음이나 냉매가 검체에 바로 닿아 얼지 않도록 주의하여야 하며, 해동과 동결을 반복

    하지 않도록 함





Ⅶ. 디프테리아

1. 환자감시

2. 환자 및 접촉자 관리

3. 실험실 진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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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환자감시
  

가. 신고
 

  1) 신고를 위한 진단 기준

  2) 발생 신고·보고

 ○ 의료기관: 환자 및 의사환자 진단 시 지체없이 신고

 ○ 보건소: 신고 된 모든 환자 및 의사환자에 대하여 즉시 감염병웹보고시스템

     (http://is.cdc.go.kr)을 통하여 발생 보고 

나. 개별 사례조사(전수)

 ○ 사례조사 시기

      - 보고된 모든 사례에 대해 지체없이 사례조사 실시

 ○ 질병관리본부 예방접종관리과에서 역학조사서 작성·보고

      [부록 2-6] 디프테리아(의사)환자 역학조사서 

  ※ 감염원 및 접촉자 조사 시 해당사항이 있는 경우 

  [부록 2-14] 디프테리아 감염원/접촉자 조사 대장 추가 작성

다. 유행 역학조사(유행시)

 ○ 유행조사 시기

      - 디프테리아 환자(의사환자 포함)가 2명 이상 역학적으로 연관된 경우(시간적, 공간적으로  

   밀집되어 발생한 경우)

<표12> 디프테리아 신고를 위한 진단 기준

신고범위 ○ 확진환자 및 의사환자

신고시기 ○ 지체없이

신고를 위한
진단 기준

확진환자
○ 디프테리아에 합당한 임상적 특징을 나타내면서, 다음 검사방법 등에 의해 해당 
 병원체 감염이 확인된 자  
   - 검체(인후도말 등)에서 균 분리동정

의사환자
○ 임상적 특징 및 역학적 연관성을 감안하여 디프테리아임이 의심되나 검사방법에 
 의해 해당 병원체 감염이 확인되지 아니한 자



질병관리본부 48

 ○ 유행인지 즉시 시·도 및 질병관리본부 예방접종관리과에서 역학조사서 작성 및 검체 채취·의뢰

      - 모든 (의사)환자에 대하여 검체 채취 

 ○ 매일 디프테리아 환자 발생 현황 보고 실시(시·도>질병관리본부 예방접종관리과)

       [부록 2-18] 환자 발생 현황(보건소/시도용) 

       [부록 2-19] ○○학교(유치원 또는 어린이집) (의심)환자 명단 

 ○ 유행 종료 후 질병관리본부 예방접종관리과에서 유행 역학조사 결과보고서 작성·보고

      - 유행 종료: 질병관리본부 예방접종관리과에서 지정하는 날까지로 함

       [부록 2-21] 유행 역학조사 결과보고서 

2. 환자 및 접촉자 관리
  

가. 환자관리

 ○ 항생제 치료 후 24시간 이상 경과한 다음, 24시간 이상의 간격으로 채취한 비강 및 인두부위

  (피부 디프테리아 환자의 경우 피부도 필요)의 검체에서 모두 균이 음성일 때 또는 14일간의 

  항생제 치료가 끝날 때까지 격리

 ○ 환자 관리는 표준 주의 지침, 비말감염 및 접촉감염 주의 지침에 따름

       [부록 4] 표준 주의 지침 및 전파 방법에 따른 주의 지침 

나. 접촉자 관리

  1) 학교, 유치원, 영유아 보육시설 등에서 집단 발병 감시

 ○ 접촉자 및 보호자 대상 교육 및 홍보

 ○ 의심 환자 발생 시 의사의 진료를 받도록 안내하고 관할 보건소로 보고    

      [부록 2-17] 환자 발생 현황(학교, 유치원, 어린이집용)

  2) 환자의 침(분비물)과 접촉한 가능성이 있는 모든 접촉자에서 비강/인후 도찰 검사 시행

  3) 예방접종력과 관계없이 모든 접촉자에게 예방적 항생제 치료 (에리스로마이신 경구제재 또는 

 페니실린 G 근육주사, 14일간) 및 접촉 후 7일간 감시

  4) 항생제 치료 후 24시간 이상 경과한 다음, 24시간 이상의 간격으로 채취한 비강 및 인두부위(피부

 디프테리아 환자의 경우 피부도 필요)의 검체에서 모두 균이 음성일 때 또는 14일간의 항생제 

 치료가 끝날 때 격리 해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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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 감수성자에 대한 처치

 ○ 접종력이 없거나 불완전한 근접 접촉자에게 연령에 알맞은 디프테리아 포함 백신(DTaP, 

  Tdap, Td) 접종

      - 접종시기

       : 생후 2, 4, 6개월에 DTaP 기초접종을 하고, 생후 15~18개월, 만 4~6세에 추가접종하며, 

    Tdap 혹은 Td 백신으로 만 11~12세에 추가 접종

      - 접종이 지연된 경우

   ●  만7세 미만: 최소접종 간격을 지키면서 최대한 빠른 시일 내 DTaP로 접종

   ● 만7세 이후: DTaP 접종을 한 번도 받지 않은 경우 Td로 3회 접종 실시, 이 때 접종 간격은 

    1차 접종 후 4~8주 간격으로 2차 접종, 2차 접종 후 6~12개월 이후에 3차 접종

<표14> 예방접종 지연시 Td 최소접종 간격(만7세 이후)

 ※ Tdap 접종력이 없는 만11세 이상은 Tdap으로 1회 추가 접종을 받을 수 있음(Tdap 최소접종 연령 

 만11세), 이때 마지막 DTaP 또는 Td와의 최소접종간격은 5년임

  - 성인 연령

   ● 40세 이상 성인 중 DTaP 접종력이 없는 경우

          : Td로 3회 접종을 하고, 이 때 접종 간격은 1차 접종 후 4~8주 간격으로 2차 접종, 

      2차 접종 후 6~12개월 이후에 3차 접종(3회 중 한번은 Tdap으로 접종 권장, 가능하면

      1회 때 접종)

   ● DTaP 또는 Td 접종력이 확인되었으나 10년 이상 경과한 경우

          : Td로 1회 추가접종(Tdap으로 접종 가능)

<표13> 예방접종 지연시 DTaP 최소접종 간격(만7세 미만)

최소접종 간격

1차와 2차 2차와 3 차 3차와 4차 비    고

4주 4주 6개월
4차 접종(생후 15~18개월에 실시)이 만 4세 이후에 

실시된 경우 5차 접종(만 4~6세에 실시) 생략

최소접종 간격

1차와 2차 2차와 3 차 비    고

4주 6개월 11-12세의 경우 1회는 Tdap으로 접종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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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실험실 진단
  

 가. 진단

 ○ 발열과 함께 코, 인두, 편도, 후두 등 상기도 침범부위에 특징적인 염증과 위막을 형성하는 

  임상 양상

 ○ 인후도찰물에서 Corynebacterium diphtheriae 균 분리동정

 나. 검체채취

 

  1) 검체 종류 및 채취 방법

 ○ 균 분리 및 동정 검체

      - 위막, 병소부위: 항생제와 항독소 투여 전에 위막과 병소부위에서 궤양부위를 면봉으로 

     돌리면서 문질러 채취

       ※ 위막이 있는 경우 위막을 들어서 검체를 채취하며, 채취 즉시 배지에 접종

       ※ 염색 후 직접 관찰하는 것은 오류의 가능성이 있어 배양 후 판단하는 것이 좋음

       ※ 세균이 동정되면 반드시 독소생성검사 실시(동물시험, 시험관내 시험 또는 독소 유전자에 

    대한 중합효소연쇄반응법)

  2) 보관 및 운송방법

 ○ 균 분리 및 동정 검체

      - 채취한 검체를 Loeffler’s 혈청 또는 Pai 배지 시험관에 넣어서 4℃를 유지하여 수송

       ※ 배지가 없을 때 채취된 검체를 시험관에 밀봉하여 최단 시간 내에 검사실로 4℃를 유지 

    수송

 ○ 시·군·구 보건소 또는 의료기관에서 질병관리본부 국립보건연구원 결핵호흡기세균과로 의뢰



Ⅷ. 파상풍

1. 환자감시

2. 환자 및 접촉자 관리

3. 실험실 진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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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환자감시
  

가. 신고
 

  1) 신고를 위한 진단 기준

  2) 발생 신고·보고

 ○ 의료기관: 환자 진단 시 지체없이 신고

 ○ 보건소: 신고 된 모든 환자 및 의사환자에 대하여 즉시 감염병웹보고시스템

     (http://is.cdc.go.kr)을 통하여 발생 보고 

나. 개별 사례조사(전수)

 ○ 조사 시기

      - 보고된 모든 사례에 대해 지체없이 사례조사 실시

 ○ 시·도에서 역학조사서 작성·보고

       [부록 2-7] 파상풍 환자 역학조사서 

2. 환자 및 접촉자 관리
  

가. 환자관리

 ○ 격리 필요 없음

 ○ 상처 치료 시 파상풍 예방: 예방접종 완료여부와 상처의 오염정도에 따라 결정

     - 과거 파상풍 예방접종을 3회 이상 시행한 경우

   ● 작고 깨끗한 상처: 마지막 접종 후 10년이 지난 경우에만 Td 1회 접종

   ● 오염되었거나 큰 상처: 5년 이내에 접종력이 없으면 Td 1회 접종

<표15> 파상풍 신고를 위한 진단 기준

신고범위 ○ 환자

신고시기 ○ 지체없이

신고를 위한
진단 기준

환자 ○ 파상풍에 합당한 임상적 특징을 보이는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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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예방접종 여부를 모르거나 3회 미만인 경우: 다친 후 즉시 Td 1회 추가 접종 후 상처에 따라 

             파상풍 면역글로불린 투여

   ● 작고 깨끗한 상처: 파상풍 면역글로불린 투여 필요 없음

   ● 오염되었거나 큰 상처: 파상풍 면역글로불린 250IU 투여

나. 접촉자 관리

 ○ 접촉자 관리 또한 필요 없음

 ○ 접종력이 없거나 불완전한 경우 연령에 알맞은 파상풍 포함 백신(DTaP, Tdap, Td) 접종

     - 접종시기: 생후 2, 4, 6개월에 DTaP 기초접종을 하고, 생후 15~18개월, 만 4~6세에 추가

     접종하며, Tdap 혹은 Td 백신 으로 만 11~12세에 추가 접종

     - 접종이 지연된 경우

   ● 만7세 미만: 최소접종 간격을 지키면서 최대한 빠른 시일 내 DTaP로 접종

   ● 만7세 이후: DTaP 접종을 한 번도 받지 않은 경우 Td로 3회 접종 실시, 이 때 접종 간격은 

     1차 접종 후 4~8주 간격으로 2차 접종, 2차 접종 후 6~12개월 이후에 3차 접종

<표17> 예방접종 지연시 Td 최소접종 간격(만7세 이후)

 ※ Tdap 접종력이 없는 만11세 이상은 Tdap으로 1회 추가 접종을 받을 수 있음(Tdap 최소접종 연령 

 만11세), 이때 마지막 DTaP 또는 Td와의 최소접종간격은 5년임

  - 성인 연령

   ● 40세 이상 성인 중 DTaP 접종력이 없는 경우

          : Td로 3회 접종을 하고, 이 때 접종 간격은 1차 접종 후 4~8주 간격으로 2차 접종, 

      2차 접종 후 6~12개월 이후에 3차 접종(3회 중 한번은 Tdap으로 접종 권장, 가능하면

      1회 때 접종)

   ● DTaP 또는 Td 접종력이 확인되었으나 10년 이상 경과한 경우

          : Td로 1회 추가접종(Tdap으로 접종 가능)

<표16> 예방접종 지연시 DTaP 최소접종 간격(만7세 미만)

최소접종 간격

1차와 2차 2차와 3 차 3차와 4차 비    고

4주 4주 6개월
4차 접종(생후 15~18개월에 실시)이 만 4세 이후에

실시된 경우 5차 접종(만 4~6세에 실시) 생략

최소접종 간격

1차와 2차 2차와 3 차 비    고

4주 6개월 11~12세의 경우 1회는 Tdap으로 접종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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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실험실 진단

가. 실험실 진단 

 ○ 상처부위에서 파상풍균이 분리될 확률은 30%이하이므로 통상 실험실 진단은 실시하지 않음

        ※ 균을 분리하여 분리균의 테타노스파스민 독소 생성능력을 확인하고자 할 때는 분리균을 

   질병관리본부 국립보건연구원 병원체방어연구과에 의뢰할 수 있음

나. 임상적 진단

 ○ 전신 파상풍(가장 흔한 형태)

      - 입 주위 근육의 수축으로 인한 개구불능(trismus)이 가장 먼저 나타나고 경직에 따른 통증 

   동반 

      - 복부강직, 후궁반장(opisthotonus) 및 호흡근육 경직에 의한 호흡곤란 등이 나타남

 ○ 국소 파상풍

      - 아포가 접종된 부위의 국소 긴장을 유발하여, 일반적으로 증상이 경하며 자발적으로 소실

   되기도 하나 전신 파상풍의 전구증상으로도 나타나기도 함

 ○ 두부형 파상풍(cephalic tetanus)

      - 매우 드물며, 중추신경이 지배하는 근육(안면신경, 외안근 등)의 마비가 나타남

 ○ 신생아 파상풍

      - 출생 시 소독하지 않은 기구로 탯줄을 자르는 등 비위생적인 탯줄관리로 인해 발생

      - 생후 3~14일부터 증상이 발현되고, 초기에는 무력감만 보이나 이후 다양한 정도의 경련증상

   발생





Ⅸ. 백일해

1. 환자감시

2. 환자 및 접촉자 관리

3. 실험실 진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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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환자감시
  

가. 신고
 

  1) 신고를 위한 진단 기준

  2) 발생 신고·보고

 ○ 의료기관: 환자 및 의사환자 진단 시 지체없이 신고

 ○ 보건소: 신고 된 모든 환자 및 의사환자에 대하여 즉시 감염병웹보고시스템

     (http://is.cdc.go.kr)을 통하여 발생 보고 

나. 개별 사례조사(전수)

 ○ 사례조사 시기

      - 보고된 모든 사례에 대해 지체없이 사례조사 실시

 ○ 시·도에서 역학조사서 작성 및 검체 채취·의뢰

      - 접촉자(특히 가족)가 있는 경우 반드시 백일해(의사)환자 접촉자 및 감염원 역학조사서 작성

   및 검체 채취·의뢰

       [부록 2-8]  백일해(의사)환자 역학조사서 

       [부록 2-15] 백일해(의사)환자 접촉자 및 감염원 역학조사서 

<표18> 백일해 신고를 위한 진단 기준

신고범위 ○ 확진환자 및 의사환자

신고시기 ○ 지체없이

신고를 위한
진단 기준

확진환자

○ 백일해에 합당한 임상적 특징을 나타내면서, 다음 검사방법 등에 의해 해당 병원체
 감염이 확인된 자
   - 검체(비인두 흡인액 등)에서 균 분리 동정
   - 검체(비인두 흡인액 등)에서 백일해 PCR 양성 

의사환자
○ 임상적 특징 및 역학적 연관성을 감안하여 백일해임이 의심되나 검사방법에 의해 
 해당 병원체 감염이 확인되지 아니한 자



질병관리본부 60

다. 유행 역학조사(유행시)

 ○ 역학조사 시기

      - 백일해 환자(의사환자 포함)가 2명 이상 역학적으로 연관된 경우(시간적, 공간적으로 밀집

   되어 발생한 경우)

 ○ 유행인지 즉시 시·도에서 역학조사서 작성 및 검체 채취·의뢰

 ○ 매주 환자 발생 현황 보고 실시

       [부록 2-18] 환자 발생 현황(보건소/시도용) 

       [부록 2-19] ○○학교(유치원 또는 어린이집) (의심)환자 명단 

 ○ 유행 종료 후 시·도에서 유행 역학조사 결과보고서 작성·보고

      - 유행 종료: 유행관련 최종 환자 발생 후 잠복기의 2주기에 해당되는 6주 기간까지 역학적으로

         관련된 추가환자 발생이 없는 경우 

       [부록 2-21] 유행 역학조사 결과보고서

2. 환자 및 접촉자 관리
  

가. 환자관리

 ○ 항생제 치료 중인 경우 치료 5일 후 까지 격리

 ○ 치료를 받지 않은 경우 기침이 멈출 때까지 최소한 3주 이상 격리

 ○ 환자 관리는 표준 주의 지침 및 비말감염 주의 지침에 따름

      [부록 4] 표준 주의 지침 및 전파 방법에 따른 주의 지침 

나. 접촉자 관리

  1) 학교, 유치원, 영유아 보육시설 등에서 집단 발병 감시

 ○ 접촉자 및 보호자 대상 교육 및 홍보

 ○ 의심 환자 발생 시 의사의 진료를 받도록 안내하고 관할 보건소로 보고    

       [부록 2-17] 환자 발생 현황(학교, 유치원, 어린이집용)

  2) 감수성자에 대한 처치

 ○ 접촉자(특히 가족)와 환자와 접촉이 불가피한 경우 연령, 예방접종력, 증상 발현 유무와 관계

  없이 erythromycin(40~50mg/kg/일, 4회/일)을 14일간 복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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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총 4회의 접종을 마치지 않았거나, 최근 3년 이내에 접종을 받지 않는 7세 미만의 아동은 환자와

  접촉 후 상기 조치 후 가능하면 빨리 예방접종 시행하고, 항생제 복용기간 중 초기 5일간의

  투여가 끝날 때까지는 대중 집합장소에 가지 못하게 함

 ○ 접종력이 없거나 불완전한 접촉자에게 연령에 알맞은 백일해 포함 백신(DTaP, Tdap) 접종

      - 접종시기: 생후 2, 4, 6개월에 DTaP 기초접종을 하고, 생후 15~18개월, 만 4~6세에 추가접종

     하며, Tdap 혹은 Td 백신으로 만 11~12세에 추가 접종

      - 접종이 지연된 경우

   ● 만7세 미만: 최소접종 간격을 지키면서 최대한 빠른 시일 내 DTaP로 접종

 ※ Tdap 접종력이 없는 만11세 이상은 Tdap으로 1회 추가 접종을 받을 수 있음(Tdap 최소접종 연령 

 만11세), 이때 마지막 DTaP 또는 Td와의 최소접종간격은 5년임

 ※ 백일해 유행 시 Tdap 접종 간격: 청소년에게 마지막 DTaP와 Tdap, 마지막 Td와 Tdap간의 최소

     접종간격을 2년으로 허용할 수 있으며, 영아의 기초접종은 최소

     접종 연령 6주 및 최소접종 간격을 4주를 허용할 수 있음

      - 성인 연령

   ● 40세 이상 성인 중 DTaP 접종력이 없는 경우

         : Td로 3회 접종을 하고, 이 때 접종 간격은 1차 접종 후 4~8주 간격으로 2차 접종, 2차 접종

    후 6~12개월 이후에 3차 접종(3회 중 한번은 Tdap으로 접종 권장, 가능하면 1회 때 접종)

   ● DTaP 또는 Td 접종력이 확인되었으나 10년 이상 경과한 경우

         : Td로 1회 추가접종(Tdap으로 접종 가능)

   ● 만7세 이후: DTaP 접종을 한 번도 받지 않은 경우 Td로 3회 접종 실시, 이 때 접종 간격은 

     1차 접종 후 4~8주 간격으로 2차 접종, 2차 접종 후 6~12개월 이후에 3차 접종

<표20> 예방접종 지연시 Td 최소접종 간격(만7세 이후)

<표19> 예방접종 지연시 DTaP 최소접종 간격(만7세 미만)

최소접종 간격

1차와 2차 2차와 3 차 3차와 4차 4차 접종(생후 15~18개월에 실시)이 만 4세 이후에
실시된 경우 5차 접종(만 4~6세에 실시) 생략4주 4주 6개월

최소접종 간격

1차와 2차 2차와 3 차 비    고

4주 6개월 11~12세의 경우 1회는 Tdap으로 접종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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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실험실 진단
  

가. 진단

 ○ 환자의 검체(비인두 흡인액 등)를 배양하여 B. pertussis 균을 분리

 ○ 환자의 검체(비인두 흡인액 등)에서 백일해 PCR 양성

나. 검체채취

1) 검체 종류 및 채취 방법

 ○ 균 분리 및 유전자 진단 검체 

      - 비인두 흡인액: 가능한 한 질병초기(기침 시작 후 3주 이내)에 시험관에 채취

      -  비인두 흡인액 채취가 제한되는 경우: polyester, rayon, nylon-flocked swab을 사용하여 

                콧속 깊숙이 비인두로 부터 분비물 채취

      - 코를 통한 검체채취가 불가능할 경우: 구강 내 throat swab이 가능하지만 분리율이 감소되므로

     권장하지는 않음

       ※ 검체 채취시 일반면봉이나 calcium alginate swab은 PCR반응을 저해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기 때문에 사용하지 말아야 함

  2) 보관 및 운송방법

 ○ 균 분리 및 유전자 진단 검체 

      - 저온에서는 균 분리율이 감소하므로 상온에서 가능한 빨리 검사실로 보내야 함

       ※ PCR 검사만 의뢰 시 냉장(4℃) 및 냉동 상태로 수송이 가능함

 ○ 시·군·구 보건소 또는 의료기관에서 시·도 보건환경연구원으로 의뢰  

     ※ 시·도 보건환경연구원에서 진단이 불가능한 경우 질병관리본부 국립보건연구원 결핵호흡기

   세균과로 의뢰 

     ※ 양성검체의 분리주는 특성분석연구를 위하여 질병관리본부 국립보건연구원 결핵호흡기세균과로

   즉시 송부



Ⅹ. 폴리오

1. 환자감시

2. 환자 및 접촉자 관리

3. 실험실 진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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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환자감시
  

가. 신고
 

  1) 신고를 위한 진단 기준

  2) 발생 신고·보고

 ○ 의료기관: 환자 및 의사환자 진단 시 지체없이 신고

 ○ 보건소: 신고 된 모든 환자 및 의사환자에 대하여 즉시 감염병웹보고시스템

       (http://is.cdc.go.kr)을 통하여 발생 보고 

나. 개별 사례조사(전수)

 ○ 사례조사 시기

      - 보고된 모든 사례에 대해 지체없이 사례조사 실시

 ○ 시·도 및 질병관리본부 예방접종관리과에서 역학조사서 작성·보고

       [부록2-9] 폴리오(의사)환자 역학조사서

      ※ 감염원 및 접촉자 조사 시 해당사항이 있는 경우 [부록2-16] 폴리오 감염원/접촉자 조사 

   대장 추가 작성

<표21> 폴리오 신고를 위한 진단 기준

신고범위 ○ 확진환자 및 의사환자

신고시기 ○ 지체없이

신고를 위한
진단 기준

확진환자
○ 폴리오에 합당한 임상적 특징을 나타내면서, 다음 검사방법 등에 의해 해당 병원체
 감염이 확인된 자  
   - 검체(대변, 뇌척수액, 인후도말 등)에서 바이러스 분리배양

의사환자
○ 임상적 특징 및 역학적 연관성을 감안하여 폴리오임이 의심되나 검사방법에 의해 
 해당 병원체 감염이 확인되지 아니한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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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유행 역학조사(유행시)

 ○ 유행조사 시기

      - 폴리오 환자(의사환자 포함)가 2명 이상 역학적으로 연관된 경우(시간적, 공간적으로 밀집

   되어 발생한 경우)

 ○ 유행인지 즉시 시·도 및 질병관리본부 예방접종관리과에서 역학조사서 작성 및 검체

  채취·의뢰

      - 모든 (의사)환자에 대하여 검체 채취 

 ○ 매일 폴리오 환자 발생 현황 보고 실시(시·도>질병관리본부 예방접종관리과)

       [부록2-18] 환자 발생 현황(보건소/시·도용) 

       [부록2-19] ○○학교(유치원 또는 어린이집) (의심)환자 명단 

 ○ 유행 종료 후 질병관리본부 예방접종관리과에서 유행 역학조사 결과보고서 작성·보고

      - 유행 종료: 마지막 환자 발생 후 6개월 지난 시점

       [부록2-21] 유행 역학조사 결과보고서 

2. 환자 및 접촉자 관리
  

 가. 환자관리

 ○ 입원 후 매주 채취한 대변 검체에서 바이러스 분리·배양검사 결과가 2회 연속 음성일 때까지 

  격리

 ○ 환자관리는 표준 주의 지침 및 접촉감염 주의 지침에 따름

       [부록4] 표준 주의 지침 및 전파 방법에 따른 주의 지침

 나. 접촉자 관리

  1) 가족 내 접촉자

 ○ 환자와 처음 접촉 후 3일이 지난 시점에서 24~48시간 간격을 두고 채취한 대변 검체에서 

  바이러스 분리·배양 검사가 2회 음성일 때까지 가택 격리

  2) 의료기관 종사자 

 ○ 폴리오 감염 환자관리 시 특히 접촉감염 주의 지침을 엄수하고 제한된 인원만이 환자와 직접 

  접촉이 허용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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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환자와 근접 접촉하는 의료기관 종사자가 예방접종력이 없거나 접종력이 불완전한 경우 환자와

  처음 접촉 후 3일이 지난 시점에서 24~48시간 간격을 두고 대변 검체 채취

  3) 근접 접촉자 이외의 접촉자

 ○ 학교, 유치원, 영유아 보육시설 등에서 집단 발병 감시

 ○ 접촉자 및 보호자 대상 교육 및 홍보

 ○ 의심 환자 발생 시 의사의 진료를 받도록 안내하고 관할 보건소로 즉시 보고    

       [부록2-17] 환자 발생 현황(학교, 유치원, 어린이집용)

  4) 감수성자에 대한 처치

 ○ IPV 또는 OPV 예방접종력이 없거나 불완전한 경우, 예방접종 시행

3. 실험실 진단

  1) 검체 종류 및 채취 방법

 ○ 바이러스 분리·배양 검체

      -  대변(가장 좋음), 인후 도말, 뇌척수액(1-2mL) 등: 발병 2주 이내에 24~48시간 간격으로 2회채취

       ※ 배양된 바이러스는 유전학적 검사를 통해 야생주인지 백신주인지를 구별해야 함

       ※ 혈청학적 진단은 급성기와 회복기의 혈청에서 특이 항체가가 4배 이상 상승 시 임상

    증상과 함께 진단에 도움이 됨

  2) 보관 및 운송방법

 ○ 바이러스 분리·배양 검체

      - 4℃를 유지하고 보관 시는 -70’C가 좋으나 1주일 이내 운송하여 접종이 가능할 때는 

   -20’C에 보관 가능

 ○ 시·군·구 보건소 또는 의료기관에서 시·도 보건환경연구원에 의뢰     

     ※ 시·도 보건환경연구원에서 진단이 불가능한 경우 질병관리본부 국립보건연구원 간염폴리오

   바이러스과로 의뢰 

     ※ 시·도 보건환경연구원의 진단 검사 결과 양성 혈청이나 양성주인 경우 항체 및 바이러스 특성 

   분석을 위해 질병관리본부 국립보건연구원 간염폴리오바이러스과로 송부





. 부  록

1. 감염병 신고서식 

2. 제2군 감염병 역학조사 서식

3. 가정통신문(예)

4. 표준 주의 지침 및 전파방법에 따른 주의 지침 

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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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록1. 감염병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지 제1호 서식]

감염병 발생 신고(보고)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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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록2. 제2군 감염병 역학조사 서식

[2-1] 홍역(의사)환자 역학조사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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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자 관리1.

감염원 조사2.

접촉자 관리3.

[2-1-1] 홍역(의사)환자관리 점검항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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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 유행성이하선염(의사)환자 역학조사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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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 풍진(의사)환자 역학조사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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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 수두(의사)환자 역학조사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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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1] 수두(의사)환자관리 점검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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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 일본뇌염(의사)환자 역학조사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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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6] 디프테리아(의사)환자 역학조사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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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7] 파상풍(의사)환자 역학조사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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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8] 백일해(의사)환자 역학조사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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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9] 폴리오(의사)환자 역학조사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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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5] 백일해(의사)환자 접촉자 및 감염원 역학조사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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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7] 환자 발생 현황(학교, 유치원, 어린이집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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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9] OO학교(유치원 또는 어린이집) (의심)환자 명단(보건소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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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역 역학조사관 의견서

■ 홍역환자 성명 : 

■ 소속 시·도 :

■ 역학조사관 성명 : 

■ 연락처 :     

■ 작성날짜 :

1. 홍역 의사 또는 확진환자 사례에 합당한가?

  1) 홍역 의사환자 □
   ① 얼굴/귀뒤에서 시작하는 홍역이 의심되는 발진이 3일 이상 지속 □
   ② 38℃ 이상 발열 □
   ③ 기침, 콧물, 결막염 중 하나 이상 증상 □
  * 예방접종력이 있는 경우 전형적인 발진이 아니더라도 발진과 동시에 발열이 있으며 기침, 콧물, 

   결막염 중 한가지 이상의 증상이 발생한 경우 의사환자에 준하여 신고가 가능

  2) 홍역 확진환자 □
   ① IgM 양성 □        IgG 4배이상 증가 □        RT-PCR 양성 □        바이러스 분리 □
  * 혈액채취 8일~8주전 예방접종을 받은 경우 예방접종에 의해 홍역 특이 IgM 양성 소견이 나타날 수 

   있으므로 혈청학적 검사결과가 양성이더라도 홍역 의사환자에 합당한 임상적 특징을 보이면서 실험

   실적 확진 환자와 연관성이 있어야 확진환자로 신고가 가능

  3) 역학조사관 소견 : 

2. 환자의 검체 채취 및 검사결과는?

  1) 혈액채취 8일~8주전 예방접종을 받았는지? □

  2) 발진 발생 3일후 혈액채취가 이뤄졌는지? □

  3) 발진 발생 5일이내 인후도찰물 채취가 이뤄졌는지? □

  4) 역학조사관 소견 : 

[2-20] 홍역 역학조사관 의견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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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추정 감염원이 있는가?

  1) 발진 발생 2주이내에 홍역 의사환자에 준하는 증상자 접촉한 과거력 □
  2) 발진 발생 2주이내에 해외에 여행력 □ 또는 외국인과 접촉한 과거력 □
  3) 역학조사관 소견 : 

4. 환자의 경과는 어떠한가?

  1) 외래 □ 또는 입원 □ 통해 치료를 받았는지

  2) 뇌염, 폐렴 또는 경련 등 홍역의 합병증이 발생하였는지 □
  3) 역학조사관 소견 : 

5. 접촉자 중 추가 환자 발생이 있는가(환자발생후 3주후까지)?

  1) 단체생활을 하는 경우 유행차단 조치를 시행하였는지 □
  2) 발진발생 3주 이내 접촉한 감수성자에게 예방조치를 시행하였는지 □
  3) 발진발생 3주 이내 접촉자 중 홍역의사환자에 준하는 증상자가 있는지 □
  4) 역학조사관 소견 : 

6. 기 타

* 시군구 신고를 받는 즉시 역학조사를 실시하여 질병관리본부에 빠른 시일내 보고 바랍니다.

* 질병관리본부 예방접종관리과   Tel) 043-719-7358   Fax) 043-719-737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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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행 역학조사 결과보고서

1. 발생개요

 ○ 발생 개요 표 : 발생지역, 발생장소, 발생규모, 원인병원체, 최초 환자 발생일, 발생신고일시, 

   발생보고일시, 역학조사일시, 감염원 및 감염경로, 전염병관리조치, 조사

   디자인, 유행종결일자

 ○ 초록(abstract) : 시·도 및 중앙역학조사반 결과보고서에 한함

2. 서론

 ○ 유행인지 경위, 역학조사의 목적, 시·도(또는 중앙) 역학조사반 지도내용

3. 방법 

 ○ 역학조사반 구성 및 역할, 환례 정의, 조사디자인 선택 및 선택 이유, 통계프로그램

4. 결과

 ○ 기술역학 : 발병률, 주요 증상, 유행곡선, 잠복기, 실험실 검사 결과

 ○ 분석역학 : 통계분석결과(상대위험비, 오즈비 등)

 ○ 기타 유행의 감염원 및 감염경로를 파악하기 위한 조사 활동 기술

5. 결론

 ○ 역학적 연관성에 의해 원인병원체, 감염원, 감염경로 추정

 ○ 감염병 관리조치, 조사의 제한점 제시

 ○ 문헌 고찰(시·도 및 중앙역학조사반 결과보고서에 한함) : 원저, 종설, 사례연구 등의 타 

  연구결과를 3개 이상 검토하여 해당 유행 역학조사 결론 도출의 근거 또는 참고로 기술

6. 참고문헌

 ○ 참고문헌을 규정에 따라 기술

별첨. 설문지

 ○ 해당 역학조사에 사용한 사례조사서 첨부

[2-21] 유행 역학조사 결과보고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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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역 유행에 대한 가정통신문(예) 

 학부모님 안녕하십니까?

 최근 우리학교에서 홍역 유행이 발생하여 이에 관하여 알려드리니 홍역 예방 및 전파차단에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홍역이란?

 홍역은 전염성이 매우 높은 급성 유행성 감염병으로 처음에는 감기처럼 콧물, 기침 같은 증상과 결막염 등이

나타나다가 고열과 함께 온 몸에 발진을 나타내는 전염성이 매우 높은 바이러스 질환입니다. 홍역은 호흡기

분비물 등의 비말 또는 오염된 물건을 통하여 호흡기로 감염됩니다. 전형적인 형태 외에도 홍역의 특징적인

피부 발진이나 구강 점막의 특징적 반점이 나타나지 않는 비정형 홍역인 경우가 있을 수 있고 이러한 경우에도

홍역 바이러스가 전파되므로 발열 등이 초기 증상이 있을 때부터 전파 차단 조치가 필요합니다. 

 ▷ MMR 예방접종의 중요성

 MMR은 홍역/유행성이하선염/풍진을 예방할 수 있는 백신으로 우리나라는 MMR 예방접종을 생후 12~15

개월, 만4~6세에 2회 접종을 받도록 권장하고 있습니다. 

자녀가 홍역을 앓은 적이 없고, MMR 예방접종을 2회 모두 하지 않은 감수성자라면 홍역 환자에게 노출된 후

72시간 이내 MMR 예방접종을 받을 경우 홍역 발병을 예방할 수 있으므로 의사와 상의하여 MMR 예방접종을

받도록 합니다.

 ▷ 자녀가 홍역에 걸렸거나 의심될 경우

 1. 홍역에 걸렸거나 의심될 경우 의료기관이나 보건소에 내원하여 진료 및 검사를 받도록 합니다.

  ※ 진단검사는 혈액과 인후도찰물 등을 채취하여 홍역확진은 물론 원인 바이러스와 전파경로를 밝혀내어 

   홍역 전파를 신속히 차단 위해 필요합니다.

 2. 홍역을 진단받은 경우 담임선생님과 보건교사 선생님에게 자녀가 홍역에 걸렸음을 알립니다.

  3. MMR 예방접종력이 없고 홍역에 걸린 적이 없는 사람과 접촉하지 않도록 하고, 홍역 발진증상 발현 후 

  5일까지는 학교 등에서의 집단 발병을 예방하기 위해 등교를 하지 않고 자택 격리치료 또는 입원치료를

  받도록 합니다.

  4. 손 씻기를 자주하고 기침이나 재채기 할 때에는 반드시 휴지를 사용하거나 손수건이나 옷으로 가리고 

  하도록 합니다.

  5. 타액이나 호흡기 분비물 등으로 오염된 물건은 비눗물로 소독하여 사용합니다. 

2011년 00월 00일

○○○학교장ㆍ○○○보건소장

부록3. 가정통신문(예)

[3-1] 홍역 유행에 대한 가정통신문(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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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역환자 접촉자(보호자)께 드리는 안내문

 안녕하십니까? 보건복지부 질병관리본부입니다.

 국가감염병 감시시스템을 통해 귀하(또는 귀하의 자제분, 이하 귀하)께서 홍역환자를 접촉하여 

추후 홍역발생가능성이 있다는 보고를 받고 향후 조치방법을 안내해 드리기 위해 이 글을 올립니다.

 홍역은 전염성이 매우 높은 급성 유행성 감염병으로 처음에는 감기처럼 콧물, 기침 같은 증상과

결막염 등을 나타내다가 고열과 함께 온 몸에 발진을 나타내는 전염성이 매우 높은 바이러스 질환입니다.

홍역은 호흡기 분비물 등의 비말 또는 오염된 물건을 통하여 호흡기로 감염됩니다. 전형적인 형태

외에도 홍역의 특징적인 피부 발진이나 구강 점막의 특징적 반점이 나타나지 않는 비정형 홍역인 

경우가 있을 수 있고 이러한 경우에도 홍역 바이러스가 전파되므로 발열 등이 초기 증상이 있을 

때부터 전파 차단 조치가 필요합니다.

 우선 귀하의 몸에 발열과 동시에 발진이 나타나고 기침, 안구충혈, 콧물등의 증상이 나타나면

등교/출근하지 마시고 해당 기관장/학교장에게 신고하여 주십시오. 그리고 의료기관이나 보건소에

내원하셔서 진료 및 검사를 받으시되 사전에 연락하셔서 홍역 가능성을 알려주시면 다른 환자로의

전파도 방지할 수 있습니다.

 의료기관이나 보건소에 방문하실 때 반드시 마스크를 착용하시고 검사 후 결과가 나올 때까지

 집이나 의료기관에서 격리 치료를 받아야 합니다. 학교, 학원등 사람이 많이 모인 곳에는 절대

가서는 안되며 병원진료 등 불가피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외출을 삼가해야 합니다.

 이러한 절차가 번거로우실 수 있지만 감염병 확산을 방지하기 위해 반드시 협조가 필요합니다.

또한 조사를 통해 얻어진 개인정보는 외부로 누출되지 않고 진단검사와 연구이외의 목적으로

사용되지 않으며 검사결과는 관할 보건소를 통해 통지해 드리겠습니다.

 감염병 확산방지를 위해 협조해 주심에 깊이 감사드립니다.

[3-1-1] 홍역환자 접촉자(보호자)께 드리는 안내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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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행성이하선염 유행에 대한 가정통신문(예) 

 학부모님 안녕하십니까?

 최근 우리학교에서 유행성이하선염 유행이 발생하여 이에 관하여 알려드리니 유행성이하선염 예방 및 전파

차단에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유행성이하선염란?

 유행성이하선염은 흔히 ‘볼거리’라고도 하며 이하선(귀 아래의 침샘)이 부어오르고 열과 두통이 동반되는

 전염성 바이러스성 질환입니다. 유행성이하선염은 환자가 기침이나 재채기를 할 때 나오는 호흡기 분비물을

통해 전파되거나 환자와의 직접적인 접촉을 통해 전염될 수 있으며, 잠복기는 보통 14~18일 정도이며 25일까지

길어질 수 있습니다. 전염력이 가장 높은 시기는 증상 발현 1-2일전부터 발현 5일 후까지이며, 증상 발현 5일까지는

호흡기 격리가 필요하므로 이 기간에는 등교를 하지 않아야 합니다. 유행성이하선염의 가장 흔한 증상인

이하선염외에도 뇌수막염, 고환염, 난소염, 췌장염 등의 합병증이 나타날 수 있으나 대부분의 건강한 아이들은

특별한 합병증을 남기지 않고 회복이 됩니다.

  ▷ MMR 예방접종의 중요성

  MMR은 홍역/유행성이하선염/풍진을 예방할 수 있는 백신으로 우리나라는 MMR 예방접종을 생후 12~15개월,

만4~6세에 2회 접종을 받도록 권장하고 있습니다.  

대부분의 학생들이 MMR 예방접종을 받았지만 MMR 예방접종 후에도 일부의 학생들은 유행성이하선염에

감염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예방접종을 받은 경우 예방접종을 받지 않은 아이들보다 증상이 심하지 않습니다.

유행성이하선염 환자에게 노출된 후에는 MMR 예방접종이 예방효과는 없으나, 노출되지 않은 사람에게는

효과가 있으므로 자녀가 유행성이하선염을 앓은 적이 없고, MMR 예방접종을 2회 모두 하지 않은 경우에는

의사와 상의하여 MMR 예방접종을 받도록 합니다. 

  ▷ 자녀가 유행성이하선염에 걸렸거나 의심될 경우

 1. 유행성이하선염에 걸렸거나 의심될 경우 의사의 진찰을 받도록 합니다.

 2. 유행성이하선염을 진단받은 경우 담임선생님과 보건교사 선생님에게 자녀가 유행성이하선염에 걸렸음을 

  알립니다.

 3. MMR 예방접종력이 없고 유행성이하선염에 걸린 적이 없는 사람과 접촉하지 않도록 하고, 유행성이하선염 

  증상 발현 후 5일까지는 학교 등에서의 집단 발병을 예방하기 위해 등교를 하지 않고 집에 있도록 합니다.

 4. 손 씻기를 자주하고 기침이나 재채기 할 때에는 반드시 휴지를 사용하거나 손수건이나 옷으로 가리고

   하도록 합니다.

 5. 타액이나 호흡기 분비물 등으로 오염된 물건은 비눗물로 소독하여 사용합니다.

2011년 00월 00일

○○○학교장ㆍ○○○보건소장

[3-2] 유행성이하선염 유행에 대한 가정통신문(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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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3] 수두 유행에 대한 가정통신문(예)

수두 유행에 대한 가정통신문(예) 

  학부모님 안녕하십니까?

 최근 우리학교에서 수두 유행이 발생하여 이에 관하여 알려드리니 수두 예방 및 전파차단에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수두란?

 수두는 전염성이 아주 강한 바이러스성 질환으로, 환자가 기침이나 재채기를 할 때 나오는 호흡기 분비물을

통해 전파되거나 환자의 피부병변과의 직접적인 접촉을 통해 전염될 수 있습니다. 수두 환자와 접촉 후 수

발생까지는 10~21일 정도가 걸릴 수 있습니다. 수두의 증상은 처음에는 감기와 비슷한 증세로 1~2일간 발열과

피로감을 호소합니다. 발진은 얼굴에서부터 몸통과 팔다리로 퍼지는데 일반적으로 가려움을 동반하고 물집의

형태에서 농포로 바뀌고 차츰 가피(딱지)가 생기게 됩니다. 대부분의 건강한 아이들은 합병증 없이 회복됩니다. 

수두는 모든 피부병변에 가피(딱지)가 생길 때까지, 혹은 24시간 동안 새로운 피부병변이 생기지 않을 때까지 

전염력이 있으며 이 기간 동안에는 등교를 하지 않아야 합니다.

대부분의 학생들이 수두 예방접종을 받았지만 수두 예방접종 후에도 일부의 학생들은 수두에 감염될 수 

있습니다. 예방접종을 받은 아이들이 수두에 걸릴 경우 증상이 심하지 않으며 피부병변의 수도 적고 짧게

앓고 지나가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 수두 예방접종의 중요성

 귀댁의 자녀가 수두 예방접종을 받은 적이 없고 수두를 앓은 적이 없는 경우 의사와 상의하여 수두 예방접종을

받도록 합니다. 수두 환자와 접촉한 후에도 3일 안에 예방접종을 할 경우 90% 이상 발병을 예방할 수 있으며, 

발병하여도 증상 완화 효과가 있습니다.

 ▷ 자녀가 수두에 걸렸거나 의심될 경우

 1. 의사의 진찰을 받고 가족 중 예방접종이 필요한 사람이 있는지 의사와 상의합니다.

 2. 담임선생님과 보건교사 선생님에게 자녀가 수두에 걸렸음을 알립니다.

 3. 수두 예방접종력이 없고 수두에 걸린 적이 없는 사람과 접촉하지 않도록 하며 모든 피부병변에 가피(딱지)가

  생길 때까지(혹은 24시간 동안 새로운 피부병변이 생기지 않을 때까지) 등교를 하지 않고 집에 있도록 합니다.

 4. 모든 피부병변과 상처는 깨끗이 관리하고 2차감염이 되지 않도록 주의합니다.

 5. 가족 중 면역기능이 저하된 사람이나 임신부가 있을 경우 즉시 의사와 상의하도록 합니다.

2011년 00월 00일

○○○학교장ㆍ○○○보건소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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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개 요

 ○ 환자의 진단명이나 감염상태에 상관없이 모든 환자에게 적용

 ○ 혈액, 체액, 분비물(혈액이 포함되지 않은 땀은 제외), 점막, 손상된 피부에 적용

 ○ 표준 주의 지침은 병원 안에서 감염원으로 이미 인지하고 있거나, 심지어 인지하지 못하고 있는경우에도 

  감염의 원인 미생물을 전염시킬 수 있는 위험을 감소시키기 위해 고안되었음

2) 손 위생

손씻기가 핵심인 손위생은 오염된 손으로 자신의 코, 입, 점막으로 원인 미생물을 옮기는 것을 막고, 환경을

오염시키거나 다른 사람에게 원인 미생물을 옮기는 것을 막을 수 있는 중요한 방법임. 손이 단백질성 물질로

오염이 되어 있다면, 반드시 비누와 물을 사용하여 손을 씻어야 하며 alcohol 소독제를 사용하는 것도 추천됨 

 ○ 손 위생이 요구되는 경우

   - 환자의 혈액, 체액, 분비물 등을 접촉하기 전후 (장갑 착용 여부와 관계 없음)

   - 장갑 혹은 기타 개인보호장비를 벗은 후 즉시 

   - 환자 접촉, 혈액, 체액, 분비물, 배출물, 오염되었을 가능성이 있는 장비들을 다루기 전후

   - 환자 처치 후 다른 환자를 처치할 경우 반드시 손을 씻으며 동일한 환자라도 다른 부위 처치 시에는 손을

   씻음 

 ○ 알코올 소독제를 사용하는 경우(손마찰방법)

   - 손의 오염 여부를 눈으로 확인할 수 없거나, 단백질성 물질에 오염되었을 경우 

   - 한 손의 손바닥에 제품의 일정량을 떨어뜨린 후 양쪽 손의 모든 표면(손가락포함)에 제품이 발리도록 

   양손이 마를 때 까지 함께 비비고 문질러야 함. 

   - 많은 연구결과 ethyl alcohol 소독제가 isopropyl alcohol 보다 인플루엔자 바이러스 감소에 효과적인 

   것으로 입증되어 ethyl alcohol 소독제가 보다 추천됨. 

 ○ 적절한 손씻기 방법(비누와 물을 이용하는 방법)

   - 먼저 물로 손을 씻음.

   - 적당량의 비누를 손에 바르고 최소 15초간 열심히 손을 문지름

   - 양쪽 손의 모든 표면(손가락포함)에 비누가 묻어야 함

   - 물로 비누를 깨끗이 씻어냄

   - 일회용 타월로 물기를 완전히 닦아냄.

   - 타월을 이용하여 수도꼭지를 잠금

부록4. 표준 주의 지침 및 전파 방법에 따른 주의 지침

▶ 표준 주의 지침(Standard Precau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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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장 갑

 - 혈액, 체액, 분비물, 오염된 물건, 손상된 피부, 점막 접촉 시에는 장갑 착용. 

  - 장갑은 처치시마다 교환 

  - 사용 후 장갑을 즉시 벗음

  - 장갑을 벗은 후 손을 씻음(장갑이 손씻기를 대신하지 못함)

4) 마스크, 보안경, 안면보호대

 ○ 마스크

   - 환자의 혈액, 체액, 분비물, 배출물이 튈 가능성이 있는 처치 시 코와 입의 점막을 보호하기 위해 착용

 ○ 보안경/안면보호대

   - 보안경은 진단과 상관없이 혈액, 체액, 분비물, 배출물에 의하여 눈,결막이 오염될 위험이 있는 경우 

   반드시 사용

   - 보안경은 에어로졸 발생 시술 시에는 항상 착용

   - 호흡기 증상이 있는 환자와 접촉하여 치료할 때, 분비물이 튈 가능성이 있을 때, 급성열성호흡기질환이 

   있는 환자와 1m이내에서 일할 때 보안경(혹은 안면 보호대) 착용

5) 가 운

   - 피부나 옷 등이 혈액, 체액, 분비물 등으로 오염될 가능성이 있을 때 착용

   - 활동 및 체액 발생량에 적합한 것을 선택

   - 가운이 오염된 경우는 즉시 벗고 손을 씻음

6) 발 보호 (Foot protection)

   - 발 보호는 표준 주의 지침의 요소로 언급되지는 않지만, 의료인 보호를 위해 중요함.

   - 병원에서 근무 시 의료인은 적절한 신발(방수가 되면서 발의 모든 부분을 덮을 수 있는 신발, 샌달은 

   적절하지 않음)을 착용해야함

7) 환자처치기구

   - 혈액, 체액, 분비물 등에 오염된 장비에 환자, 의료인, 방문자들이 노출되지 않도록 특별히 주의 

   - 재활용 장비는 다시 사용하기 전에 멸균이나 소독함  

8) 병실의 청소 및 소독

  - 병실바닥, 침상, 침상난간 등 환자 주위 환경을 깨끗이 청소하고 필요시 소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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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 린넨(linen)

   - 혈액, 체액, 분비물, 배설물 등으로 오염된 린넨은 봉지에 넣어서 피부나 점막이 오염시키지 않는 방법

   으로 운반 및 처리

   - 린넨에 의해 환경이 오염되거나 다른 환자에게 전염시키지 않도록 주의하며, 봉지는 튼튼한 것을 사용 

10) 의료도구에 의한 혈액매개감염

   - 주사바늘, 칼날 등 날카로운 도구를 사용한 후 이들 도구를 치우거나 정리할 때 다치지 않도록 주의

11) 환자 배치

   - 환경을 오염시키거나 적절한 환경 관리에 협조하지 않는 환자는 1인실에 입원.

   - 1인실 사용이 불가능할 경우 감염관리 전문가와 상의

전염력이 강하거나 역학적으로 중요한 병원체에 의한 감염 환자로 의심이 되거나 확진된 경우 표준 주의 지침 

외에 추가적으로 전파방법에 따른 주의 지침이 지켜져야 원내 감염을 막을 수 있음

1) 공기감염 주의 지침 (Airborne precaution) 

 ○ 환경 및 시설에 대한 관리 

   - 환자는 음압 격리 병실에 입원해야함,

   - 음압 격리 병상에 대한 환경 및 시설에 대한 관리가 필요함. 

   - 문은 항상 닫혀 있도록 함

 ○ 의료종사자의 보호 

   - 의료종사자 등이 병실에 들어갈 때에는 N95타입 미립자용 마스크를 착용함. 

   - 잘 맞는 미립자용 마스크를 선택하며, 사용할 때마다 봉인 여부를 확인(seal check)

 ○ 병원 내에서의 환자 이송

   - 감염성이 있는 기간 중에는 환자가 병실 밖으로 나가는 것을 제한함. 

   - 부득이 병실 밖으로 나갈 때에는 수술용 마스크(별도의 지침이 있는 경우 N95 이상의 마스크)를 쓰도록 함

▶ 전파방법에 따른 주의 지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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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비말감염 주의 지침 (Droplet precaution)

 ○ 환자배치

   - 가능하면 1인실에 입원

   - 불가능하다면 같은 질환의 환자끼리 입원하도록 하며 침대 간격을 2m이상이 되도록 유지하거나, 환자와 

   환자 사이에 파티션이나 커튼을 이용해 칸막이를 설치 

 ○ 의료종사자의 보호 

   - 환자 병실에 들어갈 때 수술용 마스크를 사용

   - 의료종사자는 환자로부터 1m 내에서 의료행위를 실시할 때에는 surgical 마스크 또는 거즈 마스크를 착용. 

 ○ 병원 내에서의 환자 이송

   - 감염성이 있는 기간 중에는 환자가 병실 밖으로 나가는 것을 제한함. 

   - 부득이 병실 밖으로 나갈 때에는 수술용 마스크(별도의 지침이 있는 경우 N95 이상의 마스크)를 쓰도록 함

3) 접촉감염 주의 지침 (Contact precaution)

 ○ 장갑

   - 멸균될 필요는 없으나 깨끗한 양손 장갑 착용

   - 장갑이 가운의 소매 끝을 덮어야 함

   - 일회용을 사용하며, 사용 후 쓰레기통에 버려야 함

 ○ 가운

   - 일회용 혹은 씻을 수 있는 가운 착용

   - 보호되어야 하는 부분을 충분히 가릴 수 있을 정도의 크기

   - 한번만 입는 것이 좋으며 입고 난 후에는 쓰레기통에 버리거나 세탁통에 버리도록 할 것

   - 가운을 벗은 후 손 위생을 철저히 할 것

 ○ 의료 기구

   - 청진기나 혈압계, 체온계 등은 일회용으로 사용하거나 환자 전용으로 사용하고 환자의 챠트를 병실 

   안으로 가지고 들어가지 않음

   - 여러 환자에서 사용되어야 할 경우 한 환자에게 사용할 때마다 깨끗이 씻고 소독을 해야함.

 ○ 기타 

   - 오염된 장갑을 낀 채 자신의 눈, 코, 입을 만지지 않도록 하는 것이 중요함

   - 환자 진료와 직접적인 관련이 없는 부분(문 손잡이, 전등 스위치 등)을 환경 오염시키지 않도록 함



105예방접종 대상 감염병 사업관리 지침

부
록

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