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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감염병�주간소식

경기도 지역사회 감염관리 교육 개최

경기도감염병관리본부와 함께하는 감염병 바로알기 개최 예정

학교감염병 예방주의보

가을철열성질환 예방주의보

40�주차
� � 2015.09.27.�~�10.03.

40주차�주요�소식

제6회 경기도춘하추동관광사진공모전 당선작



2015

경기도 감염병

관리본부

교육� ·�행사

8월 9월 10월

2015�을지연습

생물테러 대응 훈련,�토의

8/19(수)� 16:00-18:00

장소 :�부천시 오정구청

참가 :� 11개 기관 200여명(국민안전처,� 질병관리

본부,� 경기도,� 감염병관리본부,� 부천시,� 부

천소방서,� 오정경찰서,� 수도군단작전처,� 의

료기관 3개소)

내용 :� (훈련)� 청사 생물테러(탄저균)를 가정한 현

장 대응 훈련 실시,� (토의)� 생물테러 대응

문제점 도출 및 개선방안 논의

경기도 의료기관

감염관리 교육 세미나

9/11(금)� 08:30~15:00

장소 :�분당서울대병원

대상 :�도내 중소병원 감염관리 담당 직원 등

내용 :�의료관련 감염관리,�손 위생,�주요 법정감염

병 관리 및 신고,�직원 감염관리 등

담당 :�정다은 연구원 (031-628-6308)

경기도감염병관리본부와

함께하는 감염병 바로알기

10/18(금)� 10:00~17:00

장소 :�성남시 율동공원 관리사무소 인근 지역

대상 :�성남 시민

내용 :� 국가필수예방접종 지원사업,� 가을철 발열성

질환 등 예방 홍보 및 소책자 배포

담당 :�조수정 연구원 (031-628-6310)

경기도 지역사회

감염관리 세미나

9/23(수)� 13:00~18:00

장소 :�경기중소기업종합지원센터 대교육실

대상 :�도내 보건소 감염병 담당 직원 등

내용 :�쯔쯔가무시증 및 가을철 곤충매개질환 예방

경기도 감염병관리 종합대책 등

담당 :�김영만 연구원 (031-628-6307)



�

40주차

경기도

주요 감염병

1.� 제1군 감염병

파라푸스 해외유입 4건 신고

2.� 예방접종 대상 감염병

학기중 학교 감염병 집단발생 가능성

높아짐(유행성이하선염,�수두 등)�

유행성이하선염 28.1%,�수두 4.8%�

동기간 대비 증가

3.� 모기 매개 감염병

말라리아 동기간 대비 35.1%�증가,�

하절기 들어 증가세 둔화,�

조기발견과 완치관리 사업의 강화로

말라리아 발생 감소 기대

말라리아,�뎅기열 해외유입 각� 1건씩

신고

4.� 진드기 및 설치류 매개 감염병

쯔쯔가무시 유행시기로

야외활동·작업 시 매개 환경 노출

주의

5.� 가을철 주요감염병.

가을철에 발생이 증가하는

쯔쯔가무시,�신증후군출혈열,�

렙토스피라증,�일본뇌염,�

비브리오패혈증 등에 대한 감시 및

예방관리 강화 필요

�쯔쯔가무시증 ★

금주 8건 신고[지난주 9건 신고]

금년 64건 신고(작년 동기간 대비 28%�증가)

�신증후군출혈열 ★

금주 신고 없음[지난주 2건 신고]

금년 54건 신고(작년 동기간 대비 63.6%�증가)

�렙토스피라증 ★

금주 신고 없음[지난주 1건 신고]

금년 7건 신고(작년 동기간 대비 동일)

�일본뇌염 ★

금주 신고 없음[지난주 신고 없음]

금년 2건 신고(작년 동기간 대비 66.7%�감소)

�비브리오패혈증 ★

금주 1건 신고[지난주 신고 없음]

금년 5건 신고(작년 동기간 대비 37.5%�감소)

공기전파 감염병

�성홍열

금주 31건 신고[지난주 24건 신고]

금년 1,391건 신고(작년 동기간 대비 25.1%�증가)

제 1군 감염병

�장티푸스

금주 신고 없음[지난주 2건 신고]

금년 16건 신고(작년 동기간 대비 46.7%�감소)

�파라티푸스 ★

금주 4건 신고[지난주 신고 없음]

금년 10건 신고(작년 동기간 대비 42.9%�증가)

�장출혈성대장균감염증

금주 신고 없음[지난주 신고 없음]

금년 3건 신고(작년 동기간 대비 70.0%�감소)

가을철 주요감염병

예방접종 대상 감염병

�백일해

금주 신고 없음[지난주 신고 없음]

금년 16건 신고(작년 동기간 대비 100%�증가)

� �

�홍역

금주 신고 없음[지난주 2건 신고]

금년 9건 신고(작년 동기간 대비 93.9%�감소)

�유행성이하선염 ★

금주 73건 신고[지난주 76건 신고]

금년 4,059건 신고(작년 동기간 대비 28.1%�증가)

�수두 ★

금주 83건 신고[지난주 112건 신고]

금년 8,628건 신고(작년 동기간 대비 4.8%�증가)

� A형 간염�★

금주 14건 신고[지난주 19건 신고]

금년 546건 신고(작년 동기간 대비 31.6%�증가)

� B형 간염�★

금주 14건 신고[지난주 26건 신고]

금년 888건 신고(작년 동기간 대비 7.8%�증가)

� �

�폐렴구균

금주 신고 없음[지난주 1건 신고]

금년 56건 신고(작년 동기간 신고 없음)

�풍진

금주 신고 없음[지난주 1건 신고]

금년 5건 신고(작년 동기간 대비 150%�증가)

매개체(모기/진드기/설치류 등)전파 감염병

�말라리아 ★

금주 5건 신고[지난주 7건 신고]

금년 373건 신고(작년 동기간 대비 35.1%�증가)

�뎅기열

금주 1건 신고[지난주 신고 없음]

금년 36건 신고(작년 동기간 대비 2.7%�감소)



소아감염병 및 학교감염병

�수족구병 표본감시

외래환자 1,000명당 수족구병 환자 분율(ILI)은 4.2명

[지난주 4.1명]으로 지난주보다 높음

(경기도 3.7명[지난주 4.9명])

�학교감염병 표본감시

경기도 참여 학교 학생 1,000명당

감기�0.88명� [지난주 1.76명]

수두 0.05명 [지난주 0.00명]�

뇌막염 0.02명 [지난주 0.00명]

유행성이하선염 0.02명 [지난주 0.02명]

폐렴 0.05명 [지난주 0.08명]

홍역 0.00명 [지난주 0.00명]

40주차

표본감시

감염병 현황

1.� 인플루엔자 표본감시

‘15-16절기 시작,�

유행기준보다 낮은 수준으로 발생 중

환절기 감기환자 증가 중

계절 인플루엔자 예방접종 시기 도래

2.� 수족구병 표본감시

계절적 유행시기가 지나가고 있으나,�

어린이집과 유치원에서의 접촉성

전파 예방 강화 필요

3.� 안과 감염병 표본감시

평년 수준으로 발생중이나,�

단체 생활에서의 지속적인 개인위생

수칙 홍보 필요

4.� 수인성 및 식품매개 설사질환

금주 4건 신고

기온이 낮아짐에 따라

노로바이러스로 인한 설사질환 발생

가능성 매우 높음

5.� 해외유입 감염병

최근 모기매개 감염병 및 1군

감염병 등 해외 유입 사례 증가

해외 여행 시,�뎅기열과 말라리아 등

해외유입 감염병 주의와 함께

일반적인 감염병 예방을 위한

개인위생 주의

� 안과 감염병

�안과 감염병 표본감시

유행성각결막염 1,000명당 33.2명 [지난주 27.5명],�

급성출혈성결막염 1,000명당 3.3명 [지난주 3.1명]

으로.�현재까지 평년수준으로 발생 중

발생 분율은 유행성각결막염,� 급성출혈성결막염 모두

0~19세에서 높음

�결막염 학교감시

경기도 참여 학교 학생 1,000명당

결막염 0.07명 [지난주 0.04명]

호흡기 전파 감염병

�인플루엔자 표본감시

외래환자 1,000명당 인플루엔자의사환자 분율(ILI)은

4.0명[지난주 3.5명]으로 유행기준보다 낮음

(경기도 4.3명[지난주 3.4명])�

�호흡기바이러스 실험실 감시

※� 40주 호흡기바이러스 현황은 추석연휴로 검체수

거가 늦어져 다음 주에 게시 예정 ※

수인성·식품매개 설사질환

�수인성·식품매개 설사질환

금주 4건 신고[지난주 3건 신고]

금주 7인 이상 집단발생 1건 신고

최근 4주간(37~40주)� 총 11건,� 7인 이상 집단발생

4건 신고

�급성설사질환 실험실 표본감시

5세 이하 영유아를 대상으로 한 검체 27건(39주)�중

원인바이러스로는 그룹A형 로타바이러스(18.5%),� 노

로바이러스(11.1%)�순으로 검출

전국 72개 의료기관에서 수거된 검체 234건(39주)�

중 원인세균으로는 황색포도알균(7.7%),� 병원성대장

균(7.3%),�바실러스 세레우스균(3.4%)�순으로 분리

해외유입 감염병

�파라티푸스

금주 4건 신고

�말라리아

금주 1건 신고

�뎅기열

금주 1건 신고



구분 40�주*
2015년 동기간대비(1주~40주 누적) 이전해 연간 보고건수

해외유입
39 38 37 2015† 2014 증감률 2014 2013 2012 2011 2010

1군

콜레라 0� 0� 0� 0� 0� 0� 　 0� 0� 0� 1� 3� 　

장티푸스 0� 2� 0� 0� 16� 30� -46.7� 43� 33� 27� 31� 15� 　

파라티푸스 4� 0� 0� 0� 10� 7� 42.9� 8� 10� 12� 11� 15� 4

세균성이질 0� 0� 0� 0� 10� 12� -16.7� 15� 61� 20� 30� 45� 　

장출혈성대장균감염증 0� 0� 0� 0� 3� 10� -70.0� 10� 3� 4� 11� 6� 　

A형간염 14� 19� 9� 10� 546� 415� 31.6� 491� 271� 412� 1,797� 0� 　

2군

백일해 0� 0� 1� 1� 16� 8� 100.0� 14� 9� 10� 23� 3� 　

파상풍 0� 0� 0� 0� 1� 1� 0.0� 2� 1� 5� 1� 1� 　

홍역 0� 2� 2� 1� 9� 147� -93.9� 147� 23� 0� 2� 5� 　

유행성이하선염 73� 76� 62� 85� 4,059� 3,168� 28.1� 4,813� 3,269� 1,083� 1,428� 1,967� 　

풍진 0� 1� 0� 0� 5� 2� 150.0� 3� 3� 9� 10� 8� 　

일본뇌염 0� 0� 1� 1� 2� 6� -66.7� 8� 1� 4� 0� 6� 　

수두 83� 112� 109� 95� 8,628� 8,229� 4.8� 13,584� 10,306� 6,909� 8,930� 5,875� 　

급성B형간염 0� 1� 2� 1� 40� 33� 21.2� 46� 25� 49� 61� 0� 　

산모B형간염 14� 23� 29� 25� 832� 786� 5.9� 1,084� 608� 540� 130� 0� 　

주산기B형간염 0� 2� 0� 0� 16� 5� 220.0� 8� 9� 13� 3� 0� 　

b형헤모필루스인플루엔자 0� 0� 0� 0� 0� 0� 　 0� - - - - 　

폐렴구균 0� 1� 0� 0� 56� 0� 　 13� - -� - -� 　

3군

말라리아 5� 7� 10� 20� 373� 276� 35.1� 322311� 228� 257� 382� 818� 1

성홍열 31� 24� 23� 20� 1,391� 1,112� 25.1� 1,612� 1,092� 310� 77� 16� 　

수막구균성수막염 0� 0� 0� 0� 1� 2� -50.0� 2� 3� 0� 2� 2� 　

레지오넬라증 0� 0� 0� 0� 3� 3� 0.0� 5� 3� 5� 6� 4� 　

비브리오패혈증 1� 0� 1� 0� 5� 8� -37.5� 8� 9� 10� 12� 16� 　

발진열 0� 0� 0� 0� 1� 2� -50.0� 4� 5� 16� 7� 12� 　

쯔쯔가무시증 8� 9� 4� 3� 64� 50� 28.0� 812� 799� 1,015� 563� 536� 　

렙토스피라증 0� 1� 2� 0� 7� 7� 0.0� 10� 6� 1� 12� 15� 　

브루셀라증 0� 0� 0� 0� 0� 0� 　 0� 0� 0� 2� 0� 　

공수병 0� 0� 0� 0� 0� 0� 　 0� 0� 0� 0� 0� 　

신증후군출혈열 0� 2� 4� 0� 54� 33� 63.6� 92� 127� 106� 95� 91� 　

CJD/vCJD 0� 0� 0� 1� 13� 9� 44.4� 15� 1� 10� 7� 0� 　

매독(1기) 6� 5� 6� 7� 191� 146� 30.8� 201� 162� 129� 139� 0� 　

매독(2기) 0� 1� 0� 3� 48� 43� 11.6� 59� 37� 41� 33� 0� 　

매독(선천성) 0� 0� 0� 0� 5� 7� -28.6� 12� 4� 8� 9� 0� 　

4군

뎅기열 1� 0� 1� 3� 36� 37� -2.7� 50� 56� 55� 15� 19� 1

큐열 0� 0� 1� 0� 2� 0� 　 0� 2� 1� 1� 2� 　

웨스트나일열 0� 0� 0� 0� 0� 0� 　 0� 0� 1� 0� 0� 　

라임병 0� 0� 0� 0� 0� 4� -100.0� 5� 0� 1� 0� 0� 　

유비저 0� 0� 0� 0� 1� 0� 　 0� 0� 0� 0� 0� 　

치쿤구니야열 0� 0� 0� 0� 1� 0� 　 0� 0� 0� 0� 0� 　

중증열성혈소판감소증후군 0� 0� 2� 0� 6� 5� 20.0� 8� -� -� -� - 　

중동호흡기증후군(MERS) 0 0 0 0 68 - - - - - - 　

*� 40주(9/27-10/03)�주간보고는 10/8(목)�신고 기준으로 질병관리본부 감염병웹통계시스템(is.cdc.go.kr)에 제공되는 자료에 기초하여 작성됨
†� 2015년 자료는 변동 가능한 잠정통계로,�각�질병별로 규정된 신고범위(환자,�의사환자,�병원체보유자)의 모든 신고건을 포함하며,�별도의 감시체계로 운영되는 결핵,�HIV는 제외됨

40주차

경기도 감염병

발생신고현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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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질병관리본부

09.25.� (금)� 이제 겨울건강을 준비할때!� 2015-2016절기 인플루엔자 예방

접종 안내

- 10.01.부터 65세 이상 어르신 대상 병의원 무료접종 첫 시행,� 가까운

지정의료기관 방문,�안전접종 당부 -

10.02.� (금)�메르스 마지막 환자 최종 음성 판정

- 마지막 양성환자 1,2차 바이러스 검사 결과 최종 음성 판정,� 10월 29일

메르스 완전 종식일 -

09.26.� –� 10.02.� (토-금)�메르스(중동호흡기질환)�일일 현황

식약처

09.25.� (금)�식중독균 검출 ‘즉석조리식품’�회수 조치

- 식품제조‧가공업체 샬롬산엄(주)가� 제조하고 유통전문판매업체 씨제이제

일제당(주)가� 유통‧판매한 ‘육개장’� 제품에서 황색포도상구균 기준 초과

검출로 판매중단 및 회수 조치 -

보건복지부,�질병관리본부

10.04.� (일)�제1차 메르스 손실보상위원회 개최

- 메르스 환자를 치료,� 진료,� 격리한 의료기관 등의 손실을 보상하기 위해 손

실보상위원회를 구성,�소실보상 종료 시까지 운영 -

10.07.� (수)�인플루엔자 병의원 무료접종 5일차,�전국 230만 어르신 접종완료

- 11월 15일까지 병의원 무료접종 실시,� 전화 문의 후 방문하면 더 편리하게

불편 없이 접종 가능 -

식약처

10.06.� (화)�산후조리원,�키즈카페 내 식품취급시설 위생 점검

- 위생상 각별한 주의가 필요한 산모와 어린이의 식품안전사고를 예방하기 위

해 전국 산후조리원과 키즈카페 내 식품취급 시설 일제 점검 실시 -

뎅기열 [대만]

-� 10.07.까지 대만 21개 도시에서 20,972명 뎅기열 확진,� 63명 사망

-� 10.05.�하루 442건 확진

중동호흡기증후군 [요르단]

-� 09.21.~09.23.� 4건 발생,� 1명 사망

-� 10.08.까지 전세계 1,593명 확진,� 568명 사망

에볼라

-� 09.28.�이후 발생 없음

-�전세계 28,457명 확진,� 11,312명 사망

콜레라 [이라크]

-� 이라크 정부가 관할하는 최소 5개 지역(바그다드,� 바빌론,� 나자프,� 카디

시야 주,�무탄나 주)에서 콜레라 발생 보고됨

-� 09.23.까지 비브리오 콜레라 이나바형(Vibrio� cholerae� � O1� Inaba)�

120건 확인

치쿤구니야 [멕시코]

-� 2014년 10월 초부터 지역 내 치쿤구니야 전파 보고되었으며,�

� � 2015.01.� ~� 09.까지 7,000건 확진

-�치쿤구니야 감염은 멕시코와 인접한 캐리비안과 중앙·남아메리카에도 보고

뎅기열 [대만]

-� 09.30.까지 대만 21개 도시에서 17,959명 뎅기열 확진,� 42명 사망

-� 09.28.�하루 534건 확진

중동호흡기증후군 [사우디아라비아]

-� 09.12.~09.26.� 19건 발생,� 12명 사망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