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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역학조사기동팀 운영 예정

시군구 감염병 발생 정보 제공 예정

경기도 신종감염병 위기관리 훈련 예정

고위험군 12월 중 인플루엔자 예방접종 권고

학교감염병 예방주의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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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

경기도 감염병

관리본부

교육� ·�행사

10월 11월 12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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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염병 관리 종합계획

제2차 자문회의

11/11(수)� 14:00~18:00

장소 :�서울역 공항철도 AREX-I�회의실

참석 :�의료위원회 및 전문가

내용 :�경기도 감염병 관리 종합계획(안)�검토 등

담당 :�김영만 연구원 (031-628-6307)

경기도 역학조사기동팀 운영

12/01(화)부터 시행 예정

권역 :�경기도 서북,�동북,�서남,�동남

내용 :� 시군의 역학조사 기능 강화 및 도-보건소를

연계한 즉각 대응체계구축을 위한 권역별

역학조사기동팀 운영(역학조사관 2인 +� 경

기도감염병관리본부 9인)

담당 :�김화미 연구원 (031-628-6317)

시군구 감염병 발생정보 제공

12월 초(예정)

경기도감염병관리본부 홈페이지(www.gidcc.or.kr)

에서 이용 가능

내용 :� 시군구별 감염병 발생 정보(지도,� � 그래프,

표 등)를 제공,� 추후 경기통계,� 경기데이터

드림 등과 연계할 예정

담당 :�박기찬 연구원 (031-628-6305)경기도 감염병 관리 종합계획

제1차 자문회의

10/19(월)� 14:00~16:00

장소 :�경기도청 3별관 소회의실

참석 :�의료위원회 및 전문가

내용 :� 경기도 감염병관리 종합계획(안)� 검토 및

중앙정부와 협력적인 경기도 감염병관리 종

합계획 수립을 위한 논의

담당 :�김영만 연구원 (031-628-6307)

경기도 신종감염병 위기관리

훈련

12/10(목)� -� 12/11(금)

장소 :�설악 델피노리조트

참석 :�보건소 감염병 담당자 및 유관기관

내용 :�메르스 대응 경험 공유 및 개인보호복 착탈

의 실습 등 위기 관리 역량 강화

담당 :�김영만 연구원 (031-628-63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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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주요 감염병

1.� 제1군 감염병

장티푸스 1건 신고

2.� 예방접종 대상 감염병

백일해,�홍역 등 주요 예방접종대상

감염병은 최근 3주간 신고 없음

3.� 진드기 및 설치류 매개 감염병

야외활동·작업 시 매개 환경 노출

주의

4.� 겨울철 주요감염병

겨울철에 발생이 증가하는 수두,�

성홍열 등에 대한 감시 및 예방관리

강화 필요

�

유행성이하선염 9.5%,�수두 2.9%�

동기간 대비 증가

�수두 ★

금주 511건 신고[지난주 530건 신고]

금년 11,484건 신고(작년 동기간 대비 2.9%�증가)

�성홍열�★

금주 69건 신고[지난주 70건 신고]

금년 1,786건 신고(작년 동기간 대비 23.3%�증가)

�유행성이하선염 ★

금주 62건 신고[지난주 70건 신고]

금년 4,715건 신고(작년 동기간 대비 9.5%�증가)

�신증후군출혈열 ★

금주 7건 신고[지난주 3건 신고]

금년 88건 신고(작년 동기간 대비 20.5%�증가)

�쯔쯔가무시증 ★

금주 18건 신고[지난주 37건 신고]

금년 804건 신고(작년 동기간 대비 1.3%�증가)

공기전파 감염병

�레지오넬라증

금주 1건 신고[지난주 1건 신고]

금년 10건 신고(작년 동기간 대비 100%�증가)

제 1군 감염병

�장티푸스�★

금주 1건 신고[지난주 신고 없음]

금년 18건 신고(작년 동기간 대비 53.8%�감소)

�파라티푸스

금주 신고 없음[지난주 신고 없음]

금년 8건 신고(작년 동기간 대비 14.3%�증가)

�장출혈성대장균감염증

금주 신고 없음[지난주 신고 없음]

금년 4건 신고(작년 동기간 대비 60.0%�감소)

겨울철 주요감염병

예방접종 대상 감염병

�백일해

금주 신고 없음[지난주 신고 없음]

금년 19건 신고(작년 동기간 대비 46.2%�증가)

� �

�홍역

금주 신고 없음[지난주 신고 없음]

금년 7건 신고(작년 동기간 대비 95.2%�감소)

� A형 간염�★

금주 10건 신고[지난주 10건 신고]

금년 631건 신고(작년 동기간 대비 34.3%�증가)

� B형 간염�★

금주 23건 신고[지난주 26건 신고]

금년 1,045건 신고(작년 동기간 대비 0.1�감소)

� �

�폐렴구균

금주 1건 신고[지난주 신고 없음]

금년 57건 신고(작년 동기간 대비 동일)

매개체(모기/진드기/설치류 등)전파 감염병

�말라리아

금주 신고 없음[지난주 1건 신고]

금년 394건 신고(작년 동기간 대비 29.6%�증가)

�렙토스피라증 ★

금주 1건 신고[지난주 1건 신고]

금년 14건 신고(작년 동기간 대비 55.6%�증가)

�일본뇌염

금주 신고 없음[지난주 1건 신고]

금년 10건 신고(작년 동기간 대비 25%�증가)

인수공통 감염병

�브루셀라증

금주 신고 없음[지난주 1건 신고]

금년 1건 신고(작년 동기간 신고 없음)



소아감염병 및 학교감염병

�수족구병 표본감시

외래환자 1,000명당 수족구병 환자 분율(ILI)은 2.5명

[지난주 3.8명]으로 지난주보다 감소

(경기도 3.8명[지난주 4.2명])

�학교감염병 표본감시

경기도 참여 학교 학생 1,000명당

감기�2.14명

수두 0.29명

뇌막염 0.00명

유행성이하선염 0.03명

폐렴 0.10명

홍역 0.00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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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본감시

감염병 현황

1.� 인플루엔자 표본감시

‘15-16절기 시작,�

유행기준보다 낮은 수준으로 발생 중

환절기 감기환자 증가 중

본격적인 인플루엔자 유행 전,�

11월안에 고위험군 예방접종 권고

노인 인플루엔자 예방접종은

11.16.부터는 보건소에서만 접종

가능

2.� 수족구병 표본감시

계절적 유행시기가 지났으나,�연중

발생 가능하므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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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건 신고

기온이 낮아짐에 따라

노로바이러스로 인한 설사질환 발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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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9명 [지난주 22.8명],�

급성출혈성결막염 1,000명당 3.0명 [지난주 2.8명]

으로.�현재까지 평년수준으로 발생 중

발생 분율은 유행성각결막염,� 급성출혈성결막염 모두

0~19세에서 높음

�결막염 학교감시

경기도 참여 학교 학생 1,000명당

결막염 0.05명

호흡기 전파 감염병

�인플루엔자 표본감시

외래환자 1,000명당 인플루엔자의사환자 분율(ILI)은

7.0명[지난주 5.4명]으로 유행기준보다 낮음

(경기도 6.9명[지난주 4.4명])�

�호흡기바이러스 실험실 감시

의뢰된 환자 검체 222건 중 리노바이러스(20.7%),�

RS바이러스(9.0%),�아데노바이러스(6.8%)�순으로

검출

수인성·식품매개 설사질환

�수인성·식품매개 설사질환

금주 2건 신고[지난주 4건 신고]

금주 7인 이상 집단발생 0건 신고

최근 4주간(46~49주)� 총 11건,� 7인 이상 집단발생

1건 신고

�급성설사질환 실험실 표본감시

5세 이하 영유아를 대상으로 한 검체 61건(48주)�중

원인바이러스로는 노로바이러스(26.2%)�검출

전국 72개 의료기관에서 수거된 검체 244건(48주)�

중 원인세균으로는 황색포도알균(4.5%),� 살모넬라균

(2.9%),�병원성대장균(2.5%)�순으로 분리

해외유입 감염병

�산모B형 간염

금주 1건 신고

�뎅기열

금주 2건 신고



구분 49�주*
2015년 동기간대비(1주~49주 누적) 이전해 연간 보고건수

해외유입
48 47 46 2015† 2014 증감률 2014 2013 2012 2011 2010

1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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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장티푸스 1� 0� 0� 0� 18� 39� -53.8� 43� 33� 27� 31� 15� 　

파라티푸스 0� 0� 0� 0� 8� 7� 14.3� 8� 10� 12� 11� 15� 　

세균성이질 0� 0� 0� 0� 10� 13� -23.1� 15� 61� 20� 30� 45� 　

장출혈성대장균감염증 0� 0� 0� 0� 4� 10� -60.0� 10� 3� 4� 11� 6� 　

A형간염 10� 10� 9� 9� 631� 470� 34.3� 491� 271� 412� 1,797� 0� 　

2군

백일해 0� 0� 0� 1� 19� 13� 46.2� 14� 9� 10� 23� 3� 　

파상풍 0� 0� 0� 0� 1� 2� -50.0� 2� 1� 5� 1� 1� 　

홍역 0� 0� 0� 0� 4� 147� -97.3� 147� 23� 0� 2� 5� 　

유행성이하선염 62� 66� 94� 76� 4,715� 4,306� 9.5� 4,813� 3,269� 1,083� 1,428� 1,967� 　

풍진 1� 0� 0� 1� 8� 3� 166.7� 3� 3� 9� 10� 8� 　

일본뇌염 0� 1� 0� 1� 10� 8� 25.0� 8� 1� 4� 0� 6� 　

수두 511� 530� 463� 371� 11,484� 11,162� 2.9� 13,584� 10,306� 6,909� 8,930� 5,875� 　

급성B형간염 0� 3� 1� 0� 50� 44� 13.6� 46� 25� 49� 61� 0� 　

산모B형간염 23� 23� 22� 22� 980� 995� -1.5� 1,084� 608� 540� 130� 0� 1　

주산기B형간염 0� 0� 0� 0� 15� 7� 114.3� 8� 9� 13� 3�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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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폐렴구균 1� 0� 0� 2� 57� 9� � 13� - -� - -� 　

3군

말라리아 1� 0� 1� 0� 395� 304� 29.9� 322311� 228� 257� 382� 818� 　

성홍열 69� 70� 49� 50� 1,786� 1,449� 23.3� 1,612� 1,092� 310� 77� 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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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레지오넬라증 1� 1� 1� 1� 10� 5� 100.0� 5� 3� 5� 6� 4� 　

비브리오패혈증 0� 0� 0� 0� 6� 8� -25.0� 8� 9� 10� 12� 16� 　

발진열 0� 0� 0� 0� 1� 4� -75.0� 4� 5� 16� 7� 12� 　

쯔쯔가무시증 18� 36� 53� 129� 804� 794� 1.3� 812� 799� 1,015� 563� 536� 　

렙토스피라증 1� 1� 1� 0� 14� 9� 55.6� 10� 6� 1� 12� 15� 　

브루셀라증 0� 1� 0� 0� 1� 0� 　 0� 0� 0� 2�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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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증후군출혈열 7� 3� 5� 3� 88� 73� 20.5� 92� 127� 106� 95� 91� 　

CJD/vCJD 0� 0� 0� 0� 14� 12� 16.7� 15� 1� 10� 7� 0� 　

매독(1기) 3� 1� 7� 6� 238� 178� 33.7� 201� 162� 129� 139� 0� 　

매독(2기) 3� 2� 2� 1� 68� 56� 21.4� 59� 37� 41� 33� 0� 　

매독(선천성) 0� 0� 0� 0� 6� 11� -45.5� 12� 4� 8� 9� 0� 　

4군

뎅기열 2� 2� 4� 2� 61� 49� 24.5� 50� 56� 55� 15� 19�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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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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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라임병 1� 0� 0� 0� 2� 5� -60.0� 5� 0� 1� 0� 0� 　

유비저 0� 0� 0� 0� 2� 0� 　 0� 0� 0� 0�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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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증열성혈소판감소증후군 0� 0� 0� 0� 7� 8� -12.5� 8� -� -� -� - 　

중동호흡기증후군(MERS) 0 0 0 0 68 - - - - - -

*� 49주(11/29-11/05)�주간보고는 12/11(금)�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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9주차

경기도 감염병

발생신고현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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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질병관리본부

11.27.� (금)� 인천지역“해외유입 감염병 차단 및 예방”을 위한 상호협력 협약

체결

- 가천대 길병원,� 인하대병원과 이송치료 체계 및 정보교류 등 협약

체결 -

11.30.� (월)� 어르신 인플루엔자 예방접종 병의원 확대 첫 해

- 접종률 높아지고,� 대기시간 줄어,� 만족도 93.8%,� 미접종 65세 이

상 어르신은 12월 전국보건소에 사전 문의 후 예방접종 가능 -

12.01.� (화)� 메르스,� “주의→관심”으로 위기단계 하향 조정

- 보건당국 감염병위기경보단계를 “주의”에서 “관심”으로 하향 조정,�

신종감염병 방역대책은 차질없이 추진 -

12.01.� (화)� 감염병 막는 「특급 소방수」� 역학조사관 크게 늘린다

- 감염병의 원인을 규명하고 확산을 막는 전문인력 역학조사관을 대폭

확충 예정,� 보건복지부 직제 개정안 12월 1일 국무회의에서 의결 -

12.03.� (목)� 65세 이상 어르신들 꼭 폐렴구균 예방접종 받으세요!

- 패혈증 등 사망률 높은 침습성폐렴구균감염증,� 한번 접종으로 평생

예방 효과,� 만 65세 이상이면 전국 보건소에서 무료접종 가능 -

11.29.� (일)� ‘다나의원’� C형간염 집단발생 조사 경과(9일차)

보건복지부,�질병관리본부

12.04.� (금)� ‘다나의원’�역학조사경과 및 후속 추진방향

- 12월 3일까지 C형감염 감염자 78명 확인,� ‘16년 2월까지 의료인

면허관리 강화 방안 마련 -

12.07.� (월)� 35번째 메르스 확진환자 퇴원

- 35번째 환자 12월 6일 퇴원,� 퇴원 후에도 재활치료 지속 예정 -

12.08.� (화)� 건국대학교 호흡기질환 역학조사 결과 및 후속조치 계획

- 실험환경에서 유기분진과 관련된 병원체 증식이 이뤄지고,� 가동이

중단된 환기시스템을 통해 확산되어 집단 발병 추정,� 대학 실험실의

안전환경 개선방안 마련 협력 -

지카바이러스감염증 [파나마]

-� 12.02.�파나마 토착성 3명 확진

-�지카바이러스(Zika� virus)에 의해 발생하는 모기매개 바이러스 질환

중동호흡기증후군 [사우디아라비아]

-� 11.02.~11.27.� 3명 추가감염,� 5명 사망

-�감염원인:�MERS�감염자 접촉(1),�낙타접촉(1),�노출력 모름(1)

-� 12.04.까지 전세계 1,621명 확진,� 584명 사망

뎅기열 [대만]

-� 12.02.�하루 247명 확진

-� 12.03.까지 39,898명 뎅기열 확진,� 184명 사망

지카바이러스감염증 [과테말라,�엘살바도르,�파라과이,�멕시코,�베네수엘라]

-� 11.24.-27.�과테말라 1건,�엘살바도르 3건,�파라과이 6건,�

� �멕시코 3건(해외유입:� 1건 포함),�베네수엘라 7건(4건 확진,� 3건 의심환자)

-�지카바이러스(Zika� virus)에 의해 발생하는 모기매개 바이러스 질환

뎅기열 [대만]

-� 11.30.�하루 266명 확진,� 11.25.-12.01.� 10명 사망

-� 12.01.까지 39,350명 뎅기열 확진,� 184명 사망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