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원인  야외활동 시 SFTS바이러스에 감염된 참진드기에 물려 전파

예방  수풀 환경에서 작업 시 작업복 착용, 돗자리 사용 등 노출 최소화

(경기도 발생현황)

- 12월과 1월을 제외하고 연중 발생하나, 9~10월에 60% 이상이 신고됨

- 경기도 전역에서 발생하나 가평, 남양주 등 경기북동부에서 60% 이상 신고됨

- 남녀 모두 감염되나 남성환자가 약간 많음

- 90% 이상이 50대 이상이나 20대 초반의 감염사례도 보고됨

원인  야외활동 시 쯔쯔가무시균에 감염된 털진드기 유충에 물려 발생

예방  수풀 환경 작업시 작업복 착용,돗자리를 사용 등 노출 최소화

(경기도 발생현황)

- 연중 발생하나 10~12월에 85% 이상이 신고됨

- 경기도 전역에서 신고되나, 화성, 평택 등 경기남서부에서 50% 이상이 신고됨

- 남녀 모두 감염되나 여성환자가 20% 정도 더 많음

- 전 연령에서 발생하나 50대 이상이 70% 이상을 차지함

원인  냉각탑수, 목욕탕 등 오염된 물에 증식한 레지오넬라균을 흡입하여 발생

예방  냉각탑수 및 냉,온수 급수 시스템 청소와 소독, 온도 및 소독제 잔류 농도 관리 

(경기도 발생현황)

- 연중 발생하나 여름(6-8월)과 가을(9-11월)에 각각 30% 이상이 신고됨

- 경기도 전역에서 신고되나, 2017년 남양주에서만 5건, 의정부, 부천 각2건씩 신고됨

- 남녀 모두 감염되나 남성환자가 여성환자에 비해 3배 정도 더 많음

- 대부분이 40세 이상에서 발생하나 10대 후반의 감염사례도 보고됨

원인  바이러스에 감염된 사람이 기침이나 재채기 시 배출되는 비말로 전파, 사람 간 

직접 접촉 또는 환경 접촉으로 감염

예방  예방 접종, 30초 이상 손 씻기, 기침예절 등 개인위생 관리, 옷소매 위쪽으로 기침하기

(경기도 발생현황)

- 연중 발생 가능하나, 유행주의보는 12~1월경 발령되어 다음 해 5~6월경 해제됨

- 단체생활이 많은 학생(7-18세)에서 발생이 가장 높으며, 영유아(0-6세) 및 19-49세

의 성인에서 그 다음으로 발생이 높음

원인  바이러스에 오염된 물 또는 음식을 섭취, 사람 간 직접 접촉 또는 환경 접촉으로 감염

예방  30초 이상 손씻기, 안전한 물과 음식먹기, 위생적으로 조리하기 등

(경기도 발생현황)

- 연중 발생 가능하나, 10월 중순부터 검출이 증가하여 12~1월을 정점으로 5~6월까

지 검출되고 있음 (전국 5세 이하 설사환자 실험실감시)

- 노로바이러스에 의해 발생한 설사질환 집단발생은 2017년 상반기 경기도 전체 발생

의 30%를 차지함 (2016년 상반기 13%, 2016년 하반기 11% 대비 증가)

질병관리본부가 선정한

   하반기 주의하여야 할 국내유행 감염병의 경기도 발생현황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