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경기도 감염병 주간소식은 경기천년체로 작성되었으며, http://www.gg.go.kr/archives/3735027에서 다운로드 받아 설치하면 가장 최적화된 내용을 보실 수 있습니다.
 ◎ 경기도 감염병 주간소식을 정기구독하고 싶으시거나 내용에 관련된 문의가 있으시면, E-mail(gidcc2014@gidcc.or.kr)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기도 감염병 주간소식 통계 이용 시 주의사항)
- 감염병 신고현황은, 발행일 기준으로 질병관리본부 감염병웹통계시스템(is.cdc.go.kr)에 제공되는 자료에 기초하여 작성되었습니다.
- 2017년 자료는 변동 가능한 잠정통계로, 각 질병별로 규정된 신고범위(환자, 의사환자, 병원체보유자)의 모든 신고건을 포함합니다. 
- 별도의 감시체계로 운영되는 결핵, HIV 및 표본감시대상 감염병은 제외되었습니다.

□ 『경기도 감염병 주간소식』이 통권 제101호부터 대폭 개편되었습니다.

     - 보다 생동감 있는 컨텐츠와 깊이 있는 내용으로 찾아뵐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노력하겠습니다.

     - 마우스 커서 모양이 에서  로 바뀌는 곳을 클릭하시면, 보다 자세한 내용을 보실 수 있습니다.

     - 자세한 활용방법은 『주간소식지 200% 활용하기』 를 참고하세요.

□ 이번 주 감염병은 (아래 그림 왼쪽부터) 수두 336건, 성홍열 114건, 유행성이하선염 101건 등의 순으로 신고되었습니다.      

□ (지난 4주 평균 대비) 말라리아, 쯔쯔가무시증, 신증후군출혈열 환자 신고가 증가하고 있습니다.  

     - 그렇지만 말라리아 신고건수는 2016년 동기간(1-28주) 대비 25% 정도 감소하였습니다.

□ 이번 주에는 금년 발생이 증가하고 있는 레지오넬라증 발생현황과 최근이슈를 점검하였습니다.

□ 휴가철을 맞아 건강한 해외여행을 위한 감염병 예방방법을 『경기도 감염병 주간소식』에서 자세히 알아보세요.

□ 국내외 주요 감염병 소식   

    - (국내) 물과 식품에 의한 설사질환이 증가하고 있습니다. 끓여먹기, 익혀먹기, 손씻기 등 기본 예방수칙 준수하세요.

    - (국외) E형간염(나이지리아), 콜레라(나이지리아), 조류인플루엔자인체감염증(중국), 뎅기열(스리랑카)

       클릭! 하시면 보다 자세한 감염병 현황을 보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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레지오넬라증 최근 발생동향

레지오넬라증은 2013년부터 증가추세에 있습니다.

2013 2014 2015 2016

전국 21 30 45 128

경기 3 5 13 22

(국내 이슈)

- 2016년 8월 인천광역시 중구 소재 숙박업소에 투숙한 47세 남성 환자에서 

레지오넬라증 발생

- 2016년 10월 레지오넬라증 환자가 거주했던 경기도 평택시 소재 공동

주택 온수에서 레지오넬라균 검출

(해외 이슈)

- 2016년 10월 영국 등 유럽국가들에서 아랍에미리트 두바이 여행과 관련된 

레지오넬라증 환자 다수 발생

- 2017년 3월 일본 히로시마현 미라하시 온천 입욕시설 이용자 40여명에서 

레지오넬라 폐렴 발생

경기도 레지오넬라증 발생현황

2017년에는 28주까지 16건의 레지오넬라증 

환자(의사환자 포함) 신고

- 환자의 연령은 모두 40세 이상

- 남성환자가 12명으로 더 많음

- 남양주시에서 5건으로 가장 많이 신고

- 계절적 발생양상은 뚜렷하지 않음

지역사회 다중이용시설 레지오넬라균 검사 현황

2016년 전국 다중이용시설 레지오넬라균 검출 현황에 따르면, 찜질방

(15.3%), 대형건물(12.0%), 대형목욕탕(10.3%) 등의 순으로 검출

- 경기도에서 2003, 2008-12, 2015년 조사된 결과에서도 유사한 양상 확인

출처: 질병관리본부

레지오넬라증
Legionnires' disease 

ⓒ wikipedia

미국 펜실베니아 필라델피아 
Bellevue-Stratford Hotel

1976년 7월 21일부터 이 호텔에서 
3일간 재향군인(legionnaires) 
총회 개최.

회의가 종료된 지 3일 후인 1976년 
7월 27일부터 이 회의에 참석했던 
재향군인 중에서 심정지 및 원인
미상의 폐렴 등의 환자 발생.

이후 집단발생의 원인이 세균에 
의한 것으로 밝혀졌고, 이 세균은  
Legionella pneumophila라고 불
려짐.

최초 레지오넬라증 집단발생의 
진원지였던 이 호텔은 집단발생 
4개월 후인 1976년 11월 폐쇄되
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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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E WEEKLY NEWS

국내소식

[경기도청] 본격적인 휴가철 수인성 식품매개 감염병 주의 당
부 07.14(금)

[경기도청] 경기도, 일본 뇌염 전파 모기 첫 발견. 예년보다 
2~3주 빨라 07.19(수)

[경기도청] 경기도 감염병관리위원회 첫 시동 … 감염병 신속 
대응 07.20(목)

[보건복지부] 감염병 예방수칙 준수로 건강한 여름휴가 보내
세요! 07.17(월)

[질병관리본부] 모네여성병원 결핵역학조사 1차 검사결과 및 
관련 대책 07.19(수)

[질병관리본부] 유럽에서 홍역 유행 지속, 방문 시 감염 주의 
07.19(수)

[질병관리본부] 홍콩 대만, 여름임에도 인플루엔자 유행… 현
지 여행 시 주의 당부! 07.20(목)

[식약처] 하절기 다중이용시설 전국 합동점검 결과 07.20(목)

[식약처] 식약처, 여름 휴가철 식·의약품 건강안전 정보 제공 
07.20(목)

[식약처] 다진고기로 만든 분쇄가공육 제조업체 일제 점검 실
시 07.20(목)

해외 감염병 발생 소식(WHO DONs)

급성 E형간염 (Acute hepatitis E) - 나이지리아(Nigeria) 07.12(수)

- 2017.05.03.-07.02. 나이지리아 북동부 지역에서 142건의 E형 간염 환자 발

생, 이들 중 21건에서 확진

콜레라 (Cholera) - 나이지리아(Nigeria) 07.12(수)

- 2017.06.18. 나이리지아 쿠와라(Kwara)에서 콜레라 발생 보고

- 2017.06.30. 까지 1,558건의 콜레라 의심사례 보고, 치명률 0.7%

조류인플루엔자인체감염증 (Human infection with avian 

influenza A[H7N9]) - 중국(China) 07.19(수)

- 2017.06.19.-06.30. 중국에서 조류인플루엔자A(H7N9) 인체감염증 확진 환

자 21명을 추가 보고

- 주별 신고환자 수는 금년 2월 초를 정점으로 점차 감소하고 있음

- 2016.01.01.부터 시작된 이번 5차 유행은 이전 유행보다 지리적 규모가 커서 

사람과 동물에서 감시체계와 방역 강화가 요구됨

뎅기열 (Dengue fever) - 스리랑카(Sri Lanka) 07.19(수)

- 2017.01.01.-07.07. 스리랑카에서 뎅기열 환자 80,732건(사망 215건 포함) 

보고, 이는 2010-2016년 동기간 평균 환자수보다 4.3배 높은 수준

- 스리랑카에서는 우기에 이어 5~7월 사이에 뎅기열 발생이 증가하며, 이번 유

행에는 과거 드물게 발견되던 DENV-2 혈청형이 유행하고 있음

경기도감염병관리지원단 교육 및 행사

제3차 경기도 감염병 위기평가회의

일시 / 장소 : 2017.07.20.(목) 16:00~17:00 / 경기도감염병관리지원단 긴급상황실

대상 : 경기도청, 경기도감염병관리지원단, 경기도감염병관리지원단 자문위원 등

담당 : 이선주 (031-738-0308)

2017 경기도 감염병 표본감시 참여기관 대상 교육

일시 / 장소 : 2017.08.11.(금) 13:00~18:00 / 서울대학교 분당캠퍼스 헬스케어혁신센터 미래홀

대상 : 경기도내 보건소  및 표본감시 참여 의료기관

담당 : 김나영 (031-738-0305)

제4차 경기도 감염병 위기평가회의

일시 / 장소 : 2017.08.24.(목, 예정) 16:00~17:00 / 경기도감염병관리지원단 긴급상황실

대상 : 경기도청, 경기도감염병관리지원단, 경기도감염병관리지원단 자문위원 등

담당 : 이선주 (031-738-0308)

※ 세계보건기구(WHO) 에 보고된 감염병 집단발병소식(DONs)은

www.gidcc.or.kr/gypd-type/국외소식 에서 번역된 전문을 확인하세요.

※ 매일 언론을 통해 발표되는 경기도 및 국내 주요 감염병소식을

www.gidcc.or.kr/gypd-type/국내소식 에서 한 눈에 확인하세요.

밑줄을        클릭! 하시면 경기도감염병관리지원단 홈페이지에서 자세한 내용을 보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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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여행 후 감염병 증상이 의심되면 1339로 신고하세요!

INFOGRAPHICS
그림을        클릭! 하시면 경기도감염병관리지원단 홈페이지에서 자세한 내용을 보실 수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