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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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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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타 감염병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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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클릭! 하시면 보다 자세한 감염병 현황을 보실 수 있습니다.

□ 이번주는 수두 187건, 성홍열 99건, 유행성이하선염 87건, C형간염 43건 등의 순으로 신고되었습니다.      

□ (지난 4주 평균 대비) 성홍열, 쯔쯔가무시증, 백일해, 레지오넬라 등 환자 신고가 증가하였습니다.

     - 농업활동 등 야외활동 증가로 인해 환자가 증가하는 쯔쯔가무시증 : 지난 4주 평균 4건 → 이번 주 10건 신고

     - 예방접종으로 예방이 가능하지만 최근 특정지역을 중심으로 증가하는 백일해 : 지난 4주 평균 3건 → 이번 주 7건 신고

     - 환경수계에 증식한 레지오넬라균에 의해 사계절 발생할 수 있는 레지오넬라증 : 지난 4주 평균 2건 → 이번 주 4건 신고

□ 가을철 주의해야 하는 진드기에 의한 감염병과 예방방법을, 『경기도 감염병 주간소식』에서 자세히 알아보세요.          

□ 국내외 주요 감염병 소식   

      - (국내) 레지오넬라증 증가세가 지속되고 있어, 레지오넬라균이 증식하기 쉬운 환경에 대한 철저한 관리가 필요합니다.

                  9/4부터 생애 처음 인플루엔자 예방접종을 받는 생후 6~59개월 어린이를 대상으로 무료접종이 시작되었습니다.

     - (국외) 중동지역 MERS 발생이 지속되고 있어 귀국하는 사람들을 대상으로 지속적인 MERS 모니터링이 필요합니다.

□ 『경기도 감염병 주간소식』 활용방법은 『주간소식지 200% 활용하기』 를 참고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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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느새 아침저녁으로 쌀쌀한 바람이 불면서 가을이 오는 것을 느끼게 된다. 업무상 감염병 관

리를 담당하고 있는지라 계절이 바뀌면 어떤 감염병이 기승을 부리는지 신경을 쓰게 된다. 보통 

가을이 오면 환절기 감기를 조심하는 게 중요하지만, 못지않게 중요한 가을철 감염 질환이 있다. 

바로 3대 가을철 열성 질환이라고 알려진 쯔쯔가무시증, 신증후군출혈열, 렙토스피라증이다. 

  이 가을철 열성 질환들의 국내 발생빈도는 그렇게 높지 않다. 쯔쯔가무시증의 발생이 가장 많아 

연 8,000~9,000건 정도이고, 신증후군출혈열은 연 400건, 렙토스피라증은 연 50건 정도 밖에 되지 

않는다. 그러나 야산이나 농지로 지역을 한정하면 발생률도 꽤 높고, 한 번 감염되면 증상이 심하

여 입원치료가 필요한 경우가 대부분이다. 또한 쯔쯔가무시증의 경우에는 노인에게 발생할 경우 

사망률도 비교적 높다. 그렇기 때문에 이 감염병들에 대한 간단한 정보와 예방법을 숙지하는 것이 

가을철 감염 질환 예방에 도움이 될 것이다.

전문가 컬럼

가을철 열성 질환 예방에 대하여
"감염병의 예방을 위해 가장 먼저 알아야 하는 것은 그 감염병이 ‘어떻게 전파가 되는지’ 이다.

이것을 잘 알아야 전파를 막을 수 있기 때문이다."

경기도 역학조사관 

양 경 호

  감염병의 예방을 위해 가장 먼저 알아야 하는 것은 그 감염병이 ‘어떻게 전파가 되는지’ 이다. 이것을 잘 알아야 전파를 막을 수 

있기 때문이다. 앞서 언급한 세 가지 가을철 열성 질환들은 사람한테서 전파가 되지 않고 동물 혹은 곤충을 통해 전파가 된다는 

점은 같지만, 상세한 전파양식은 각기 다르다.

  먼저 쯔쯔가무시증은 털진드기의 유충에 물려 전파가 된다. 진드기가 보통 풀에 많이 있기 때문에 추석 때 성묘를 가거나 풀

베기를 할 때 많이 발생하게 된다. 신증후군출혈열은 건조된 들쥐의 침이나 배설물이 사람의 호흡기로 들어가서 발생하게 되며, 

호흡기로 전파되기 때문에 예방이 조금 까다롭다. 마지막으로 렙토스피라증은 감염된 야생동물이나 가축의 소변에 사람의 피부

나 점막이 노출되면서 전파되며, 직접 동물에 접촉하지 않더라도 오염된 물을 통해서 감염될 수 있다. 

  세 질환의 증상에 대해서도 간단히 알아보자. 

  먼저 쯔쯔가무시증은 발열, 오한, 두통, 목 주변 림프절의 비대 등이 나타나고 열이 발생한 지 약 1주일 후 피부에 붉은 반점이 

생겨 몸통에서 사지로 번진다. 털진드기에 물린 부위에 딱지(가피)가 생기는 것이 특징이다. 신증후군출혈열은 열이 발생하고 

혈압이 저하된 후 소변이 감소하는 증상이 연이어 나타나는 게 특징이다. 이런 과정이 2주 정도 나타난 후 회복이 되지만, 저혈

압이 나타나거나 소변이 감소하는 동안 적절한 치료를 하지 않으면 사망하거나 합병증이 발생할 수 있다. 렙토스피라증은 대부

분의 경우 약간의 발열만 나타나지만 증상이 심한 경우 발열, 오한, 두통, 결막충혈과 더불어 폐렴이나 간부전, 신부전, 심근염이 

발생하기도 한다. 특히 간부전이 합병된 경우 사망률이 높기 때문에 주의하여 치료해야 한다. 

  이제 이 가을철 열성 질환들의 예방법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자.

  이 질환들의 전파양식에서 살펴보았듯이 기본적으로 도심이 아닌 농지나 야산에서 발생하고 노출된 피부를 통해 감염된다.  

그래서 첫째로 야외활동 시 약간 덥더라도 긴팔옷과 긴바지를 입는 것이 좋다. 부득이하게 야외에 오래 있을 경우 장화를 신고, 

목은 스카프 등으로 덮어 피부의 노출을 최소화하는 것을 권장한다. 둘째로 잔디 혹은 땅바닥에 눕지 말아야 하고 옷을 풀밭에 

놓아두는 것도 피해야 하며, 야외활동 후에는 옷을 제대로 털어 세탁을 하고 몸을 씻는 것이 좋다. 셋째로 깨끗하지 않은 물에 

몸을 담구는 것을 삼가야 한다.  마지막으로 야외활동 후 2주 이내에 열이 나면 의료기관에 가서 진료를 받고, 이 때 의료진에

게 야외활동 내역을 꼭 말해야 한다. 

  우리 모두 상기의 주의사항을 염두에 두고 가을철 열성 질환을 예방하도록 하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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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병관리본부] 레지오넬라증 증가 추세 지속, 환경관리 주의 

당부 09.07(목)

[보건복지부] 국제공인 예방접종지정기관 확대 운영 09.12(화)

[보건복지부] 가을철 진드기에 물리지 않도록 주의하세요! 

09.14(목)

[질병관리본부] 결핵 예방을 위한 경피용 BCG 백신 무료 임시

예방접종 시행 09.14(목)

[식품의약품안전처] 가을 나들이 철 다중이용시설 전국 교차 

위생점검 실시 09.07(목)

[경기도] 경기도, 신종감염병 위기대응 모델 평가회 개최 09.07(목)

[경기도] 철저한 반복훈련으로 ‘제2의 메르스’ 막는다！09.08(금)

해외 감염병 발생 소식

중동호흡기증후군(MERS-CoV)-오만(Oman)

- 2017.8.30. 오만 IHR 담당관은 1명의 중동호흡기증후군 환자 보고

- 이는 지난 2016.11.29. 이후 첫 보고로, 환자는 Al Musanaa Batinah 지역

에 거주하는 54세 남성으로 낙타접촉력이나 환자접촉력 등은 없다고 응답함

- 중동호흡기증후군으로 인해 전 세계적으로는 최소 722명의 사망을 포함하여 

2,080명의 인체감염 사례가 보고되었음

조류인플루엔자인체감염증 A(H7N9)-중국(China)

- 2017.08.18.~09.04. 사이 중국위생가족계획위원회(NHFPC)은 조류인플루엔자 

A(H7N9) 인체감염증 확진 환자 4명 추가 보고

- 보고된 환자 중 2명은 사망하였으며, 신장 위구르 자치구(Xinjiang Uyghur 

Autonomous Region)에서 보고된 2명의 환자는 중증이었음

- 중국정부는 최근 몇 주간 매우 낮은 빈도로 환자가 보고되고 있으나, 이전의 유행

상황과 최근의 양상을 고려하여, 산발적이 발생 가능성이 여전히 높을 것으로 평가

하고, 각 성에 감염예방과 관리가 경시되지 않고, 환자가 적시에 발견되어 적절하게 

관리될 수 있도록 경계를 늦추지 말 것을 당부

경기도감염병관리지원단 교육 및 행사

수원시 생물테러 대비대응 훈련
일시 / 장소 :  2017. 09. 20(수) / 수원월드컵경기장
대상 : 경기도청, 경기도감염병관리지원단, 수원시 영통구 보건소 [담당 : 김경남(031-738-0306)]

제5차 경기도 감염병 위기평가회의

일시 / 장소 :  2017. 09. 21(목) / 경기도감염병관리지원단 긴급상황실

대상 : 경기도청, 경기도감염병관리지원단, 경기도감염병관리지원단 자문위원 등 [담당 : 이선주(031-738-0308)]

경기도 중소병원(노인전문병원) 감염관리 교육
일시 / 장소 : 2017. 09. 26(화) 13:00~17:00 / 분당서울대학교병원 헬스케어혁신파크 제5세미나실
대상 : 경기도 노인전문병원 5개 및 시립 노인전문병원 2개 등(약50명) [담당 : 김경남(031-738-0306)]

경기도 감염병관리정보시스템 사용자 기본교육
일시 / 장소 : 2017. 09. 26(화) 9:00~12:00/ 경기도감염병관리지원단 긴급상황실
대상 : 시·군 보건소 감염병 관리 담당자, 보건환경연구원, 의료기관 [담당 : 박은정(031-738-0302)]

경기도 감염병관리정보시스템 사용자 심화교육
일시 / 장소 : 2017. 09. 27(수) 13:00~17:00/ 경기도감염병관리지원단 긴급상황실
대상 : 시·군 보건소 감염병 관리 담당자, 보건환경연구원, 의료기관 [담당 : 박은정(031-738-0302)]

※ 세계보건기구(WHO) 에 보고된 감염병집단소식(DONs)은

 www.gidcc.or.kr/gypd-type/국외소식에서 번역된 전문을 확인 하세요.

밑줄을        클릭! 하시면 경기도감염병관리지원단 홈페이지에서 자세한 내용을 보실 수 있습니다.

국내소식

※ 매일 언론을 통해 발표되는 경기도 및 국내 주요 감염병소식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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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http://www.gidcc.or.kr/5721/
http://www.gidcc.or.kr/5721/
http://www.gidcc.or.kr/5796/ 
http://www.gidcc.or.kr/5812/ 
http://www.gidcc.or.kr/5812/ 
http://www.gidcc.or.kr/5823/ 
http://www.gidcc.or.kr/5823/ 
http://www.gidcc.or.kr/5725/
http://www.gidcc.or.kr/5725/
http://www.gidcc.or.kr/5770/ 
http://www.gidcc.or.kr/5784/ 
http://www.gidcc.or.kr/5804
http://www.gidcc.or.kr/5810
http://www.gidcc.or.kr/5153/
http://www.gidcc.or.kr/5585/
http://www.gidcc.or.kr/5470/
http://www.gidcc.or.kr/5742/
http://www.gidcc.or.kr/5747
http://www.gidcc.or.kr/gypd-type/국외소식
http://www.gidcc.or.kr/gypd-type/국내소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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쯔쯔가무시증 알아봅시다.(출처: 질병관리본부)

감염병 없는 
풍성한 가을 
함께 준비해요!

(2)진드기와 감염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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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http://www.gidcc.or.kr/1683/ 
http://www.gidcc.or.kr/4560/
http://www.gidcc.or.kr/5825/ 
http://www.gidcc.or.kr/1686/ 
http://www.gidcc.or.kr/4560/
 http://www.gidcc.or.kr/5757/


진드기를 아시나요?

- 몇 년 전부터 진드기에 물려 사망했다는 뉴스를 종종 접하게 

되었습니다. 이를 반영하듯 인터넷 포털 사이트에서도 '진드기'에

대한 검색이 5월 이후 증가하고 있습니다.

- 진드기는 성장을 위해 사람이나 동물의 체액을 흡입하는데

이 과정에서 사람에게 질병을 일으키는 병원체를 옮기기도 합니다.

- 보건당국에서는 "가을철 진드기에 물리지 않도록 주의하세요!"라는

안내를 하고 있습니다.

- '지피지기면 백전백승'이란 말처럼, 진드기에 물리지 않으려면 '진드기가 무엇인지' 알아야겠죠? 다음 그림 중 진드기는 무엇일까요? 

진드기에 물려서 걸릴 수 있는 감염병은 어떤 것들이 있나요?

- 진드기에 물려서 걸리는 감염병을 '진드기 매개 감염병'이라고 합니다.

- 왼쪽 첫번째 그림은 종종 '살인진드기'로도 불리는 '작은소피참진드기'로 중증열성혈소판감소증후군 등을 일으킵니다.

이것과 비슷하게 생긴 참진드기 종류는 라임병이나 진드기매개뇌염을 일으키기도 합니다.

- 왼쪽 두번째 그림은 '활순털진드기'로 쯔쯔가무시증(또는 덤불티푸스) 등을 일으킵니다.

진드기 매개 감염병 이렇게 예방하세요. 

- 야외활동을 할 때는 긴팔옷, 긴바지, 모자 등을 착용하고, 소매는 단단히 여미고 바지는 양말 속으로 넣어 피부노출을 최소화

합니다. 기피제를 사용하는 것이 일부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 외출 후 돌아와서는 반드시 샤워나 목욕을 하고, 몸에 진드기가 붙어 있는지 꼼꼼하게 확인합니다. 진드기는 습한 곳이나 체

모가 있는 곳을 특히 좋아합니다.

- 몸에 붙어 있는 진드기를 발견하면 오른쪽 그림과 같이 핀셋으로 주둥이를 

잡고 위로 잡아당겨 제거하거나, 의료기관을 방문하여 제거합니다.

(정답, 왼쪽부터) 작은소피참진드기(그림출처: Wikipedia) , 활순털진드기(그림출처: kCdC), 집먼지진드기(그림출처: Wikipedia), 먼지다듬이(그림출처: Wikimedia), 진딧물(그림출처: pxhere)

감염병 없는 
풍성한 가을 
함께 준비해요!

(2)진드기와 감염병

'진드기' 검색 트렌드, 16.09.15.~17.09.14 (출처: 네이버데이터랩)
※ 그래프는 네이버에서 해당검색어가 검색 및 클릭된 횟수를 일별/주별/월별 각각 합산

하여 조회기간 내 최대 검색량을 100으로 표현하여 상대적인 변화를 나타냅니다.

(그림출처: 미국CDC)

http://www.gidcc.or.kr/5812/ 
http://www.gidcc.or.kr/?s=%EC%A4%91%EC%A6%9D%EC%97%B4%EC%84%B1%ED%98%88%EC%86%8C%ED%8C%90%EA%B0%90%EC%86%8C%EC%A6%9D%ED%9B%84%EA%B5%B0
http://www.gidcc.or.kr/?s=%EB%9D%BC%EC%9E%84
http://www.gidcc.or.kr/?s=%EC%A7%84%EB%93%9C%EA%B8%B0%EB%A7%A4%EA%B0%9C%EB%87%8C%EC%97%BC
http://www.gidcc.or.kr/?s=%EC%AF%94%EC%AF%94%EA%B0%80%EB%AC%B4%EC%8B%9C
http://datalab.naver.com/keyword/trendResult.naver?hashKey=N_26ce1d176110efcccd9c5110efa563bd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