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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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난 4주 평균대비

증가 감소 변동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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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39건, 성홍열 83건, 유행성이하선염 78건, C형간염 40건 등의 순으로 신고되었습니다.      

□ (지난 4주 평균 대비) 대표적인 학교감염병인 수두, 성홍열, 유행성이하선염, 백일해 환자 신고가 증가하였습니다.

     - 개학 이후 5~9세 어린이에서 수두와 성홍열이 각각 지난 4주 평균 대비 1.5배, 1.4배 증가하였습니다.

     - 10-19세 어린이와 청소년에서의 유행성이하선염도 지난 4주 평균 대비 1.4배 증가하였습니다.

     - 예방접종으로 예방이 가능하지만 최근 특정지역을 중심으로 증가하는 백일해 : 지난 4주 평균 4건 → 이번 주 6건 신고

     - 여름이 지나가며 모기에 의해 매개되는 말라리아 소폭 감소: 지난 4주 평균 14건 → 이번 주 12건 신고

□ 국내외 주요 감염병 소식   

      - (국내) 9/26부터 75세 이상 어르신을 대상으로 인플루엔자 무료 예방접종이 시작됩니다.

                 야외활동이 증가하는 계절이 다가옴에 따라, 감염병 예방을 위해 진드기에 물리지 않도록 주의하세요.

     - (국외) 주요 여행국인 동남아시아, 유럽 등에서 감염병 해외유입이 지속되고 있습니다. 해외여행은 예방접종 먼저!

□ 『경기도 감염병 주간소식』 활용방법은 『주간소식지 200% 활용하기』 를 참고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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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일해 과거 발생 동향

- 백일해는 1955년 이후 감소하다 2000년대부터 소폭 증가하고 있습니다. 

- 가장 많은 발생을 보이는 연령은 1세 미만이나 15세 이상 이었습니다.

백일해
Pertussis, Whooping cough, 100-day cough

출처: 최영준 등(2012) 

백일해 최근 발생 동향

- 백일해는 2011년부터 증가추세에 있습니다.

2011 2012 2013 2014 2015 2016 2017(~37주)

전국 97 230 36 88 205 129 190

경기 23 10 9 14 21 17 67

(국내 이슈)

- 2012년 5월 전남 영암군의 한 고등학교에서 백일해 집단발생, 영암군과 인근 목포시에서 확진환자 64명

을 포함한 167명의 환자 발생

- 2015년 경북, 경남, 서울, 경기 등지에서 백일해 환자의 산발적 증가

(해외 이슈)

- 2007년 일본 대학생들 361명에서 백일해 대규모 유행 발생

- 최근 미국 및 서구 유럽국가에서도 청소년, 성인에서 백일해 발생 증가

백일해 경기도 발생 현황

- 2017년 환자가 산발적으로 발생하며, 특정 지역에서는 초등학교에서의 집단발생도 확인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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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년 백일해 신고현황 (주차별) 환자분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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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산시 2017년 백일해 신고현황 (주차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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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천/시흥/안산/광명 2017년 백일해 신고현황 (주차별)

광명시

남양주

부천시

안산시

오산시

2017년 백일해 신고건수(시군별)

      백일해에 걸린 어린이의 기침소리는,

          특징적인 흡기성호흡(Whoop)이
                   있을수도

없을수도 있습니다.             

경기도에서 백일해가 증가하고 있습니다.

2주 이상 기침하면 백일해도 의심하세요.

(소리출처:  http://www.whoopingcough.net)

http://www.whoopingcough.net/whoop-child-slightwhoop.wav
http://www.whoopingcough.net/paroxysm.wa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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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E WEEKLY NEWS

[보건복지부]가을철 진드기에 물리지 않도록 주의하세요!  

09.14(목)

[보건복지부]결핵 예방을 위한 경피용 BCG 백신 무료 임시예방

접종 시행 09.14(목)

[보건복지부]향후 5년간 촘촘한 결핵관리방안 마련 위한 공청

회 개최 09.17(일)

[보건복지부]인천공항에 간 신구의 첫마디 “해외여행은 예방접

종 먼저!” 09.18(월)

[보건복지부]75세 이상 어르신, 9월 26일부터 인플루엔자 무료

접종 시작 09.18(월)

해외 감염병 발생 소식

치쿤구니야열-이탈리아(Italy)

- 2017.09.14.까지 이탈리아에서 14명의 환자가 자국 내 감염으로 확인되었음

  * 6명은 수도 로마(Rome), 8명은 해안지역인 안치오(Anzio)에서 발생하였으며, 추

가환자는 조사 진행 중

  * 첫 환자의 증상은 08.05.에 시작되었으며, 마지막 환자의 증상은 08.25.-09.07.에 

시작됨.

- 세계보건기구(WHO)는 다음의 이유로 추가 전파의 위험이 있다고 평가함

 * 흰줄숲모기(Aedes albopictus)는 지중해 유역에 서식하고 있으며, 이 매개체를 통

해 과거에 치쿤구니야열 유행이 지속된 것을 확인한 바 있었음 

 * 최근 환자가 발생한 지역은 인구가 밀집된 지역으로 특히 여름철에 여행객들이 많

이 방문하는 지역

 * 치쿤구니야열은 대부분 아프리카, 아시아, 미주, 인도아대륙 등에서 발생하나, 

2007년 이탈리아 북동부의 에밀리아로마냐(Emilia Romagna) 지역을 처음으로 유

럽에서의 전파가 보고되었음. 이 기간 동안 유럽에서 217명의 환자가 확진되었고, 이

를 통해 유럽에서도 흰줄숲모기에 의한 유행이 가능하다는 것을 확인하는 계기가 됨.

 * 최근, 2017년 8월 초 프랑스 바(Var Department)에서 다른 국내 유행이 지속되

고 있음

경기도감염병관리지원단 교육 및 행사

2017년 경기도 지역사회 네트워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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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6차 경기도 감염병 위기평가회의

일시 / 장소 : 2017.10.19.(목) 16:00~17:00 / 경기도감염병관리지원단 긴급상황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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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7년 신종·재출현감염병 위기대응 훈련

일시 / 장소 : 2017.10.26.(목) 09:00~18:00 / 분당서울대병원 헬스케어혁신파크 미래홀

대상 : 경기도청, 경기도감염병관리지원단, 유관기관 [담당 : 김경남 (031-738-0306)]

2017년 경기도 감염병 신규담당자 교육(G-FMTP)

일시 / 장소 : 2017.10.31.(화) 09:00~18:00 / 분당서울대병원 헬스케어혁신파크 제5세미나실

대상 : 경기도청, 경기도감염병관리지원단, 보건소 등 [담당 : 김나영 (031-738-030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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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812/
http://www.gidcc.or.kr/5812/
http://www.gidcc.or.kr/5823/
http://www.gidcc.or.kr/5823/
http://www.gidcc.or.kr/5841/
http://www.gidcc.or.kr/5841/
http://www.gidcc.or.kr/5839/
http://www.gidcc.or.kr/5839/
http://www.gidcc.or.kr/5862/
http://www.gidcc.or.kr/5862/
http://www.gidcc.or.kr/5898/ 
http://www.gidcc.or.kr/5470/ 
http://www.gidcc.or.kr/5742/
http://www.gidcc.or.kr/5747/ 
http://www.gidcc.or.kr/5890/ 
http://www.gidcc.or.kr/5892/ 
http://www.gidcc.or.kr/5895/ 
http://www.gidcc.or.kr/gypd-type/국외소식
http://www.gidcc.or.kr/gypd-type/국내소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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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인 인플루엔자 예방접종 캠페인!(출처: 질병관리본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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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http://www.gidcc.or.kr/1683/ 
http://www.gidcc.or.kr/5881/
 http://www.gidcc.or.kr/5757/
http://www.gidcc.or.kr/5825/ 
http://www.gidcc.or.kr/5563/ 
http://www.gidcc.or.kr/1686/ 
http://www.gidcc.or.kr/5881/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