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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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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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731건, 성홍열 149건, 유행성이하선염 70건, 백일해 66건 등의 순으로 신고되었습니다. 

□ 백일해 환자가 한 의료기관에서 64명 신고되어 실험실 검사 및 역학조사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 한 학교 내에서 학생 및 교직원을 중심으로 집단신고 되었습니다. 

    - 환자와의 직접적인 접촉, 기침, 재채기 등에 의한 호흡기 전파에 의해 감염될 수 있으므로, 적기예방접종으로 사전예방하고,   

       개인위생 수칙(올바른 손씻기, 기침예절 등)을 준수하시기 바랍니다.

□ 국내외 주요 감염병 소식   

     - (국내) 인플루엔자 유사증상을 보이는 환자들의 의료기관 방문이 50주부터 급격히 증가하고 있습니다. 

         * 도내 인플루엔자 표본감시 의료기관에 방문한 외래환자 1,000명당 의사환자분율: 50주차 22.5명 → 51주차 46.3명→52주차 61.7명

         인플루엔자 치료제는 증상 초기에 복용해야 효과가 높습니다. 의심증상이 발생하면 즉시 가까운 의료기관에서  진료받으세요!

     - (국외) 중동호흡기증후군(MERS-CoV) : 아랍에미리트에서 1명(오만 환자)이 추가 보고되었고, 사우디아라비아에서는 산발적 발생이

         지속되고 있습니다.  

□ 2018년에도 감염병 없는 경기도 도민을 위해 감염병관리지원단이 함께하겠습니다.                                                      

      ☞ 경기도감염병관리지원단을 활용하는 다섯 가지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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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년 경기도감염병관리지원단을 
활용하는 다섯 가지 방법  

2018년에도 어김없이 매주 경기도 감염병 소식을 전하는 경기도 감염병관리지원단입니다.                                                           

지난주 소식지에서 살펴본 2017년 감염병 관련 이슈를 보니 한 해 동안 정말 많은 일이 있었습니다. 2018년에는 감염병 관련된 

좋은 소식만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곁에 항상 감염병이 존재하지만, 환경과 병원체(세균, 바이러스 등) 그리고 우리 몸의 

삼각관계를 잘 관리한다면 2018년 한 해도 감염병 걱정 없는 건강한 경기도가 될 수 있을 것입니다. 

이를 위해 경기도 감염병관리지원단을 활용해보시면 어떨까요? 

경기도감염병관리지원단장 이 희 영

     하나, 주간 소식지로 한 주간의 소식을 한눈에!
주간 소식지는 매주 목요일 저녁 홈페이지(gidcc.or.kr)에 게시됩니다. 홈페이지는 모바일에서 보기에도 편리하게 구성되어 있고, 

주간 소식지는 파일로 다운로드 받거나 홈페이지 상에서 바로 보실 수도 있습니다. 첫 페이지에서는 일주일간 증가, 감소한 

경기도의 주요 감염병 현황과 통계를 한눈에 보여드립니다. 두 번째 페이지는 매주 달라지는 기획기사로 전문가 칼럼, 감염병 

알아보기 등 재미있는 감염병 이야기로 채워집니다. 세 번째 페이지는 한 주간의 주요 뉴스와 행사 소식을 정리하고, 마지막 페

이지는 유용한 국내외 인포그래픽을 모아서 보여드립니다. 네 페이지 주간 소식지 하나면 한 주의 감염병 소식과 알짜 정보를 한 

번에 정리할 수 있습니다. 

     둘, 경기도 감염병 통계가 궁금하다면 클릭클릭~
우리 동네에는 어떤 감염병이 많이 발생할까요? 지원단 홈페이지의 감염병 현황을 클릭하시면 감염병 통계를 지도와 그래프로 

보실 수 있습니다. 감염병은 지역 분포가 중요하여 지도로 보시는 것이 중요합니다. 시기별, 감염병별, 성별, 연령별 등 선택 버튼을 

클릭해서 선택하시면 원하는 맞춤형 정보를 보실 수 있습니다. 선택한 결과를 깔끔하게 PDF 파일로 다운받을 수도 있어서 활용

하시기 좋습니다. 

     셋, 감염병 교육과 홍보자료를 찾아라!
우리 유치원 아이들에게 손 씻기 교육을 하고 싶으시다고요? 인플루엔자에 대해 직원들에게 쉽게 알릴 자료를 찾으시나요? 

지원단 홈페이지에 모두 정리해 놓았습니다. 질병관리본부에서 제공하는 자료 외에도 경기도에 딱 맞춰 만든 자료가 가득합니다. 

     넷, 경기도감염병관리지원단 홈페이지는 보물창고!
감염병 정보에는 감염병별 참고자료가 링크로 모두 모아 정리되어 있습니다. 주요 감염병에 대해서는 간략하게 볼 수 있는 팩트시

트가 있고, 감염병에 대해 궁금한 내용은 인포시트에 담았습니다. 지원단이 발간한 보고서와 통계자료집도 다운로드 받으실 수 있

으며, 경기도 감염병 관련 기관들이 소개되어 있습니다. 감염병을 좀 더 알고 싶으시다면 홈페이지를 활용해 보십시오. 

     다섯, 보건소 직원이시라면 채널 가입필수!
지역의 감염병 관리를 책임지고 계신 보건소 직원이시라면, 지원단 채널 가입에 대해 알고 계시겠지요? 혹시라도 아직 가입하지 

않으셨다면 바로 전화 주십시오. 역학조사 지원, 교육신청, 위기대응정보 공유 등 업무에 활용하실 수 있는 공간에 어서 참여하

십시오.

http://www.gidcc.or.kr/gypd-type/%EC%A3%BC%EA%B0%84-%EC%86%8C%EC%8B%9D%EC%A7%80/
http://www.gidcc.or.kr/%ea%b2%bd%ea%b8%b0%eb%8f%84%ea%b0%90%ec%97%bc%eb%b3%91%eb%b0%9c%ec%83%9d%ed%98%84%ed%99%a9/
http://www.gidcc.or.kr/gypd-type/%ea%b0%90%ec%97%bc%eb%b3%91%ed%8c%a9%ed%8a%b8%ec%8b%9c%ed%8a%b8/
http://www.gidcc.or.kr/gypd-type/%ea%b0%90%ec%97%bc%eb%b3%91%ed%8c%a9%ed%8a%b8%ec%8b%9c%ed%8a%b8/
http://www.gidcc.or.kr/gypd-type/%EA%B0%90%EC%97%BC%EB%B3%91-%EC%9D%B8%ED%8F%AC%EC%8B%9C%ED%8A%B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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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E WEEKLY NEWS

[보건복지부] 새해 달라지는 검역감염병 오염지역, 해외

여행자 주의 당부! 12.28(수)

[보건복지부] 서울 광진구 분만의료기관 결핵환자 신고 

12.29(목)

[보건복지부] 2017 통계로 보는 보건복지 12.29(목)

[경기도청] 2018년 하반기부터 초등학생 독감 무료예방

접종 1.1(월)

해외 감염병 발생 소식

중동호흡기증후군(MERS-CoV) – 아랍에미리트(United 

Arab Emirates)

- 2017.12.11., 아랍에미리트  IHR focal point에서 1명의 중동

호흡기증후군(MERS-CoV) 추가 환자 보고

- 오만(Oman)의 엠므 지역(Hemma Region)에 거주하는 39세 남성

- 현재 증상은 없고 고향(오만)에서 격리중이며 증상 진행에 대해 

모니터링 중임

- 2017.12.2., 알아인메자드(Al Ain-Mezyad)를 통해 낙타 운송. 

총 10마리의 단봉낙타를 대상으로 중동호흡기증후군검사 시행, 

그 중 5마리 PCR 양성 확인됨

- 아랍에미리트 농림수산부는 유행지역 농장의 낙타를 조사 중이

며, 감염된 낙타는 격리 시행

- 아부다비(Abu Dhabi) 알아인(Al Ain) 질병예방검진센터에서

중동호흡기증후군 스크리닝을 통해 확인됨․

- 접촉자들은 모두 중동호흡기증후군 음성으로 판정됨

- 전 세계적으로, 중동호흡기증후군에 감염된 사람은 사망환자 

740명을 포함하여, 확진환자 2,122명이 WHO에 보고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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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8년 경기도감염병관리지원단을 
활용하는 다섯 가지 방법  

http://www.gidcc.or.kr/7228/
http://www.gidcc.or.kr/7231/
http://www.gidcc.or.kr/7231/
http://www.gidcc.or.kr/7194
http://www.gidcc.or.kr/7235/
http://www.gidcc.or.kr/7237/
http://www.gidcc.or.kr/7237/
http://www.gidcc.or.kr/7275/
http://www.gidcc.or.kr/7275/
http://www.gidcc.or.kr/gypd-type/국외소식
http://www.gidcc.or.kr/gypd-type/국내소식
http://gidcc.or.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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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역, 예방접종으로 예방할 수 있습니다! (출처: 미국질병관리본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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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방합니다
인플루엔자 예방접종받기

인플루엔자 진단시에는 어린이집, 유치원, 학교 등 등교 자제

인플루엔자 유행시기에는 사람이 많은 장소 방문 자제

자기 손으로 눈, 코, 입 만지지 않기

기침예절 실천

기침 후 반드시 
올바른 손씻기 실천

호흡기증상이 있을 시 
마스크 착용

사용한 휴지나 마스크는 바로 
쓰레기통에 버리기

기침할 때는 휴지나 옷소매 
위쪽으로 입과 코를 가리고 하기

올바른 손씻기의 생활화

흐르는 물에 비누로 
30초 이상 손씻기

외출 후, 배변 후, 식사 전·후, 기저귀
교체 전·후, 코를 풀거나 기침, 재채기 후 등

개인
위생
수칙 

http://www.gidcc.or.kr/5825/
http://www.gidcc.or.kr/5261/
https://youtu.be/mv9LILA8s5M
http://www.gidcc.or.kr/6043/
http://www.gidcc.or.kr/6043/
http://www.gidcc.or.kr/6543
http://www.gidcc.or.kr/1683/ 


인플루엔자를 
예방합니다

인플루엔자 예방접종받기

인플루엔자 진단시에는 어린이집, 유치원, 학교 등 등교 자제

인플루엔자 유행시기에는 사람이 많은 장소 방문 자제

자기 손으로 눈, 코, 입 만지지 않기

기침예절 실천

기침 후 반드시 
올바른 손씻기 실천

호흡기증상이 있을 시 
마스크 착용

사용한 휴지나 마스크는 바로 
쓰레기통에 버리기

기침할 때는 휴지나 옷소매 
위쪽으로 입과 코를 가리고 하기

올바른 손씻기의 생활화

흐르는 물에 비누로 
30초 이상 손씻기

외출 후, 배변 후, 식사 전·후, 기저귀
교체 전·후, 코를 풀거나 기침, 재채기 후 등

개인
위생
수칙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