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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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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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32건, 성홍열 91건, 유행성이하선염 62건, C형간염 42건 등의 순으로 신고되었습니다. 

□ 세균성이질 환자가 8명 신고되어 지난해 동기간(1명) 대비 크게 증가하였습니다.

    - 8명의 환자 중 6명(75%)은 필리핀 방문이력이 있는 환자였습니다.

    - 해외여행 중에는 흐르는 물에 30초 이상 비누로 올바른 손씻기, 안전한 음식 섭취, 길거리 음식 먹지 않기, 포장된 물과 

       음료수 마시기, 과일 채소는 먹기 전 깨끗한 물에 씻어 껍질 벗겨 먹기와 같은 수인성·식품매개감염병 예방수칙을 준수해야 합니다. 

□ 국내외 주요 감염병 소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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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도내 인플루엔자 표본감시 의료기관에 방문한 외래환자 1,000명당 의사환자분율: 49주차 15.4명 → 50주차 22.5명 → '18년 2주차 62.6명

            노인, 임신부, 만성질환자 등 고위험군 중 미접종자는 지금이라도 인플루엔자 예방접종을 받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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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국외) 최근 사우디아라비아로 성지순례 다녀온 후 중동호흡기증후군(MERS)에 감염된 사례가 말레이시아에서 보고되었습니다.

□ 이번주에는 중소병원의 감염관리를 지원하는 중소병원감염관리네트워크(ICCON)에 대해 소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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홈페이지를 통한 온라인 자문 

   2012년부터 온라인 자문을 지속적으로 시행하고 있습니다. 다제

내성균관리, 올바른 세척과 소독및 직원의 감염관리에 대한 자문을 시

행하고 있으며, 연 150-200여건의 자문을 통해 중소병원의 감염관

리를 강화하고 있습니다. 중소병원감염관리네트워크 홈페이지를 통

해 온라인 자문서비스를 시행하고 있으며 7일 이내 회신을 원칙으

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중소병원 감염관리 ICCON이 함께합니다.

<중소병원감염관리네트워크 자문집>

 중소병원감염관리네트워크는 6년여 진행된 중소병원 감염관리를 지원하는 유일한 

기관입니다. 예산 여건이 충분하지 않지만 전국대학병원의 감염내과, 감염관리

간호사, 임상미생물 전공 진단검사의학과 교수 등이 자문단을 이루어 내실있게 

중소병원에 대한 감염관리 자문과 지원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2017년부터 시작된 경기도 감염병관리지원단과의 협력이 더욱 확대되어 경기도내 

중소병원의 감염관리에 실질적인 기여를 할 수 있기를 기원합니다.   

중소병원 방문 컨설팅

 중소병원의 감염관리를 위한 자문위원단을 구성하여 

병원을 방문, 각 개별 병원별 맞춤 감염관리 컨설팅을 하는 

네트워크 기반을 구축하였습니다. 2016년에는 서북병원

(서울 은평구, 공공의료기관)과 협약을 하여 지역사회의 

4개 병원(요양병원 및 척추수술 전문병원)의 감염관리에 

대한 자문을 시행하였습니다.  

 ICCON : Infection Control Consulting Network(중소병원감염관리네트워크)

지역사회네트워크
 

지역의 감염관리를 선도하는 대학병원⇔ 중소병원, 감염병관리지원단(지역사회 감염관리 지원) ⇔ 중소병원을 연결하여 

교육과 컨설팅을 하도록 네트워크를 구성하였습니다. 2016년 대전과 서울 (은평)에 이어 2017년에는 서울, 경기, 인천, 

대전으로 지역을 확대하였습니다.   

서울은 한림대학교 강남성심병원과 고려대학교 구로병원이 중심이 되어 서울 서남부 

지역의 중소병원들을 대상으로 감염관리 교육을 진행하였습니다. 인천은 인천시감염병

관리지원단과 인천시의료원, 가천대 길병원이 중심이 되어 사업을 진행하였고, 경기도는 

경기도감염병관리지원단이 중심이 되어 사업을 수행하였습니다. 대전은 충남대병원, 

대전성모병원, 건양대병원, 대전을지병원이 주축이 되어 지역사회 중소병원들을 대상

으로 감염관리 교육과 실습을 진행하였습니다. 앞으로 예산이 허락한다면 전국단위로 

확대하여 진행할 예정입니다.  

<중소병원감염관리네트워크 온라인 자문>

http://www.iccon.or.kr/iccons/ebook/2016/ICCON_2016.html
http://www.iccon.or.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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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E WEEKLY NEWS

[보건복지부] 인플루엔자 유행 지속 중, 영유아·노인 등 

고위험군은 의심증상 시 치료 당부! 1.12(금)

[경기도청] 인플루엔자 의사환자 한 달째 증가 … 지속적 

주의 필요 1.14(일)

[보건복지부] 필리핀 여행 시 세균성이질 감염 주의 당부! 

1.16(화)

[질병관리본부] [보도설명자료] 경향신문, "인간광우병 

유사 증상 환자 수 ‘사상 최고’ ...감시 시스템은 ‘허술’" 

관련 1.16(화)

콜레라(Cholera) – 탄자니아(United Republic of Tanzania)

– 2015.8.15.-2018.1.7. 탄자니아(탄자니아 본토와 잔지바르) 26개

   지역에서 33,421명의 콜레라 환자 보고(사망 542건 포함,

   치명률 1.62%)

  · 탄자니아 본토에서 전체 발생건수의 약 86% 보고하였으며, 5세 

    미만의 어린이 11.4% 차지

  · 집단발병이 시작된 후 7000건이 넘는 검체의 검사가 진행되었고,

    이 중 약 47%가 배양검사에서 콜레라균(Vibrio cholerae) 양성

    으로 확인

– 2017.1.1.-2017.12.31. 탄자니아 본토와 잔지바르 지역에서

   4,985명의 콜레라 환자 보고(사망 99건 포함)

  · 콜레라의 지리적인 확산 뿐 아니라 건수도 2년 전에 비해    

    현저하게 감소

  * 2016년 동기간 14,547명의 콜레라 환자 보고(사망 225건 포함)

  · 2017년, 31주차(2017.7.31.~)는 므베야(Mbeya)지역, 43주차

    (2017.10.23.~)는 송웨(Songwe)지역, 49-52주 사이에는 유빈자 

   (Uvinza), 송웨(Songwe), 나아사(Nyasa)지구에서 가장 많은 

   수의 환자가 보고됨 ․ 

  · 잔지바르 지역은 2017.7.11 마지막 환자가 보고된 이후로 추가

   환자는 없었으나 탄자니아 본토로부터 많은 인구가 유입되고 

   있어 콜레라의 확산위험이 여전히 제기됨

해외 감염병 발생 소식

중동호흡기증후군(MERS-CoV) - 말레이시아(Malaysia)

- 2018.1.2. 말레이시아 IHR focal point는 중동호흡기증후군

(MERS-CoV) 한 명의 추가 환자 발생 보고

- 말레이시아에 셀랑고르즈(Selangor)주에 거주하는 55세 남성  

· 2017.12.13.-23 사우디아라비아로 움라(Umrah)성지순례 여행

· 2017.12.20. 리야드(Riyadh)의 낙타농장 방문력이 있으며, 이때

  단봉낙타 접촉 및 낙타유 섭취하였음

· 2017.12.24. 증상 발생하여 말레이시아 소재 병원에서 입원치료 

  받음. 현재 입원중이며 증상은 소실됨

- 말레이시아 보건부는 환자와 접촉한 밀접접촉자 70명(가족,

   성지순례 일행, 의료진, 항공사 관계자 등) 모니터링 중

· 2018.1.5.보고에 따르면 70명의 접촉자 중 61명은 무증상 

  이었으며 9명은 가벼운 증상을 보여 격리병상에 입원, 음성 확인

  후 퇴원하였음

E형 간염(Hepatitis E) –나미비아(Namibia) 

- E형간염 증상을 보이는 첫 번째 환자가 빈트후크(Windhoek)

   지역의 공립 병원에 입원

- 2018.1주차(2018.1~13)동안 같은 증상을 보이는 의심 또는 확진

   환자 총 237명이 빈트후크 (Windhoek) 지역의 여러 의료기관

   에서 보고됨

- 모든 의심환자들은 A, B, C형 간염 검사결과 음성으로 나타남.

- 237건 중 41건을 대상으로 추가검사를 실시

  · 2018.1.8. 총 21건에서 E형 간염 IgM 항체검출

- 2017.11.19. 사망한 확진환자 1명

  · 26세 여성으로 사망 4일전 출산하였으며 아기의 상태는 알려

    지지 않음

- 대다수의 환자가 호마스(Khomas)주 빈트후크(Windhoek)에서 

   발생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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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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