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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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7, 2018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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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79건, 유행선이하선염 58건, C형간염 31건 순으로 신고되었습니다. 

□ A형간염은 지난 4주 평균 대비 증가 양상을 보이고 있습니다.

    - 지난해 동기간 대비 감소하였으나, 봄철(3~5월)에 집중적으로 발병하는 경향이 있어 주의가 필요합니다. 

          * '17년 : 243건, '18년 150건

    - 예방접종과 함께 올바른 손씻기, 물은 끓여 마시기, 음식 익혀먹기 등 감염병 예방수칙 준수로 A형간염을 예방할 수 있습니다.       
       

□ 국내외 주요 감염병 소식   

     - (국내) 인플루엔자 유사증상을 보이는 환자들의 의료기관 방문이 지속적으로 감소추세이며, 연령대 중 13~18세 의사환자분율이   

                     26.8로 가장  높았습니다. 

         * 도내 인플루엔자 표본감시 의료기관 1,000명당 의사환자분율 : 5주차 31.1명 → 6주차 25.4명 → 7주차 26.6명 →8주차16.1명

       - (국외) 중국 장쑤성에서 조류인플루엔자(H7N4) 에 의한 인체감염  사례가 세계 최초로 보고 되었습니다. 

                               라이베리아에서 라싸열 사망 사례(1건), 감비아에서 리프트밸리열  사망 사례(1건, 한국인)이 보고 되었습니다.

                    케냐 뭄바사주에서 치쿤구니야열이 지속적으로 유행하고 있습니다. 

□ 이번주에는 부모가 챙겨주는 예방접종! 친구와 함께하는 예방수칙!에 대해 소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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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모가 챙겨주는 예방접종!
친구와 함께하는 예방수칙!

엄마와 아빠에게

예방접종을 제때 완료하면 감염병을 사전에 예방할 수 있어요. 혹시 감염되더라도 가볍게 

앓고 지나가 심각한 합병증을 막을 수 있답니다. 예방접종 표준일정에 맞춰서 내 아이 예방

접종을 완료해주세요.

예방접종 표준일정은 무엇일까요?

만 12세까지 예방접종을 해야 하는 백신의 종류와 시기가 매우 다양하기 때문에 

접종일정을 놓치기 쉬워요. 그래서 한 눈에 챙길 수 있는 예방접종 대상 감염병 

별로 접종방법과 시기를 안내하는 표준일정표가 있어요.

새 학기, 우리아이 예방접종 어디까지 되어 있나요?

유치원생(4~6세)

•MMR(2차)

•DTaP(5차)

•폴리오(4차)

•일본뇌염(사백신4차)

초등학생(1학년)

•4~6세 시기

 예방접종 기록확인 및

 누락된 접종 완료

초등학생(5~6학년)

•Td 또는Tdap(6차)

•일본뇌염(사백신5차)

초6~중1 여학생

•자궁경부암 예방접종

  (HPV 1~2차)

중고등학생

•누락된 예방접종 

   확인 및 접종완료

나와 내 친구들에게

학교생활을 하면서 내가 감염병에 걸리면 친구도 아프고, 함께 사는 가족도 아플 수 있어요. 

나의 건강은 물론 친구들의 건강을 위해 개인위생 수칙을 잘 지켜야 해요.

•감염병 의심되면 보건   
  교사(담임교사)에게 
  알리기

•다른 친구들과 접촉 
  하지 않고 가까운 의료
  기관을 방문하기

•흐르는 물에 비누로 30초

  동안 충분히 손 씻기

•기침 할 때 휴지나 옷

  소매로 입과 코를 가리는 

  기침예절을 준수하기

•친구들에게 전염이 안 되도록
  격리기간* 동안에 등교를 하지 않기

•그 기간 동안에는 가족에게 전파
  되지 않도록 주의하기

[격리기간] 백일해 | 적절한 항생제 치료 시작 후 5일, 홍역 | 발진 발생 후 4일, 수두 | 모든 수포에 딱지가 앉을 때까지, 유행성이하선염 | 이하선염 증상 발현 후 5일

http://cdc.go.kr/CDC/contents/CdcKrContentView.jsp?cid=67988&menuIds=HOME001-MNU1132-MNU2430-MNU2431-MNU24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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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 서울 노량진 학원가 대상 일제 결핵검진 실시 ! 

2.21(수)

[보건복지부] 필리핀 등 동남아 여행 시 지카 감염 주의 

당부 2.22(목)

[보건복지부] 노로바이러스감염병 대응 범부처 합동대책

본부, 평창동계올림픽 감염병대응 조치 및 결과 발표2.26(월)

[질병관리본부] 건강한 평창동계올림픽! 기침예절 및 올바른 손

씻기로~ 2.19(월)

[질병관리본부] 동남아 지역 여행 시 장티푸스, 세균성이질 주의 

당부! 2.28(수)

[식품의약품안전처] 봄 신학기 학교급식 식중독 예방 합동점검 

사전예고2.21(수)

[경기도청] 경기도, 설 연휴에도 AI ‘철통방역’ 나선다 2.15(목)

해외 감염병 발생 소식

라싸열(Lassa fever) - 라이베리아(Liberia)
- 2018년 1월 9일 기니에서 발열, 인후통, 전신통증 및 구토를 
가진 환자가 라이베리아의 님바주(Nimba County) 간토병원
(Ganta 병원)에 입원
- 환자는 2017년 12월 29일 처음 증상이 발현되었으며  2018년 1월 
11일 사망 할 때까지 리바비린(항바이러스제)으로 치료 받음
- 라이베리아에서는 1월 18일까지 28명의 접촉자가 확인 되었으며 
기니에서는 28명의 접촉자가 확인됨.

조류인플루엔자인체감염증(Human infection with avian 
influenza A(H7N4) virus)-중국(China)
- 2018년 2월 14일, 중국 국가보건 및 가족계획위원회(NHFPC)는 
조류인플루엔자A(H7N4) 바이러스 감염 사례 1건을 세계보건기구
(WHO)에 보고
- 세계적으로 보고 된 조류인플루엔자A(H7N4)감염의 최초의 인체 
감염 사례
- 사례자는 68세 여성으로 중국의 장쑤성(Jiangsu Province) 출신
- 28명의 접촉자에 대해 관찰중이며, 접촉자중 이상소견은 확인
되지 않았으며, 접촉자는 모두 음성 판정됨.

리프트밸리열(Rift Valley fever )-감비아(Gambia)
- 2018년 1월 3일, 세네갈(Senegal) 보건부(Ministry of Health:MoH)는 
리프트밸리열 감염 사례 1건을 세계보건기구(WHO)에 보고
- 사례자는 다카르(Dakar)에 있는 병원에서 보고 되었으며 감비아
(Gambia)에 거주하던 52세 한국인 남성으로 치료 중 사망함
- 사례자는 2017년 12월 5일 형제, 동료(2명)와 함께 감비아의 반줄
(Banjul)에서 세네갈의 지긴쇼르(Ziguinchor) 그리고 기니비사우

(Guinea-Bissau)의 부바(Buba)까지 여행한 여행력 있음

치쿤구니야열(Chikungunya)-뭄바사, 케냐(Mombasa, Kenya)
- 2017년 12월 중순부터 2018년 2월 3일까지 케냐 보건부(Ministry of 
Health)는 뭄바사 주(Mombasa County)의 치쿤구니야열에 대해 453건의 
사례(32건의 검사실 확진, 421건의 의심사례 포함)를 보고함
- 이 유행사례는 뭄바사 주(Mombasa County)의 보건시설에서 고열, 
관절통, 전신약화로 진료 받는 환자수가 증가하면서 알려짐
- 사례자 중 70%가 심각한 관절통과 고열을 호소하고 있으며 이번 
유행 사례는 과소평가 되었을 것으로 보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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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기도감염병관리지원단 교육 및 행사
                                                                                                                                            

부천시보건소 질병모니터요원 교육

일시 / 장소 : 2018.3.22(목) 14:30 ~ 16:30 / 경기도 부천시 경인옛로 73, 소사어울마당 소향관                                                                                 

대상 : 질병모니터요원 200~250명 [담당 : 이유라(031-738-0304)]

안산단원보건소 질병모니터요원 교육

일시 / 장소 : 2018.3.22(목) 16:00~18:00 / 단원구청 대회의실                                                                                   

대상 : 질병모니터요원 200~250명 [담당 : 성연희(031-738-03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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