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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질병관리본부는 평창동계올림픽(2018.2.9.~2.25), 평창동계패럴림픽

(2018.3.9.~3.18) 기간 중에 발생하거나 유입가능한 감염병에 대해 

효과적으로 대비하고 대응하는 체계를 구축하여 대회 관계자와 

관광객, 국민의 건강을 보호하기 위해 감염병 위험평가를 통한 감염병

대응 종합계획을 수립하였음

■ 국내에서 이미 시행 중인 각 감염병 관리사업과 올림픽을 계기로 

강화되는 감염병관리사업에 대한 업무절차를 소개하고, 

   - 지자체, 조직위원회, 폴리클리닉, 진료소, 협력지정의료기관, 지역

사회의료기관에서 감염병 감시, 역학조사, 환자 및 접촉자 관리 등

감염병 발생에 따른 대응체계를 알리기 위함

■ 이 매뉴얼에 수록되어 있지 않은 감염병이 발생할 때에는 각 질병

관리본부 감염병관리부서에서 발간한 지침에 따름

■ 발간 이력 : 제정 2017.12.20.

평창동계올림픽 및 패럴림픽 대비 

중점관리대상 감염병관리매뉴얼 발간 목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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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배  경

◪ 배 경

2018년 평창 동계올림픽 및 패럴림픽 개최로 국가 차원의 평창동계올림픽 감염병대응

종합계획을 수립함에 따라 세부 감염병 관리 매뉴얼 마련

◈ 역대 동계올림픽 감염병 감시체계 결과

동계올림픽 2002년 Salt lake city 2006년 Torino 2010년 Vancouver 2014년 Sochi

감염의심
증상자발생

현황

○ 호흡기증상 88명

○ 장관감염 52명

○ 호흡기증상 53명

○ 장관감염 57명

○ 호흡기증상 113명

○ 장관감염 36명

○ 호흡기증상 159명

(감염원인 118명)

○ 장관감염 28명

* 호흡기 및 장관감염증 외 타 감염병발생 사례 없음

◪ 2018 평창동계올림픽 및 동계패럴림픽 개요

기간 : 동계올림픽(2018.2.9.∼2.25), 패럴림픽(2018.3.9.∼3.18)

장소 : 평창, 정선, 강릉 

지  역 장소 경기장/비경기장

평창 

마운틴 

클러스터

평창 

평창올림픽 스타디움, 올림픽 플라자

(메달플라자), 알펜시아 스키점프, 

바이애슬론·크로스 컨츄리·슬라이딩, 

휘닉스 스노, 용평알파인

국제방송, 메인프레스센터, 평창선수촌
정선 정선알파인

강릉 

코스탈 

클러스터

강릉

강릉 하키·컬링·스피드스케이팅, 

관동 하키, 아이스 아레나

영동대 트레이닝, CBC, 메달플라자, 강릉

커먼도 메일, *강릉선수촌, *미디어촌

대회규모 및 참가인원

구  분 제23회 평창동계올림픽 제12회 평창동계패럴림픽

대회규모

15개 종목, 102개 경기 6개 종목, 80개 경기

(설상) 알파인스키, 바이애슬론, 크로스컨트리 스키, 

프리스타일 스키, 노르딕 복합, 스키점프, 스노보드

(설상) 장애인 알파인스키, 장애인 바이애슬론, 

장애인 크로스컨트리 스키, 장애인 스노보드

(빙상) 쇼트트랙 스피드 스케이팅, 스피드스케이팅, 

피겨스케이팅, 아이스하키, 컬링

(빙상) 장애인 컬링

(슬라이딩) 봅슬레이, 루지, 스켈레톤

참가인원
92개국 2,925명* 선수단 기준(’18.1.29기준)

관광객 포함 일15만명

50여개국 선수·임원, 대회관계자 및 미디어 등 

25,000여명 참가(예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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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위기분석

◪ 감염병 위기 분석

올림픽기간 중 국외에서 홍역, 메르스, 조류인플루엔자 등과 같은 감염병이 유입

가능하고, 수인성·식품매개 감염병, 인플루엔자 등 호흡기 감염병이 국내에서 

지속 발생하고 있어 집단 발생 우려

1)  해외유입 주요 감염병

◈ 중동호흡기증후군(메르스), 조류인플루엔자(AI) 및 홍역, 바이러스성출혈열(라싸열, 마버그열, 에볼라

바이러스병 등), 지카바이러스감염 등

메르스의 경우 올림픽 기간 중 국내 유입 가능성이 항상 존재하고, AI의 경우 

발생지역으로부터 유입환자가 발생할 수 있으며, 유입환자 발생 시 밀접접촉자 

대상 추가 전파가 가능함

홍역의 경우 유럽 중심으로 지속 유행하고 있어 유입환자 발생 위험이 있으며, 

유입환자로 인한 집단 발생 위험이 있음

2) 국내발생 주요 감염병

◈ (수인성·식품매개감염병) 노로바이러스, 로타바이러스, 기타 장관감염증(병원성 대장균, 살모넬라, 

장출혈성대장균 등), A형 간염 등

◈ (호흡기감염병) 인플루엔자 및 결핵, 기타 라이노바이러스, 호흡기 세포융합바이러스(RSV), 아데노

바이러스, 마이코플라즈마, 레지오넬라증 등 

수인성·식품매개감염병 및 호흡기감염병은 참가자 및 관광객 등에서 집단 발병

가능성이 있어 철저한 모니터링이 필요한 상황

- 특히, 올림픽 지역의 숙박시설·목욕시설 등 집단시설을 중심으로 한 레지오넬라증의

집단 발생 가능성이 높아 시설 점검 철저 필요

국내 조류인플루엔자(H5N6)가 지속 발생됨에 따라 철저한 방역 및 확산 차단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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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점관리 감염병 현황>

구분
현황

국내외 세부감염병명

해외유입

주요

감염병

중동호흡기증후군

(메르스)

○ ’17년 중동지역에서 총 250명 발생, 78명 사망

  * 사우디 238명(사망 77), UAE 6명(사망 1), 카타르 3명, 오만 3명

○ ’18년 사우디아라비아에서 총 14명 발생, 6명 사망(’18.1.15 기준)

동물인플루엔자

감염증

○ ’17-’18절기 과거 대비 전반적인 소강상태로 A/H7N9, H5N6 각 환자

2명 발생(’18.1.19기준)

  * ’16-’17절기 총 766명 발생(사망 288)

※ WHO 위험평가 결과(’17.12.7) 

  - 조류인플루엔자 A/H7N9로 인한 인체감염사례 발생지속 예상

   · 생가금류 시장 및 감염된 가금류를 통한 발생 지속 예상되며, 기존 보고되지 않은

지역에서도 발생 예상

  - 사람간 지속적인 전파 발생 가능성은 낮음

   · 의료진 등을 포함한 클러스터 발생은 보고되었으나, 사람간 지속적인 전파력은 

아직 없는 것으로 판단

  - 여행객 등을 통한 국가간 전파가능성은 있으나 지역사회에서 전파 가능성은 낮음

바이러스출혈열

○ (라싸열) 나이지리아에서 ’16.12월부터 19개 주에서 의심환자 1,022명

(확진 308, 사망 92) 발생 중(’17.12.24 기준)

  * 라싸열 풍토화 국가: 가나, 나이지리아 등

○ (마버그열) ’17.10월 우간다 Kween 지구에서 환자 4명(확진 3, 사망 3) 발생

   * 마버그열 기발생 국가: 우간다, 케냐, DR콩고, 앙골라 등

○ (에볼라바이러스병) ’17.4월 DR콩고 북부 지역에서 환자 8명

(확진 5, 사망 4) 발생, 이후 환자 발생 없음 

지카바이러스

감염증

○ 최근 발생국가 73개국, 과거발생 국가 12개국(’17.11.16 기준)

   * 아시아 11개국, 중남미 48개국, 북미 1개국, 오세아니아 13개국, 아프리카 12개국

홍역

○ 유럽지역에서 ’16년 12월부터 ’17년 11월까지 총 14,393명(사망 34) 

보고되어 유행 지속 중

   * 홍역 풍토병 유럽국가: 벨기에, 프랑스, 이탈리아, 루마니아

국내발생

주요

감염병

수인성·식품매개

감염병

○ (노로바이러스) 연중 발생이 보고되나 표본감시 및 집단발생보고가 

매년 11월부터 4월까지 많이 발생

○ (로타바이러스) 주로 영유아를 중심으로 발생되나 겨울철 장관감염증의

주요 병원체

○ (A형 간염) 최근 국내 발생이 지속되고 있는 양상으로 관광객 등 

미접종자 대상으로 유행가능성이 있음

○ (기타 장관감염증) 병원성 대장균, 살모넬라, 장출혈성 대장균, 

클로스트리듐 퍼프린젠스 등 집단발생 가능성이 있음

호흡기감염병

○ (인플루엔자) 매년 12월부터 유행을 시작하여 4~5월까지 유행이 

지속되는 양상

○ (기타 호흡기감염증) 라이노바이러스, RSV, 아데노 바이러스 등에 

의한 집단 발생 가능성이 있으며, 마이코플라즈마도 겨울철에 다소

증가하는 양상

레지오넬라증
○ ’17년 7월 이후 전반적으로 신고건수가 증가하여 매월 20건 내외 

신고가 지속

결핵
○ 전체 발생은 매년 감소하고 있으나 매주 약 553명의 신규환자가 

지속 발생 중으로 뚜렷한 계절성 없이 지속 발생하고 있는 상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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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수행체계

◪ 업무체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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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평창동계올림픽 관련 의료서비스 종류 

1) 폴리클리닉 : 2 개소

각 선수촌 내 종합 의무실로 등록된 선수단을 대상으로 종합 진료 및 응급 의료

서비스를 제공

《 폴리클리닉 설치·운영 개요 》

◈ (목적) 올림픽선수촌내 설치․운영되는 종합병원으로, 선수단 등에 신속하고 종합적인 

의료서비스 제공

◈ (설치 개소수) 평창 및 강릉선수촌내 각 1개소

  ▸응급의학과, 가정의학과, 정형외과 등 16개 진료과목 운영

◈ (운영 기간) 동계올림픽·동계패럴림픽 대회 기간 및 준비기간

   ▸대회 준비기간(평창, 강릉) : 2018.1.26.부터 운영

   ▸동계올림픽대회(평창, 강릉) : 2018.2.9. ∼ 2.25

   ▸동계패럴림픽대회(평창) : 2018.3.9. ∼ 3.18

◈ (운영 방법) 올림픽병원 등에 위탁하여 운영 예정

   ▸평창 선수촌병원 : 원주세브란스기독병원

   ▸강릉 선수촌병원 : 서울대학교병원

◈ (운영 인력)

   ▸평창 선수촌병원 : 의사, 간호사, 행정인력 등 236명 

   ▸강릉 선수촌병원 : 의사, 간호사, 행정인력 등 201명 

2) 경기장(베뉴) 의무실 : 34개소 

선수의무실(18개소) : 모든 경기장 및 훈련경기장에는 현장에서 1차 처치와 응급

후송서비스를 제공하는 의무실이 설치

관중의무실(16개소) : 관중, 미디어, 올림픽패밀리 등 비선수 클라이언트를 

대상으로 1차 처치와 응급 후송 서비스를 제공하는 관중의무실이 각 경기장에 설치

3) 비경기장(비베뉴) 의무실 : 18개소

올림픽 프라자, 미디어 빌리지 등 비경기장에 1차 처치 및 응급 후송 지원을 위한 

의무실이 설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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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올림픽 부대시설 : 평창 올림픽 플라자, 평창 올림픽 스타디움, 강릉 미디어 빌리지, 강릉 

올림픽 파크

◈ 올림픽 패밀리 숙소 : 드래곤 밸리 호텔, 홀리데이 인 호텔 앤 리조트, 인터컨티넨탈 호텔,

경포스카이베이 호텔

◈ 차고지 : 횡계 버스 차고지, 횡계 플릿 차고지, 강릉 버스 차고지, 강릉 플릿 차고지

◈ 기타 : 국제방송센터, 메인프레스센터, 원주세브란스기독병원, 강릉아산병원

4) 올림픽 지정병원 : 2개

조직위는 원주와 강릉의 올림픽병원과 협업하여 상급 의료기관 진료가 필요한 

환자에게 적절한 처치를 제공

원주 세브란스 기독 병원(평창)/강릉아산병원(강릉)

5) 올림픽 지역 의무실 운영

운영방식

  

구분 대상 담당 의료진 교체주기

폴리

클리닉
선수단

- 평창 : 원주세브란스 기독병원 

- 강릉 : 서울대병원
4∼5일

경기장

(베뉴)

의무실

선수 - 평창 : 전국 종합병원 의료진 협의중

관중
- 평창 : 군의관

- 강릉 : 공중보건의*, 군의관

공중보건의 : 2∼3일

군의관 : 장기

비경기장

(비베뉴)

의무실

미디어

조직위 직원

자원봉사자 

- 군의관 또는 전국 종합병원의료진 협의중

* 공중보건의(내과 전문의 5명 포함 100여명) 외 의료인력

커뮤니케이션 : 조직위 및 IOC의 의무총책임자 주관 팀닥터 회의 매일 진행예정*

* 감염병 등 의심증상자 발생 일일 모니터링 실시 및 질병관리본부 자료공유

격리음압텐트 평창, 강릉 1개씩 설치운영(3명씩 1주일 간격으로 현장 배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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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평창올림픽 및 패럴림픽 현장 대응 조직별 업무

구분 구성 인원 업무내용

선수촌의무실

(폴리클리닉) 

의사1, 간호사1, 물리치료사, 

행정인력 1

(규모에 따라 변동가능)

* 선수단 및 체육관계자 감염병관련 지원

* 감염병증상발생

→ 조직위지정의료기관 이송

→ (필요시) 격리텐트이용, 국가격리병상 이송

→ 검체채취 및 검사의뢰, 감염병명, 치료결과 등

파악

* 선수촌의무실 내 행정인력(보건소) : 검체 이송담당

경기장(베뉴)

의무실

(선수/관중)

각 경기장마다 유동적임 * 선수단 및 괸광객 감염병관련 지원

* 감염병증상발생

→ (선수단)폴리클리닉 이송, (관광객) 지역

의료기관 이송

→ (필요시)조직위지정의료기관 또는 지역의료

기관 이송

비경기장

(비베뉴)의무실

간호사 1

(규모에 따라 변동가능)

* 자원봉사자 등 업무담당자 감염병관련 지원

* 감염병증상발생

→ 폴리클리닉 진료

→ (필요시)조직위지정의료기관 또는 지역의료

기관 이송

조직위

지정

의료기관

동계올림픽‧패럴림픽 

- 각 의료기관 의료인력

* 선수단 및 체육관계자 등 이송환자 감염병

관리지원

* 감염병증상발생

→ 치료실시 및 검사의뢰

→ (필요시) 국가격리병상 이송 치료

→ 감염병명, 치료결과 등 파악

* 질본역학조사관에게 조치결과 통보

역학조사관

중앙 역학조사관 3명 파견

(조직위의무부 내 근무)

* 조직위 의무부 35명

* 올림픽경기장지역 의무실 감염병의심증상자 

발생감시 및 자료관리

* 팀닥터회의에서 선수단 의심증상자 발생감시

* 감염병의심증상자 발생 시 역학조사

검사관리

인력

감염병 분석센터 1인

(강원도 보건환경연구원 동부지원 근무)

* 보건환경연구원의 검사 및 감시현황 총괄

* 파견역학조사관 및 긴급상황실과 정보공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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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평창올림픽 및 패럴림픽 감염병 관리 대책본부｣ 팀별 업무

구분 담당과 주 요 업 무 
질병관리본부 평창올림픽 및 패럴림픽 감염병 관리 대책본부 총괄운영관리

강원도

도청 보건위생과

○ 시·도 단위「평창올림픽 및 패럴림픽대회」대비 감염병대응에 관한

계획의 수립 및 조정

- 관할 지역 경기개최 또는 선수단 숙소지 기준 감염병 발생 및 유행감시

- 시·도 단위 감염병 예방 홍보 및 교육

- 시·도 단위 감염병 자료 분석 및 정보 환류

- 시·도 역학조사반 편성ㆍ운영 및 시·군·구 역학조사 지휘

- 환자이송 및 격리관리

- 일일 및 주간보고 승인

보건환경연구원

○ 시·도 단위 감염병 환자 실험실 확인 진단

○ 시·도 단위 감염병병원체 실험실 감시

○ 법정감염병(48종) 검사 시행 

○ 24시간 신속진단검사를 위해 자체 현장검사지원단 구성

○ 동부지원(강릉소재)으로 감염병검사 인력파견 및 장비이전 

평창군 보건의료원

정선군 보건소

강릉시 보건소

○ 시·군·구 단위「평창올림픽 및 패럴림픽대회」대비 감염병대응에 관한

계획의 수립 시행

- 관할 지역 경기개최 또는 선수단 숙소지 기준 감염병 발생 및 유행감시

- 시·군·구 역학조사반 운영 실시 

- 의심증상자 및 접촉자 관리

- 환자이송 및 격리관리

- 일일 및 주간보고

○ 올림픽현장 감염병의심증상자 발생 시 역학조사반운영

- 상황팀, 검체이송팀, 역학조사팀(6인 1조)

평창올림픽

조직위원회
의무부

○ 공중보건 협력 및 인프라구축

○ 감염병 예방 및 관리대책 수립

○ 소독의무대상시설 방역

○ 인플루엔자, 수막구균성수막염 예방접종(직원 및 자원봉사자대상)

○ 공중보건 위생관리 등

○올림픽경기장지역 의무실 감염병의심증상자 발생감시

○팀닥터를 통한 선수단 의심증상자 발생감시

○지정/지정의료기관 관리

○각 의무실 의료진 등 인력관리

○감염병의심증상자 발생 시 역학조사 협조

역학조사관(파견)

○올림픽경기장지역 의무실 감염병 의심증상자 발생감시 및 자료관리

○팀닥터를 통한 선수단 의심증상자 발생감시

○감염병의심증상자 발생 시 역학조사

검사관리인력(지원)  
○검사 및 호흡기 병원체 모니터링 관리

○파견역학조사관 및 긴급상황실과 정보공유

폴리클리닉(각 선수촌 1개소)

- 평창선수촌 

- 강릉선수촌 

○의무실 방문 환자 진료 및 자료입력

○감염병 의심증상자 검체 채취

○이송필요환자 지정/협력병원 전원

○필요한 경우 텐트격리 후 격리병상 전원

경기장(베뉴) 선수/관중 의무실 ○의무실 방문 환자 진료 및 자료입력

비경기장(비베뉴) 의무실 ○의무실 방문 환자 진료 및 자료입력

의료기관

국가격리병상의료기관 ○ 의심증상자 음압격리 및 치료

지정/협력

의료기관

○ 의심증상자 치료 및 신고보고

○ 의심증상자 입원격리

○ 의심증상자 증상, 치료결과 등 관련사항 보건소 통보

○ 역학조사 시 의무기록 등 제공

강원도 지역의료기관 ○의료기관 방문 환자 진료 및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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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감염병 감시 및 대응

◪ 감염병 감시

1) 올림픽 현장 감염병 의심증상자 모니터링

(대상) 폴리클리닉, 경기장/비경기장의무실, 올림픽 조직위 지정의료기관

(내용) 감염의심증상(설사, 발열, 기침 등), 감염병환자발생 및 조치결과

① 유증상자 발생현황 : 설사, 발열, 발진, 구토, 기침 등

② 조치현황 : 병원이송 및 치료사항 등

③ 조류인플루엔자인체감염증 발생위험국가 

    : 입국 후 10일 동안 발열, 호흡기증상*감시 및 발생 시 즉각보고

* (증상)기침, 콧물, 인후통, 호흡곤란 등

※ 중동호흡기증후군(메르스) 발생위험국가 : 입국 후 14일 동안 발열, 호흡기 증상* 감시 및

발생 시 즉각 보고

<올림픽 현장 감염병의심증상자 모니터링 체계>

2) 올림픽대비 비상방역체계  

(대상) 전국 보건기관 

(기간) ’18.2.5~3.18

(내용) 국내 수인성식품매개감염병, 인플루엔자 집단발생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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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고방법) 매일 17∼20시까지(비상방역체계 평일기준) 질병보건통합관리시스템으로 

매일 보고

<올림픽 대비 비상방역보고체계>

3) 법정감염병 발생 전수 및 표본 감시

(전수감시) 전국 의료기관 대상 올림픽 기간 내 감염병 환자 발견 시 신고보고 

철저요청*

* 외국인에 대한 역학조사 및 균주 추가 확인 시 적극 협조요청

(표본감시) 참여 의료기관 19개소 및 보건환경연구원 대상 감시강화 협조요청

구분 임상 감시 병원체 감시

□ 내용 - 세균, 바이러스 등의 병원체에 의한 장관

감염증과 급성호흡기감염증 발생 추이

- 인플루엔자 발생추이

- 인플루엔자 의사환자 및 확진자 발생 추이 

- 인플루엔자 실험실 검사결과

□ 대상 임상 표본감시 참여 의료기관(11개소) 실험실 표본감시 참여 의료기관( 7개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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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정감염병 전수 및 표본감시체계>

4) 응급실증후군 감시

(대상) 응급실증후군 감시 참여 의료기관(137개소)

(내용) 급성발진증후군, 급성신경증후군, 급성출혈열증후군, 급성설사증후군, 급성

호흡기증후군(중증), 급성설사증후군(산발), 급성호흡기증후군 발생현황

5) 실시간 의약안전정보(DUR) 연계 감시

(대상) 강원도 지역의 의료기관의 감염병관련 처방현황

(내용) 감염병의심환자 감시시스템에서 수집하는 감염병 투약 관련 자료 감시

- 인플루엔자 등으로 인한 투약현황 모니터링

6) 사건기반 감시체계

(모니터링) 올림픽 기간 중 감염병 관련 국내외 언론 모니터링(소통실 등) 및 

팩트체크(관련과), 특이보도 시 적극 언론소통(’18.1월~)

☞ 일일 2회 (오전/오후) 모니터링, 모니터링 특이사항 내부 및 평창조직위(대변인실) 공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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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염병 발생 시 대응

1) 현장업무절차

① 의료진진료 

- 선수촌 진료소(폴리클리닉) 및 각 진료소 진료 → (올림픽)EMR(GE개발), 

(패럴림픽) 질병관리본부 질병보건통합관리시스템에 입력

* 동 매뉴얼 숙지 후 조류인플루엔자, 중동호흡기증후군 등의 질환을 감별하기 위해 역학적

연관성 추가 확인 

② 자료입력 및 정리 

- (올림픽) 각 올림픽 현장 진료소 EMR자료 → 질병관리본부 파견 역학조사관이

질병보건통합관리시스템 상 ‘평창동계올림픽’ 메뉴 입력  

- (패럴림픽) 각 올림픽 현장 진료소에서 질병보건통합관리시스템 상 ‘평창동계

올림픽’ 메뉴 입력 → 질병관리본부 파견 역학조사관 취합

③ 올림픽 지역 내 감염병(의심)환자 발생 시 검사의뢰 : 

- (채취) 폴리클리닉 또는 각 선수단 팀닥터

- (이송) 각 선수촌 진료소(폴리클리닉) 파견 보건소 직원(순환근무자) → 강원도

보건환경연구원 동부지원(현장검사지원단)

* 검체에 포장방법을 달리하며, 보건소 차량 등을 이용하여 이송조치

2) 감염병 의심증상자 발생 시 조치사항 

① 수인성·식품매개감염병 집단발생

- (집단발생) 2명 이상이 같은 기간 내, 물 또는 음식물 섭취 후 구토, 설사 등의

장관감염증상을 보이는 경우 역학조사* 실시

* 수인성 및 식품매개감염병 관리지침에 따라 인체 및 환경검체 확보 및 검사실시

* 평창, 정선, 강릉 역학조사반 총3팀(6인1조, 18명)+질병관리본부 및 강원도 역학조사관

기술지도

- (방역조치) 1군 감염병 확진 시 감염병별 환자관리/접촉자관리 및 확산방지를 

위한 환경소독

② 호흡기 감염병

- (의심증상자) 의료기관에서 진단*, 치료, 역학조사 실시하며 예방접종대상 

감염병 등 입원격리가 필요한 경우 의료기관(붙임3)** 입원격리

* 의심증상자의 검체 확보 후 보건환경연구원 검사 의뢰 및 확진 실시 

** 단, 의료기관 내 입원가능 시설이 없는 경우, 1인실 입원가능한 시설에 격리치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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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접촉자) 접촉자 파악 후 최대 잠복기까지 발병여부 능동감시

③ 중증 감염병

ⓐ (선수단) 

- (의심증상자) 질병관리본부 파견역학조사관을 통해 의심환자 분류요청 및 질환에

따라 의심환자/환자인 경우 강원지역 국가지정입원치료병상이송조치

- (접촉자) 질병관리본부 파견역학조사관을 통해 접촉자 분류에 따른 감시

ⓑ (국내외관광객) 

- (의심증상자) 시·도 역학조사관을 통해 의심환자 분류요청 및 의심환자인 경우

국가지정입원치료병상(붙임3) 이송조치

* (1차) 강원도지역 의료기관 → (2차) 증상자 주소지 국가지정입원치료병상

- (접촉자) 시·도 역학조사관을 통해 접촉자 분류에 따른 감시

ⓒ (공통)

- 의심증상자의 검체 확보 후 관할 보건환경연구원 검사 의뢰 및 확진 실시

- AI는 항바이러스제 치료적 용법 투약 실시

3) 감염병 실험실 검사

① 중앙-지자체 검사협업체계 운영

- (협업형태) 강원도 보건환경연구원내 동부지원내 현장검사지원단에 감염병분석

센터 검사 관리인력 및 타 시·도 보건환경연구원 검사인력 파견

* (근무형식) 1일 5인 근무(감염병분석센터 1명, 강원도보환연 2명, 타 시·도 보환연 2명)

* (파견기간) ’18.2.5.∼2.25.(동계올림픽, 3주) 및 ’18.3.5.∼3.18.(패럴림픽, 2주) 

② 감염병 의심검체 24시간내 검사 및 정보공유

- 법정감염병 검사 및 호흡기병원체 모니터링 

- 신속한 검사상황 정보공유를 위한 연락체계 유지

* 진단관리팀, 현장검사지원단, 파견역학조사관, 생물테러이동실험실 등

- 긴급상황 대응을 위해 감염병분석센터 내 일일 비상대기조 운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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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류인플루엔자 인체감염증(AI), 중동호흡기증후군(메르스), 생물테러대상감염병 등의

양성확인시

③ 폴리클리닉 및 지역의료기관 대상 감염병 검사 체계도 배포(붙임 8)

<올림픽 기간 감염병 실험실 검사>

구분 주요 내용

기관별 

검사대상

감염병

○(강원도 보건환경연구원 현장검사지원단(강릉)) 폴리클리닉 및 올림픽병원에서

검사가 의뢰되는 경우, 법정감염병 검사(48종) 시행

○(질병관리본부 감염병분석센터) 강원도 보건환경연구원에서 검사가 불가능하거나, 

보건환경연구원 검사 후 추가 정밀검사가 필요한 경우 검사 시행

  - 말라리아, 라임병, 수막구균성수막염, 황열, 디프테리아, 쿠도아충증은 질병

관리본부로 검사의뢰

검사업무

내용

○법정감염병 검사 시행(유전자 및 항체검사) 

○호흡기감염증 병원체 모니터링 시행

검사의뢰

절차

○(호흡기증상) 폴리클리닉에서 인플루엔자 신속진단검사(RAT) 및 검체채취하여

병원체 모니터링을 위한 실험실 검사 의뢰 가능
  * (RAT 검사요건) 38℃ 이상의 갑작스러운 발열과 더불어 기침 또는 인후통을 보이는 자

  * (검체채취) UTM을 이용하여 상기도(비인두 및 구인두 등) 도찰물 채취

  * (메르스의심환자) RAT음성 일지라도, 최근 14일 이내 중동방문시 낙타접촉, 현지병원방문력 

있는 경우 파견역학조사관의 판단에 의해 조치  

○(위장관증상 및 기타 감염증) 폴리클리닉 및 올림픽병원에서 진료후 필요시 

실험실 검사 의뢰 가능

검체운송

방법

○(일반 검사 검체) 보건소가 폴리클리닉 및 올림픽병원에서 강원도 보건환경

연구원 동부지원 현장검사지원단으로 운송
  * 보건소가 폴리클리닉에 검체채취용기/3중 검체수송용기 공급

○(정밀 검사 검체) 보건소/운송업체가 폴리클리닉, 올림픽병원, 보건환경연구원 등에서

감염병분석센터로 운송



15

<강원도 보건환경연구원 확진가능 감염병>

구분 감염병명 개수

1군

(6종)

콜레라, 장티푸스, 파라티푸스, 세균성이질, 장출혈성대장균감염증, 

A형간염
6

2군

(12종)
백일해, 홍역, 유행성이하선염, 풍진, 일본뇌염, 수두 6

3군

(19종)

말라리아, 성홍열, 레지오넬라증, 비브리오패혈증, 발진열, 쯔쯔가무시증, 

브루셀라증, 탄저, 신증후군출혈열, 인플루엔자, 후천성면역결핍증, 매독, 

반코마이신내성황색포도알균(VRSA) 감염증, 카바페넴내성장내세균속균종(CRE)

14

4군

(20종)

페스트, 뎅기열, 두창, 동물인플루엔자인체감염증, 신종인플루엔자, 야토병,

큐열, 진드기매개뇌염, 치쿤구니아열, 중증열성혈소판감소증(SFTS), 중동호흡기

증후군(MERS), 지카바이러스감염증

12

5군

(6종)
회충증, 편충증, 요충증, 간흡충증, 폐흡충증 5

지정

(17종)

C형간염, 수족구병, 장관감염증(20종), 급성호흡기감염증(7종), 

엔테로바이러스감염증
5

계

(80종)
　 48

4) 감염병 의심증상자 발생 시 조치결과 확인(파견역학조사관)

의심증상자에 대한 추적 조사 실시

- (선수단, 미디어) 팀닥터 회의 및 지정의료기관에 유선확인

- (관광객 등) 전국 보건기관 역학조사보고서 확인 

조치결과를 질병보건통합관리시스템을 통해 입력보고

- 감염병 확진여부, 치료결과(치료중, 호전, 완료, 진단변경) 



16

◪ 신종감염병(AI, 바이러스출혈열, 메르스 등) 발생 시 환자관리 및 이송 방안

1) 신종감염병 환자관리 운영 원칙

(배정 원칙) 강원도 내 의료기관을 우선 배정하며 (의심)환자의 중증도 및 발생수를 

고려하여 병상 배정 조정

(배정 주체) 강원도 내 격리병상은 강원도가 배정, 타 시도 이송 시 질병관리본부

(긴급상황실)에서 해당 시도와 협의하여 배정

2) 신종감염병 의심환자 발생 시 격리병원 이송 (환자발생 → 격리병상)

강릉의료원(개최지 최인근 격리병상)으로 이송 

* 강릉의료원은 격리 및 진단까지 환자관리, 경증환자 치료 등 수행

* AI 의심환자는 확진환자만 국가지정격리병원 이송(확진 전까지 자가격리 유지)

병상 부족시 가까운 응급의료기관내 음압격리병상*에서 임시 격리 후 검사 시행

(음성이면 격리해제, 양성이면 국가지정입원치료병상 이송)

* 강릉아산병원, 원주세브란스기독병원

이송 차량은 보건소 구급차(운전석과 환자공간이 격벽으로 분리되야 함)

3) 신종감염병 확진시 격리치료병원 이송방안 (격리병상 → 치료병원)

경증 환자는 강릉의료원에서 격리치료 유지

중증 환자는 강원대병원으로 이송하고, 병상이 부족한 경우 서울, 경기 등 타 시도로 이송

* 중증 환자 판정 및 타 병원 전원결정은 강릉의료원 의료진이 판단

이송 차량은 강릉의료원 구급차(격벽시설 및 중환자 이송가능 장비 보유)

* 필요시 강원도 소방본부 구급차 지원

4) 신종감염병 의심환자 동시에 다수 발생 시 대응 (강릉의료원 수요 초과)

(대응 주체) 위기상황에 준하여 질병관리본부에서 직접 대응

(병상 배정) 강원도 내 가용한 격리병상에 우선 배정, 부족시 인근 지역 국가지정

격리병원 이송(서울, 경기 등)

대량의 의심환자 발생시 강릉의료원을 임시격리병원*으로 전환

* 음압시설이 없이 의심환자 확진 전까지 1인1실 격리병상 공급 → 확진환자는 즉시 전원

(이송 차량) 보건소 구급차를 우선 사용하여 배정된 격리병상으로 이송, 부족시 

소방 구급차 동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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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기관별 감염병(의심)환자 대응체계 

1) 폴리클리닉

대응체계

- (대상) 선수단 및 올림픽관계자(임원진, 자원봉사자, 조직위 직원 등)

- (운영) 2개의 선수촌에 각 1개소씩 운영

- (역할) 진단(검체 채취, 인플루엔자 신속진단 등), 치료, 보고 등

감염병 의심증상자 분류

- (호흡기증상) 발열, 기침, 콧물, 코막힘, 인후통, 가래 등 호흡기 증상이 급성

으로 발생

* MERS, AI, 인플루엔자, 급성호흡기감염병, 레지오넬라증, 결핵, 홍역(전구기)

- (위장관증상) 발열, 구토, 복통, 설사, 혈변 등 장관 증상이 급성으로 발생

* 노로바이러스감염증, 수인성·식품매개감염병, 1군감염병, 장관감염증, 바이러스성 출혈열

- (발진) 발열, 반점, 구진, 출혈성 반점 등의 피부증상이 급성으로 발생

* 홍역, 바이러스성 출혈열

- (신경학적 증상) 발열, 뇌수막자극 징후, 마비, 위약감 등 신경학적 증상이 

급성으로 발생

* 수막구균성수막염, 바이러스성 출혈열, 생물테러감염병

  



18

� 호흡기감염증 

호흡기 증상자 

∘발열과 호흡기 증상이 있는 환자

⇩

감별 진단을 위한 문진 

중동호흡기증후군 증상발생 14일 이내 중동방문력, 낙타접촉력, 현지 병원 방문력

홍역 증상발생 3주 이내 유럽 방문력 또는 체류력과 발열을 동반한 기침 또는 콧물과 결막염 증상

⇩ ⇩ ⇩

중동호흡기증후군 의심 홍역의심 기타 호흡기질환 의심

∘의심환자격리 : 음압텐트

∘현장 역학조사관에게 지체없이 보고

∘환자 마스크 씌우고 별도 간에서 대기

∘현장 역학조사관에게 지체없이 보고

(개별사례/집단발생 모두)

∘38℃ 이상의 갑작스러운 발열과 더불어 기침 또는 인후통을 보이는

환자(인플루엔자의사환자 기준)

∘호흡기 감염병 환자와 역학적 연관성이 있는 호흡기 증상자

⇩ ⇩ ⇩

사례분류

(현장역학조사관 협조)
확진검사 의뢰 감별진단을 위한 문진 

신고 및 

보고

지체없이 현장역학조사관을  

통해 질병관리본부 긴급

상황실로 보고 

확진검사

의뢰

검체

채취

폴리

클리닉 의사
조류인플루엔자감염증

증상발생 10일 이내 환자발생지역 방문력, 

가금류 접촉력, 가금류시장 방문력

사례 

조사

주관
현장 

역학조사관

⇩

검사

기관

강원도

보건환경 

연구원

조류인플루엔자감염증

의심
기타 호흡기감염병

현장역학조사관에게 

지체없이 보고

환자 마스크 씌우고 

별도 공간으로 분리

인플루엔자 신속진단검사 실시시기 지체없이 운송

방법
보건소

⇩ ⇩⇩ ⇩

환자 이송 역학조사
사례분류

(현장역학조사관협조)

양성

(확진검사 의뢰)
음성

이송

방법

해당 보건소

(강릉, 평창)
역학조사

주관
현장역학

조사관
신고 

및 

보고

지체없이 현장역학

조사관을 통해 질병

관리본부긴급상황실로

보고

검체

채취

폴리클리닉 

의사

중증도에 따라 진료

또는 지정병원으로 

이송

(필요시)검체채취병상

배정

강원도청이 

국가지정입원치료병상 

배정

검사

기관

강원도보건

환경연구원
시기 지체없이

사례

조사

주관
현장역학

조사관

환자  및 

접촉자 

관리

환자 및 

의사

환자

(자택격리)

발진발생 후

4일까지

검체

채취

폴리

클리닉 

의사

운송

방법
보건소

확

진

검

사

의

뢰

검체

채취
입원 의료기관

시기 지체없이

확진

검사

의뢰

검체

채취

현장역학

조사관 ⇩
검사

기관

강원도

보건환경 

연구원
접촉자

감수성자는 

예방접종검사

기관

강원도

보건환경연구원

검사

기관

강원도보건

환경연구원
중증도에 따라 

진료 

(항바이러스제 

처방)

또는 환자 이송 

운송

방법
보건소 운송

방법
보건소

집단발생

여부 확인

∘ 밀접접촉자(시간과 공간적 

역학적 연관성 존재, 예: 

동일 숙소, 같은 팀과 같은

동일 공간 생활자) 중 유증상자

발생 여부 확인

운송

방법
운송업체

⇩

(확진 시) 환자 이송
⇩

이송

방법

해당 보건소

(강릉, 평창)
(필요 시) 환자이송

이송

방법
현장에 배치된 구급차

병상

배정

강원도청이 

국가지정입원치료

병상 배정
이송

기관

평창 : 원주세브란스기독병원

강릉 : 강릉아산병원

< 인플루엔자 환자 관리 >

◇ (환자) 기침예절지키기, 마스크 착용, 30초 이상 올바른 손씻기 교육

◇ (팀닥터) 인플루엔자 양성 환자임을 알리고, 다른 생활자들과 생활공간을 분리하도록 안내, 팀 내 발열자 능동
감시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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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장관감염증 

장관감염증 

급성으로 발생한 설사, 오심, 구토, 복통, 발열 등의 증상을 주소로 방문한 환자

⇩

집단발생, 바이러스성출혈열 감별

집단발생
동일 공간 생활자(같은 숙소 사용, 같은 팀) 중 유사증상자 여부 확인

동일 음식을 먹거나, 동일한 활동을 참석한 사람 중 유사증상자 여부 확인

바이러스성출혈열

최초 증상 시작 전 21일 이내에 출혈열 바이러스에 노출*이 있었던 경우

* 바이러스성출혈열 확진/의심환자 유증상기에 접촉 또는 위험지역에서 병원소 접촉

* 바이러스성출혈열 위험지역 정보는 현장 역학조사관과 상의

⇩ ⇩ ⇩

바이러스성출혈열 의심 집단발생 의심 기타 개별사례

의심환자격리 : 음압텐트

현장 역학조사관에게 지체없이 보고 신고 및 

보고

지체없이 현장역학조사관을 통해 

질병관리본부 긴급상황실로 보고 

중증도에 따라 진료 또는 

지정병원으로 이송 

필요시)검체채취
⇩

사례분류

역학조사

주관 현장역학조사팀

검체채취 폴리클리닉 의사

기술지원 현장역학조사관

신고 및 

보고

지체없이 현장역학조사관을 통해 

질병관리본부 긴급상황실로 보고 
시기 지체없이

검사기관 강원도보건환경 연구원

검사의뢰

검체 채취 현장역학조사팀

사례

조사

주관 현장역학조사관
검사 기관 강원도보건환경연구원

운송방법 보건소
시기 지체없이

운송 방법 보건소

⇩
⇩

⇩

국가지정입원치료병상으로 이송 
중증도에 따라 진료

또는 지정병원으로 이송
이송

방법

해당 보건소

(강릉, 평창)
⇩

병상

배정
강원도청이 국가지정입원치료병상 배정 1군감염병 의심시

(발생국가 방문력, 1군감염병환자 접촉력 등)

확진

검사

의뢰

검체채취 입원 의료기관
신고 및 보고 지체없이 현장역학조사관에게 보고

검사기관 질병관리본부
사례 조사

주관 현장역학조사관

시기 지체없이

운송방법 운송업체

환자 및 접촉자 

관리

환자 및 

의사환자

지정병원으로 이송, 격리해제기준은 각 감염병 별 기준을 따름

(평창 : 원주세브란스기독병원, 강릉 : 강릉아산병원)

접촉자 발병여부 관찰, 각 감염병 별 기준을 따름

* 1군감염병: 콜레라, 장티푸스, 파라티푸스, 장출혈성대장균감염증, 세균성 이질, A형간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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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발진 환자

발진

급성으로 발생한 발진, 발열 등의 증상을 주소로 방문한 환자

⇩

감별진단

홍역 임상증상 증상발생 3주이내 유럽 방문 또는 체류력과 콧물, 기침, 결막염, 근육통 등 호흡기, 전신증상 이후 발생한 특징적 홍반성 구진상 발진

바이러스성출혈열

최초 증상 시작 전 21일 이내에 출혈열 바이러스에 노출*이 있었던 경우

* 바이러스성출혈열 확진/의심환자 유증상기에 접촉 또는 위험지역에서 병원소 접촉

* 바이러스성출혈열 위험지역 정보는 현장 역학조사관과 상의

지카바이러스감염증 증상발생 14일 내 발생국가(*) 방문력 확인, 확진환자와 또는 발생지역에 2개월 이내 방문한 자와 성접촉력 확인

⇩ ⇩ ⇩ ⇩

바이러스성출혈열 의심 홍역의심 지카바이러스감염증 의심 기타 개별사례

의심환자격리 : 음압텐트

현장 역학조사관에게 지체없이 

보고

∘의심환자는 마스크를 씌우고 별도 

공간에서 대기

∘현장 역학조사관에게 지체없이 

보고 

(개별사례/집단발생 모두) 

신고 

및 

보고

현장 역학조사관에게 

지체없이 보고

확진검사 의뢰

중증도에 따라 진료 또는 

지정병원으로 이송 

필요시)검체 채취

⇩ ⇩

확진

검사

의뢰

검체

채취

폴리클리닉 

의사

검체 

채취
폴리클리닉 의사사례조사 확진검사 의뢰

신고 

및 

보고

지체없이 

현장역학조사관을 통해 

질병관리본부 

긴급상황실로 보고 

확진

검사

의뢰

검체

채취

폴리

클리닉 의사
검사

기관

강원도 

보건환경 

연구원

검사 

기관

강원도 보건환경 

연구원
검사

기관

강원도보건

환경 연구원

운송

방법
보건소

운송 

방법
보건소운송

방법
보건소

⇩ ⇩
사례

조사

주관 현장역학조사관

역학조사

지정병원 이송시기 지체없이

역학조사

주관
현장역학

조사관⇩

시기 지체없이
국가지정입원치료병상으로 이송 

이송

방법
현장에 배치된 구급차

환자  및 

접촉자 

관리

환자 및 

의사환자

(자택격리)

발진발생 후 

4일까지

이송

기관

평창 : 원주세브란스기독병원

강릉 : 강릉아산병원
이송

방법

해당 보건소

(강릉, 평창)

접촉자
감수성자는 

노출 후 관리병상

배정

강원도청이 

국가지정입원치료병상 

배정

집단발생

여부 

확인

∘ 밀접접촉자(시간과 

공간적 역학적 연관성

존재, 예: 동일 숙소, 

같은 팀과 같은 동일 

공간 생활자) 중 

유증상자 발생 여부 

확인

확진

검사

의뢰

검체

채취
입원 의료기관

검사

기관
질병관리본부

운송

방법
운송 업체



21

� 신경학적 증상 

신경학적 증상자 폴리클리닉 방문

발열, 뇌수막자극 징후, 마비, 위약감 등 신경학적 증상이 급성으로 발생

⇩

감염성 질환에 의한 신경학적 증상여부 감별 

발열, 오한 등 전신증상이나 오심, 구토, 설사 등 소화기 증상, 출혈성 경향 동반 여부 확인

⇩

감별진단

수막구균성 수막염 경부강직 등 뇌막자극징후, 발열, 의식소실, 경련 등

바이러스성 출혈열

최초 증상 시작 전 21일 이내에 출혈열 바이러스에 노출*이 있었던 경우

* 바이러스성출혈열 확진/의심환자 유증상기에 접촉 또는 위험지역에서 병원소 접촉

* 바이러스성출혈열 위험지역 정보는 현장 역학조사관과 상의

⇩ ⇩ ⇩

수막구균성수막염 바이러스성 출혈열 기타 신경학적 증상자

신고 및 

보고

현장역학조사관에게 지체없이 

보고

의심환자격리 : 음압텐트

현장 역학조사관에게 즉시 보고

중증도에 따라 진료 또는 지정병원으로 이송 

필요시)검체채취

사례조사
주관 현장역학조사관 ⇩ 검체채취 폴리클리닉 의사

시기 지체없이

사례조사 검사기관 강원도보건환경 연구원
⇩

운송방법 보건소지정병원으로 이송·격리
신고 및 

보고

지체없이 현장역학조사관을 통해 

질병관리본부 긴급상황실로 보고 
이송방법 현장에 배치된 구급차 ⇩

지정병원으로 이송이송기관
평창 : 원주세브란스기독병원

강릉 : 강릉아산병원 사례 

조사

주관 현장역학조사관

시기 지체없이
이송방법 현장에 배치된 구급차

확진검사

의뢰

검체

채취
입원 의료기관

⇩검사

기관

의료기관 또는 

질병관리본부 이송기관
평창 : 원주세브란스기독병원

강릉 : 강릉아산병원

국가지정입원병상으로 이송 운송

방법
보건소

환자 및 

접촉자 

관리

환자
항생제 치료 시작 후 

24시간까지 격리 이송방법
해당 보건소

(강릉, 평창)

접촉자 예방화학요법
병상배정

강원도청이 

국가지정입원치료병상 배정

확진검사

의뢰

검체채취 입원 의료기관

검사기관 질병관리본부

운송방법 운송 업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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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선수단(팀닥터)

대응체계

- (담당 대상) 해당 국가의 선수단과 임원진 

- (역할) 감염병의심환자 선별, 능동감시 및 의심증상자 보고, 폴리클리닉·협력

병원 진료 의뢰, 역학조사 협조, 환자·접촉자 예방 관리

감염병의심증상자 분류

- (호흡기증상) 발열, 기침, 콧물, 코막힘, 인후통, 가래 등 호흡기 증상이 급성

으로 발생

* MERS, AI, 인플루엔자, 급성호흡기감염병, 레지오넬라증, 결핵, 홍역(전구기)

- (위장관증상) 발열, 구토, 복통, 설사, 혈변 등 장관 증상이 급성으로 발생

* 노로바이러스감염증, 수인성·식품매개감염병, 1군감염병, 장관감염증, 바이러스성 출혈열

- (발진) 발열, 반점, 구진, 출혈성 반점 등의 피부증상이 급성으로 발생

* 홍역, 바이러스성 출혈열

- (신경학적 증상) 발열, 뇌수막자극 징후, 마비, 위약감 등 신경학적 증상이 

급성으로 발생

* 수막구균성수막염, 바이러스성 출혈열, 생물테러감염병

세부 역할

- 감염병의심환자 감시·보고

    · 조직위 의무부 일일 팀닥터 회의에서 감염병의심증상별 의심증상자수를 파악하여

보고 

* 발열, 오심, 구토, 설사, 두통, 근육통, 기침, 콧물, 오한 등

    · 팀 내 감염병 유행이 의심되거나, 고위험 감염병이 의심될 경우 지체없이 의무부로 보고

* 바이러스출혈열, 조류인플루엔자감염증, 중동호흡기증후군, 생물테러감염병

- 역학조사 협조

    · 역학조사 시 사례 면접조사, 접촉자 조사, 검체 채취 등 협조

- 환자·접촉자 관리

    · (환자 관리) 격리·생활공간 분리, 감염예방교육

* 법정감염병의 격리기준은 국내 기준을 따름

* 인플루엔자 : 생활공간분리, 팀 내 능동적 발열감시

* 장관감염증 : 올바른 손씻기 등 환자 교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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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접촉자관리) 감염병 별 접촉자 관리, 증상 모니터링

< 팀 내 상황별 대처방법>

집단

발생

<수인성식품매개감염병>

역학적 연관성이 있는 2인

이상 장관증상 발생

조직위 

의무부로  

집단발생 보고

유행역학조사

(질병관리본부)

  사례조사협조

  검체채취협조

증상자 

모니터링

<호흡기감염병> 

역학적 연관성이 있는 2인

이상 호흡기증상자 발생

공간분리

증상자

모니터링 

고위험

감염병

발열과 호흡기증상, 

중동방문력, 

낙타접촉력

MERS

조직위  

의무부로 

의심환자 

발생 보고

의심증상자 

별도공간 

분리

지정·격리병원 

이송 및 파견 역학

조사관이 역학조사

실시

<협조사항>

사례조사협조

접촉자 조사 협조

증상자 

모니터링

발열과 호흡기증상, 

발생지역 방문력, 

가금류 접촉력

AI

발열, 발진, 설사, 

신경학적 증상,  

출혈성경향   

발생지역 방문력

바이러스성

출혈열

콧물, 기침, 결막염, 

근육통 등 

호흡기·전신 증상 

이후 발생한 특징적 

홍반성 구진상 발진

홍역

경부강직,  

뇌막자극징후, 발열, 

의식소실, 경련 등

수막구균성

수막염

생물테러감염병 의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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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호흡기감염증 

호흡기 증상자 

∘발열과 호흡기 증상이 있는 환자

⇩

감별 진단을 위한 문진 

중동호흡기증후군 증상발생 14일 이내 중동방문력, 낙타접촉력, 현지 병원 방문력

홍역 증상발생 3주 이내 유럽 방문력 또는 체류력과 발열을 동반한 기침 또는 콧물과 결막염 증상

⇩ ⇩ ⇩

중동호흡기증후군 의심 홍역의심 기타 호흡기질환 의심

∘의심환자격리 : 음압텐트

∘현장 역학조사관에게 지체없이 보고

∘환자 마스크 씌우고 별도 간에서 대기

∘현장 역학조사관에게 지체없이 보고

∘38℃ 이상의 갑작스러운 발열과 더불어 기침 또는 인후통을 보이는

환자(인플루엔자의사환자 기준)

∘호흡기 감염병 환자와 역학적 연관성이 있는 호흡기 증상자

⇩ ⇩ ⇩

사례분류

(현장역학조사관 협조)
확진검사 의뢰 감별진단을 위한 문진 

신고 및 

보고

지체없이 현장역학조사관을

통해 질병관리본부 긴급

상황실로 보고 

확진검사

의뢰

검체

채취

폴리

클리닉 의사
조류인플루엔자감염증

증상발생 10일 이내 환자발생지역 방문력, 

가금류 접촉력, 가금류시장 방문력

사례 

조사

주관
현장 

역학조사관

⇩

검사

기관

강원도

보건환경 

연구원

조류인플루엔자감염증

의심
기타 호흡기감염병

현장역학조사관에게 

지체없이 보고

환자 마스크 씌우고 

별도 공간으로 분리

인플루엔자 신속진단검사 실시시기 지체없이 운송

방법
보건소

⇩ ⇩⇩ ⇩

환자 이송 역학조사
사례분류

(현장역학조사관협조)

양성

(확진검사 의뢰)
음성

이송

방법

해당 보건소

(강릉, 평창)
역학조사

주관
현장역학

조사관
신고 

및 

보고

지체없이 현장역학

조사관을 통해 질병

관리본부긴급상황실로

보고

검체

채취

폴리클리닉 

의사

중증도에 따라 진료

또는 지정병원으로 

이송

(필요시)검체채취병상

배정

강원도청이 

국가지정입원치료병상 

배정

검사

기관

강원도보건

환경연구원
시기 지체없이

사례

조사

주관
현장역학

조사관

환자  및 

접촉자 

관리

환자 및 

의사

환자

발진발생 후

4일까지
검체

채취

폴리

클리닉 

의사

운송

방법
보건소

확

진

검

사

의

뢰

검체

채취
입원 의료기관

시기 지체없이

확진

검사

의뢰

검체

채취

현장역학

조사관 ⇩

접촉자
감수성자는 

예방접종
검사

기관

강원도

보건환경 

연구원

검사

기관

강원도보건

환경연구원 중증도에 따라 

진료 

(항바이러스제 

처방)

또는 환자 이송 

검사

기관

강원도

보건환경연구원 운송

방법
보건소

집단발생

여부 확인

∘ 밀접접촉자(시간과 공간적 

역학적 연관성 존재, 예: 

동일 숙소, 같은 팀과 같은

동일 공간 생활자) 중 유증상자

발생 여부 확인

운송

방법
보건소운송

방법
운송업체

⇩

(확진 시) 환자 이송

⇩

이송

방법

해당 보건소

(강릉, 평창)

⇩

(확진 시) 환자이송 (필요 시) 환자이송

이송방법 현장에 배치된 구급차 이송

방법
현장에 배치된 구급차

이송기관

지정의료기관의 1인실 음압

병상 또는 1인실 병상

평창: 원주 세브란스기독병원

강릉 :강릉아산병원

병상

배정

강원도청이 

국가지정입원치료

병상 배정
이송

기관

평창 : 원주세브란스기독병원

강릉 : 강릉아산병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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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장관감염증 

장관감염증 

급성으로 발생한 설사, 오심, 구토, 복통, 발열 등의 증상을 주소로 방문한 환자

⇩

집단발생, 바이러스성출혈열 감별

집단발생
동일 공간 생활자(같은 숙소 사용, 같은 팀) 중 유사증상자 여부 확인

동일 음식을 먹거나, 동일한 활동을 참석한 사람 중 유사증상자 여부 확인

바이러스성출혈열

최초 증상 시작 전 21일 이내에 출혈열 바이러스에 노출*이 있었던 경우

* 바이러스성출혈열 확진/의심환자 유증상기에 접촉 또는 위험지역에서 병원소 접촉

* 바이러스성출혈열 위험지역 정보는 현장 역학조사관과 상의

⇩ ⇩ ⇩

바이러스성출혈열 의심 집단발생 의심 기타 개별사례

환자 마스크 씌우고 별도 공간으로 분리

조직위/현장 역학조사관에게 지체없이 보고 신고 및 

보고

지체없이 현장역학조사관을 통해 

질병관리본부 긴급상황실로 보고 

팀닥터 판단에 따라 폴리클리닉  

또는 지정병원 진료

⇩

사례분류

역학조사

주관 현장역학조사팀

기술지원 현장역학조사관

신고 및 

보고

지체없이 현장역학조사관을 통해 

질병관리본부 긴급상황실로 보고 
시기 지체없이

검사의뢰

검체 채취 현장역학조사팀

사례

조사

주관 현장역학조사관
검사 기관 강원도보건환경연구원

시기 지체없이
운송 방법 보건소

⇩
⇩

⇩

국가지정입원치료병상으로 이송 

팀닥터 판단에 따라 폴리클리닉/지정병원 진료
이송

방법

해당 보건소

(강릉, 평창)
⇩

병상

배정
강원도청이 국가지정입원치료병상 배정 1군감염병 의심시

(발생국가 방문력, 1군감염병환자 접촉력 등)

확진

검사

의뢰

검체채취 입원 의료기관 신고 및 보고 지체없이 현장역학조사관에게 보고

검사기관 질병관리본부
사례 조사

주관 현장역학조사관

시기 지체없이

운송방법 운송업체

환자 및 접촉자 

관리

환자 및 

의사환자

지정병원으로 이송, 격리해제기준은 각 감염병 별 기준을 따름

(평창 : 원주세브란스기독병원, 강릉 : 강릉아산병원)

접촉자 발병여부 관찰, 각 감염병 별 기준을 따름

* 1군감염병: 콜레라, 장티푸스, 파라티푸스, 장출혈성대장균감염증, 세균성 이질, A형간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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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발진 환자

발진

급성으로 발생한 발진, 발열 등의 증상을 주소로 방문한 환자

⇩

감별진단

홍역 임상증상 증상발생 3주이내 유럽 방문 또는 체류력과 콧물, 기침, 결막염, 근육통 등 호흡기, 전신증상 이후 발생한 특징적 홍반성 구진상 발진

바이러스성출혈열

최초 증상 시작 전 21일 이내에 출혈열 바이러스에 노출*이 있었던 경우

* 바이러스성출혈열 확진/의심환자 유증상기에 접촉 또는 위험지역에서 병원소 접촉

* 바이러스성출혈열 위험지역 정보는 현장 역학조사관과 상의

지카바이러스감염증 증상발생 14일 내 발생국가(*) 방문력 확인, 확진환자와 또는 발생지역에 2개월 이내 방문한 자와 성접촉력 확인

⇩ ⇩ ⇩ ⇩

바이러스성출혈열 의심 홍역의심 지카바이러스감염증 의심 기타 개별사례

의심환자격리 : 음압텐트

현장 역학조사관에게 지체없이 

보고

∘의심환자는 마스크를 씌우고 별도 

공간에서 대기

∘현장 역학조사관에게 지체없이 보고 

(개별사례/집단발생 모두) 

신고 

및 

보고

현장 역학조사관에게 

지체없이 보고

확진검사 의뢰

팀닥터 판단에 따라 폴리클리닉  

또는 지정병원 진료

⇩ ⇩

확진

검사

의뢰

검체

채취

폴리클리닉 

의사사례조사 확진검사 의뢰

신고 

및 

보고

지체없이 

현장역학조사관을 통해 

질병관리본부 

긴급상황실로 보고 

확진

검사

의뢰

검체

채취

폴리

클리닉 의사 검사

기관

강원도 

보건환경 

연구원
검사

기관

강원도보건

환경 연구원

운송

방법
보건소운송

방법
보건소

⇩
사례

조사

주관 현장역학조사관

역학조사
시기 지체없이

역학조사
주관

현장역학

조사관⇩

시기 지체없이
국가지정입원치료병상으로 이송 

환자  및 

접촉자 

관리

환자
발진발생 후 

4일까지 격리이송

방법

해당 보건소

(강릉, 평창) 접촉자
감수성자는 

예방접종

병상

배정

강원도청이 

국가지정입원치료병상 

배정

집단발생

여부 

확인

∘ 밀접접촉자(시간과 

공간적 역학적 연관성

존재, 예: 동일 숙소, 

같은 팀과 같은 동일 

공간 생활자) 중 유증

상자 발생 여부 확인

확진

검사

의뢰

검체

채취
입원 의료기관

⇩

(확진 시) 환자이송

이송방법 현장에 배치된 구급차

검사

기관
질병관리본부

이송기관

지정의료기관의 1인실 

음압병상 또는 1인실 병상

평창: 원주 세브란스기

독병원

강릉 :강릉아산병원

운송

방법
운송 업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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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경학적 증상 

신경학적 증상자 폴리클리닉 방문

발열, 뇌수막자극 징후, 마비, 위약감 등 신경학적 증상이 급성으로 발생

⇩

감염성 질환에 의한 신경학적 증상여부 감별 

발열, 오한 등 전신증상이나 오심, 구토, 설사 등 소화기 증상, 출혈성 경향 동반 여부 확인

⇩

감별진단

수막구균성 수막염 경부강직 등 뇌막자극징후, 발열, 의식소실, 경련 등

바이러스성 출혈열

최초 증상 시작 전 21일 이내에 출혈열 바이러스에 노출*이 있었던 경우

* 바이러스성출혈열 확진/의심환자 유증상기에 접촉 또는 위험지역에서 병원소 접촉

* 바이러스성출혈열 위험지역 정보는 현장 역학조사관과 상의

⇩ ⇩ ⇩

수막구균성수막염 바이러스성 출혈열 기타 신경학적 증상자

신고 및 

보고

조직위/현장역학조사관에게 

지체없이 보고

(이송여부 판단 및 보고)

환자 마스크 씌우고 별도 공간으로 분리

조직위/현장 역학조사관에게 즉시 보고

팀닥터 판단에 따라 폴리클리닉 또는 

지정병원 진료

사례조사
주관 현장역학조사관 ⇩

시기 지체없이

사례조사
⇩

지정병원으로 이송·격리
신고 및 

보고

지체없이 현장역학조사관을 통해 

질병관리본부 긴급상황실로 보고 
이송방법 현장에 배치된 구급차

이송기관
평창 : 원주세브란스기독병원

강릉 : 강릉아산병원 사례 

조사

주관 현장역학조사관

시기 지체없이

확진검사

의뢰

검체

채취
입원 의료기관

⇩검사

기관

의료기관 또는 

질병관리본부

국가지정입원병상으로 이송 운송

방법
보건소

환자 및 

접촉자 

관리

환자
항생제 치료 시작 후 

24시간까지 격리 이송방법
해당 보건소

(강릉, 평창)

접촉자 예방화학요법
병상배정

강원도청이 

국가지정입원치료병상 배정

확진검사

의뢰

검체채취 입원 의료기관

검사기관 질병관리본부

운송방법 운송 업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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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선수의무실

대응체계

- (담당 대상) 해당 경기장을 방문·이용하는 선수단과 임원진

- (역할) 감염병의심환자 선별 및 보고

- (체계) 법정감염병 의심 시 조직위 의무부에 보고, 환자이송 필요 시 조직위 

의무부를 통해 구급차 이용, 지정의료기관으로 이송

감염병의심증상자 분류

- (호흡기증상) 발열, 기침, 콧물, 코막힘, 인후통, 가래 등 호흡기 증상이 급성

으로 발생

* MERS, AI, 인플루엔자, 급성호흡기감염병, 레지오넬라증, 결핵, 홍역(전구기)

- (위장관증상) 발열, 구토, 복통, 설사, 혈변 등 장관 증상이 급성으로 발생

* 노로바이러스감염증, 수인성·식품매개감염병, 1군감염병, 장관감염증, 바이러스성 출혈열

- (발진) 발열, 반점, 구진, 출혈성 반점 등의 피부증상이 급성으로 발생

* 홍역, 바이러스성 출혈열

- (신경학적 증상) 발열, 뇌수막자극 징후, 마비, 위약감 등 신경학적 증상이 

급성으로 발생

* 수막구균성수막염, 바이러스성 출혈열, 생물테러감염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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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황별 대처 방법

� 호흡기 증상자 방문 시

� 위장관 증상자 방문 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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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발진 증상자 방문 시

� 신경학적 증상자 방문 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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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관중의무실

대응체계

- (담당 대상) 해당 경기장을 방문·이용하는 관광객

- (역할) 감염병의심환자 선별 및 보고, 이송

- (체계) 감염병의심환자 조직위 의무부에 보고, 필요 시 환자 이송

감염병의심증상자 분류

- (호흡기증상) 발열, 기침, 콧물, 코막힘, 인후통, 가래 등 호흡기 증상이 급성

으로 발생

* MERS, AI, 인플루엔자, 급성호흡기감염병, 레지오넬라증, 결핵, 홍역(전구기)

- (위장관증상) 발열, 구토, 복통, 설사, 혈변 등 장관 증상이 급성으로 발생

* 노로바이러스감염증, 수인성·식품매개감염병, 1군감염병, 장관감염증, 바이러스성 출혈열

- (발진) 발열, 반점, 구진, 출혈성 반점 등의 피부증상이 급성으로 발생

* 홍역, 바이러스성 출혈열

- (신경학적 증상) 발열, 뇌수막자극 징후, 마비, 위약감 등 신경학적 증상이 

급성으로 발생

* 수막구균성수막염, 바이러스성 출혈열, 생물테러감염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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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호흡기 증상자 방문 시

� 위장관 증상자 방문 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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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발진 증상자 방문 시

� 신경학적 증상자 방문 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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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비경기장(비베뉴) 의무실

대응체계

- (담당 대상) 올림픽 프라자, 미디어 빌리지 등 경기장 외 올림픽 관계자 및 

기자단

- (역할) 감염병의심환자 선별 및 보고

- (체계) 감염병의심환자 조직위 의무부에 보고, 필요 시 환자 이송

감염병의심증상자 분류

- (호흡기증상) 발열, 기침, 콧물, 코막힘, 인후통, 가래 등 호흡기 증상이 급성

으로 발생

* MERS, AI, 인플루엔자, 급성호흡기감염병, 레지오넬라증, 결핵, 홍역(전구기)

- (위장관증상) 발열, 구토, 복통, 설사, 혈변 등 장관 증상이 급성으로 발생

* 노로바이러스감염증, 수인성·식품매개감염병, 1군감염병, 장관감염증, 바이러스성 출혈열

- (발진) 발열, 반점, 구진, 출혈성 반점 등의 피부증상이 급성으로 발생

* 홍역, 바이러스성 출혈열

- (신경학적 증상) 발열, 뇌수막자극 징후, 마비, 위약감 등 신경학적 증상이 

급성으로 발생

* 수막구균성수막염, 바이러스성 출혈열, 생물테러감염병



35

상황별 대처 방법

� 호흡기 증상자 방문 시

� 위장관 증상자 방문 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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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발진 증상자 방문 시

� 신경학적 증상자 방문 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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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지정의료기관

대응체계

- (담당 대상) 선수단 및 체육관계자

- (역할) 이송환자 감염병 진료, 감염병 환자 신고 및 환자관리, 역학조사 협조

감염병 별 대응 방법

- (법정감염병) 지체없이 신고 

    · (국가지정입원병상이송) 중동호흡기증후군, 바이러스성출혈열, 조류인플루엔자

인체감염증 등은 질환에 따라 국가지정입원병상으로 이송, 검체 채취 및 의무

기록 제공 등 역학조사 협조 

    · (기타 법정 감염병) 의무기록 제공 등 역학조사 협조 

- (기타 감염성 질환)

    · (집단발생) 조직위로 집단발생 신고 및 역학조사 협조

    · (개별사례) 의료진의 판단에 따라 진료

감염병 의심환자 방문시 대처 흐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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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강원지역 의료기관

대응체계

- (담당 대상) 관광객을 포함한 지역사회 

- (역할) 지역사회 감염병 환자 진료, 전수 신고 대상 감염병 신고 및 집단발생 

신고, 역학조사 협조

- (체계) 전수 신고대상 감염병 의심환자 진료 시 지체없이 관할 보건소로 환자 

신고, 역학적 연관성이 있는 2인 이상의 집단발생시 관할 보건소로 신고 및 

역학조사 협조

감염병의심증상자 분류

- (호흡기증상) 발열, 기침, 콧물, 코막힘, 인후통, 가래 등 호흡기 증상이 급성

으로 발생

* MERS, AI, 인플루엔자, 급성호흡기감염병, 레지오넬라증, 결핵, 홍역(전구기)

- (위장관증상) 발열, 구토, 복통, 설사, 혈변 등 장관 증상이 급성으로 발생

* 노로바이러스감염증, 수인성·식품매개감염병, 1군감염병, 장관감염증, 바이러스성 출혈열

- (발진) 발열, 반점, 구진, 출혈성 반점 등의 피부증상이 급성으로 발생

* 홍역, 바이러스성 출혈열

- (신경학적 증상) 발열, 뇌수막자극 징후, 마비, 위약감 등 신경학적 증상이 

급성으로 발생

* 수막구균성수막염, 바이러스성 출혈열, 생물테러감염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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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황별 대처 방법

� 호흡기 증상자 방문 시

� 위장관 증상자 방문 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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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발진 증상자 방문 시

� 신경학적 증상자 방문 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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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중점관리대상 감염병

1) 개요

감염병 조기 인지 및 확산방지 등의 신속한 대응 역량을 사전에 강화하기 위해  

위기분석을 통해 해외유입 및 국내발생 가능한 감염병 도출

2) 적용범위

해외유입 감염병

◈ 중동호흡기증후군(메르스), 조류인플루엔자(AI) 및 홍역, 바이러스성출혈열(라싸열, 마버그열, 에볼라

바이러스병 등), 지카바이러스감염 등

국내발생 감염병

◈ (수인성·식품매개감염병) 노로바이러스, 로타바이러스, 기타 장관감염증(병원성 대장균, 살모넬라, 

장출혈성대장균 등), A형 간염 등

◈ (호흡기감염병) 인플루엔자 및 결핵, 기타 호흡기감염증(라이노바이러스, 호흡기 세포융합바이러스, 

아데노바이러스, 마이코플라즈마), 레지오넬라증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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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해외유입감염병

7-1 홍역

1. 개요

1) 정의 

홍역바이러스(measles virus)에　의한　급성　발열성　발진성　감염증

호흡기로　전파되어　고열, 기침, 콧물, 결막염, 특징적　홍반성　구진상　발진　발생

2) 위기분석

상당수의 유럽국가들이 동계올림픽에 참가하기에 유입환자 발생위험이 있음 

유입환자 발생시 관광객 등 미접종자 대상으로 집단발생 위험이 있음

2. 역학적 특성

1) 병원체

홍역바이러스(measles virus)：　Paramixoviridae Morbillivirus속의　RNA　바이러스로　

한　가지　항원형만　존재

2) 병원소

인간이　유일한　숙주

3) 전파경로

호흡기 분비물 등의 비말 또는 공기감염을 통해 전파 

4) 전염기간

발진이 나타나기 4일전부터 발진이 나타난 후 4일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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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임상양상

1) 잠복기

평균 10∼12일(7∼21일)

2) 임상증상

전구기(약　3~5일) : 전염력이 강한 시기

- 발열, 기침, 콧물, 결막염, 특징적인 구강내 병변(Koplik's spot, 1~2 mm 크기의

회백색 반점) 등이 나타남 

발진기 : 전반적인 증상이 가장 심한 시기

- 홍반성 구진상 발진(비수포성)이 목 뒤, 귀 아래, 몸통, 팔다리, 손·발바닥에

발생하며　서로　융합됨. 발진은　3일 이상 지속되고, 발진이　나타난　후 2~3일간　

고열을　보임．

회복기 : 발진이　갈색을　띄며　작은　겨　껍질　모양으로　벗겨지며　소실

연령, 백신 접종력, 수동 면역항체 보유여부에 따라 뚜렷한 전구증상 없이 발열과

가벼운 발진이 나타나는 경우도 있음

3) 합병증

중이염 

기관지염, 모세기관지염, 기관지폐렴, 크룹 등의 호흡기 합병증

급성뇌염, 아급성 경화성 뇌염(Subacute sclerosing panencephalitis, SSPE) 등

<홍역 발진>

<출처 : 미국 CD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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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발생현황

<연도별 홍역 신고인원>

구분 2006년 2007년 2008년 2009년 2010년 2011년 2012년 2013년 2014년 2015년 2016년

신고수(명) 28 194 2 17 114 42 ３ 107 442 7 18

국내발생 23 192 1 16 113 39 １ 104 421 4 9

해외유입 5 2 1 １ １ ３ ２ ３ 21 3 9

발생률

(10만명당)
0.1 0.4 0.0 0.0 0.2 0.1 0.0 0.2 0.9 0.0 0.0

1) 국내

2001년부터 시행한 홍역퇴치사업 결과 2002년 이후 확진환자 발생이 급격히 

감소하여, 2006년 11월 홍역퇴치를 선언하였고, 2014년 3월 세계보건기구 서태평양

지역사무국으로부터 홍역퇴치국가로 인정되었음.

2011년 주로 경남지역을 중심으로 한 소규모 유행으로 총42명 발생, 2013년 경남, 

경기지역의 의료기관·학교·지역사회·가족간 전파에 의한 유행으로 총107명 발생

2014년 해외유입 사례에 의한 국내 2차 전파로 병원을 중심으로 면역력이 없는 소아, 

접종력이 없는 집단생활 청소년 및 대학생으로 확산되어 총442명이 발생한 바 있음

<연도별･지역별 홍역 신고 인원>

(단위：명)

연도 2011년 2012년 2013년 2014년 2015년 2016년

전국 ４２ ３ １０７ ４４２ ７ １８

강원 １ ０ ５ ２ ０ ０

2) 국외

2002년 11월 마지막 지역 내 발생이 보고된 후 북미, 중남미, 남미지역은 외부 

유입에 의한 유행만 보고됨

아시아에서는 2014년 필리핀에서 21,403명 발생, 110명 사망의 대규모 유행이 

있었으며, 대부분 백신 미접종자였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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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럽에서는 백신접종이 충분한 수준에 도달하지 못해 2011년 1∼10월에는 36개국에서

26,000명이 보고, 2016년부터 루마니아‧독일‧이탈리아 여행자와 연관된 홍역유행이

현재까지 지속

  

5. 감시

전수감시　및　실험실　능동감시

6. 신고범위 및 신고를 위한 진단 기준

환자 : 홍역에 부합되는 임상증상을 나타내거나 역학적 연관성이 있으면서 진단을

위한 검사기준에 따라 감염병병원체 감염이 확인된 사람 

의사환자 : 임상증상 및 역학적 연관성을 감안하여 홍역이 의심되나 진단을 위한

검사기준에 부합하는 검사결과가 없는 사람

7. 진단을 위한 검사기준

검체(혈액)에서　특이　IgM　항체　검출

회복기혈청의 항체가가 급성기에 비해 ４배 이상 증가

검체(인후·비강·비인두도찰물，혈액，소변)에서 바이러스 분리 또는 특이　유전자 검출

8. 치료

대증치료, 충분한 영양·수분공급，WHO에서는 비타민 A공급 권고

　

9. 관리

환자격리*: 발진 발생 후 4일까지**

* 홍역 (의심)환자는 별도의 공간에서 대기하면서 마스크를 착용하도록 조치 

** 평창올림픽 협력의료기관 1인실(음압시설) 또는 1인실 격리(단, 협력의료기관 내 입원가능

시설이 없는 경우, 1인실 입원 가능한 시설에 격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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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 홍역 바이러스 노출기 및 전염기

접촉자 관리

접촉자 구분 접촉자 관리방법*

• 면역력이 없는 사람(감수성자) 

- 과거 홍역을 앓은 적이 없고, 예방접종력이 없거나

불완전한 사람 

• (예방접종) 노출 후 72시간 이내에 접종

• 면역력이 있는 사람

- 과거 홍역을 앓았거나, 예방접종 완료한 사람
• 증상 발생 모니터링 

• 감수성자 중 백신 접종 금기인 사람 

- 6개월 미만 영아, 임신부, 면역저하자 등
• 노출 후 6일 이내에 면역글로불린 투여 

* 밀접접촉자에 대한 모니터링(추가환자발생감시)

- 개별 사례: 마지막 노출 후 최대잠복기(21일)까지

- 유행사례(집단발생): 최종 확진환자 보고 후 6주간 유지

그림 2. 접촉자에 따른 관리방법

10. 예방

예방접종：생후12~15개월，만4~6세　MMR　백신 ２회　접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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붙임 홍역(의사)환자 역학조사서

홍역［의사］환자　역학조사서

기관정보

해당보건소 작성자 작성일 보고일 연락처

신고병의원 담당의사 소재지 연락처

환자인적사항

환자성명 성별 ○남　○여 생년월일 연령
세

개월

국적
○내국인　　　○외국인　☞　국적입력（　　　　　　　　　　　　　　　）

생존여부
○생존

○사망

환자주소 보호자　성명 연락처

실거주지
□　실거주지가　주민등록　주소지와　동일합니다

소속
○학교　○유치원어린이집）○군부대

○회사　○기타（　　　　　　　　）○없음
소속기관명

소속기관　

연락처

임상증상 및　경과［해당　사항에　모두　V　표시］

주요증상

□발열　□발진　□기침　□콧물　□결막염

□기타（　　　　　　　　　　　　　　　）

☞발진시작일

☞발진시작부위　○얼굴／목　○몸통　○팔／다

리　

질병　발생일

신고기관

진단일

합병증　유무
○예　☞‘예’인경우합병증종류：□폐렴　□뇌염　□경련　□기타（　　　　　　　）

○아니오

의료기관　이용［발진발생３주전부터　조사시점까지］

진료상황
의료기관

진료날짜 격리입원기간
기관명 연락처

□외래

□입원
□해당없음

□해당없음

실험실적　검사

검체

종류

의료기관

검체 채취일

접수기관

검체 접수일

검사기관

결과 보고일
검사기관 검체 종류 검사 종류및결과

□바이러스　

분리 미실시

○민간검사기관

○보건환경연구원

○질병관리본부

○혈액（혈청）

○인두도찰

○뇌척수액

○소변

○양성

○음성

○진행중

□IgM 항체　

미실시

○민간검사기관

○보건환경연구원

○질병관리본부

○혈액（혈청） ○양성

○의양성

○음성

○진행중

□IgG 항체　

미실시

○민간검사기관

○보건환경연구원

○질병관리본부

□유전자 검출

미실시

○민간검사기관

○보건환경연구원

○질병관리본부

○혈액（혈청）

○인두도찰

○뇌척수액

○소변

○양성

○음성

○진행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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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방접종력

１차 접종시기 접종장소 ○병의원　○보건소
접종력

확인

○예방접종등록기록　○아기수첩

○환자·보호자기억　○기타（　　　　　）

감염원조사

발진　발생전　３주간　　유사증상자접촉력　○ 예　　○ 아니오

☞‘예’인경우　선행유증상자　정보작성

성명 연령 소속 연락처 관계 발병일 환자구분 예방접종력

○확진　○의사
○접종（　　）회

○안함　○모름

○확진　○의사
○접종（　　）회

○안함　○모름

발진　발생전　３주간　　해외여행력　○ 예　　○ 아니오

☞‘예’인경우　해외여행정보　작성

여행　국가 여행　기간 동행자중　유증상자

　　　　　　　（도시명：　　　　） ∼ ○있음　　○없음

　　　　　　　（도시명：　　　　） ∼ ○있음　　○없음

접촉자조사

동거가족　접촉력 ○예（총　　　　명）○아니오 비가족　접촉력 ○예（총　　　　명）○아니오

종합의견

보건소 의견

시도 종합의견



49

7-2 지카바이러스감염증

1. 개요

1) 정의 

지카 바이러스 감염에 의해 발생하는 감염 질환

2) 위기분석　

올림픽 개최 기간인 12~3월은 동남아시아 지역이 동절기 및 건기에 접어들어 

해당 지역에서 환자 유입 가능성 낮음

국내 모기 활동이 어려워 유입된 환자를 통한 추가 환자 발생 가능성 매우 낮음, 

하지만 유입 환자와의 성접촉을 통한 전파 가능성은 존재

2. 역학적 특성

1) 병원체

지카바이러스(Zika virus) : 플라비 바이러스과(family Flaviviridae) 

단일가닥(single stranded) RNA 바이러스

2) 병원소

감염된 매개모기, 사람 및 영장류(Nonhuman) 

3) 전파경로

감염된 매개모기*를 통해 전파

* 이집트숲모기(Aedes aegypti)가 주된 매개체이나 국내에는 서식하지 않음, 국내 전국적으로

서식하는 흰줄숲모기(Aedes albopictus,전체 모기 중 약 3%)도 전파 가능

(기타전파) 성접촉, 수직감염, 수혈감염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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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전염기간

사람은 발열기 직전부터 발열이 지속되는 동안(평균 3-7일간) 모기에 물리거나 

혈액이나 체액을 통해 감염될 위험 존재

3. 임상양상

1) 잠복기

평균 2-14일  

2) 임상증상

감염된 환자의 약 80% 정도는 불현성 감염

(증상기간) 증상은 3-7일 정도 경미하게 진행됨

(증상) 주요 증상은 반점구진성 발진이며, 관절통, 근육통, 결막염(충혈), 두통 

등이 동반

* 발열은 있을 수도 있고 없을 수도 있음  

3) 합병증

대부분은 특별한 합병증 없이 회복됨. 

신생아감염 (소두증 등), 길랑-바레 증후군 등이 발생할 경우 예후에 악영향을 

미칠 수 있음

4. 발생현황

1) 해외 유입사례 발생현황 

법정감염병 4군으로 2016년 1월 29일 지정, 국내 자체발생 없음.

2016년 3월 이후 2017년 12월까지 국내 유입 지카바이러스 감염증 확진자 26명

(무증상 1례 포함) 

- 성 별：남성 18명, 여성 8명 (임신부 0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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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연령대별：20대(8명), 30대(10명), 40대(3명), 50대(4명), 60대 이상(1명) 

- 이 중 20명(77%)이 동남아 여행자(필리핀 8명, 베트남 5명, 태국 5명, 몰디브

2명)였고, 나머지 6명(23%)이 중남미 여행자(브라질, 도미니카(공), 과테말라,

푸에르토리코, 볼리비아, 쿠바 각 1명)

5. 신고 범위 및 신고를 위한 진단기준

환자 : 지카바이러스 감염증에 부합되는 임상증상을 나타내면서 진단을 위한 

검사기준에 따라 감염병병원체 감염이 확인된 사람

의사환자

- 의심환자 : 임상증상 및 역학적 연관성을 감안하여 지카바이러스 감염증이 

의심되나, 진단을 위한 검사기준에 부합하는 검사결과가 없는 사람

- 추정환자 : 임상증상 및 역학적 연관성을 감안하여 지카바이러스 감염증이 

의심되며, 추정 진단을 위한 검사기준에 따라 감염이 추정되는 사람

병원체보유자 : 지카바이러스 감염증에 부합되는 임상증상은 없으나 감염병

병원체를 보유하고 있는 사람

<역학적 위험요인>

◈ 증상 시작 전 2주이내 

(1) 지카바이러스 감염증 발생국가 방문

  * 최신 발생국 현황은 질병관리본부 홈페이지 참조

(2) 지카바이러스 감염자와 성접촉 

(3) 지카바이러스 감염증 발생지역에 최근 6개월 이내 방문 이력이 있는 사람과 성접촉

(4) 지카바이러스 감염증 방생국가에서 수혈력이 있는 경우

<임상증상>

발진과 함께 다음 증상 중 하나 이상이 동반된 경우

- 동반증상 : 관절통/관절염, 근육통, 비화농성 결막염/결막충혈

* 발열은 있을 수도 있고 없을 수도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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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진단을 위한 검사기준

1) 진단검사 기준 

확인 진단

- 검체(급성기 혈액)에서 바이러스 분리

- 회복기 혈청의 항체가가 급성기에 비하여 4배 이상 증가

- PRNT법을 이용하여 바이러스 특이 항체 검출

- 검체(혈액, 소변)에서 바이러스 특이 유전자 검출

추정 진단

- 검체(혈액)에서 ELISA를 이용하여 바이러스 특이 IgM 항체 검출

2) 진단검사법  

유전자검출검사 

- (핵산 추출) 유전자 검출검사를 위해 상용화된 키트 등을 이용하여 RNA를 

추출

- (대상유전자) Polyprotein(Nonstructural protein(NS) 등) gene

- (검사방법) 실시간 역전사중합효소연쇄반응법(Real-time Reverse Transcription

Polymerase Chain Reaction, Real-time RT-PCR)

항체검출검사

- (추정진단) 효소면역측정법(Enzyme Linked Immunosorbent Assay, ELISA)

이용하여 특이 항체 검출 

   → (확인진단) 플라크감소중화시험법(Plaque Reduction Neutralizaion Test,

PRNT) : flavivirus(뎅기바이러스, 황열바이러스 등)와의 혈청학적 교차

반응이 보고되어 있으므로 ELISA 양성인 경우 PRNT 확인 진단 수행

7. 치료

현재까지 지카바이러스 감염증에 대한 치료제는 존재하지 않으며, 증상에 따른 

대증적 요법 수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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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관리

환자관리

- 거주지 및 근무지 방충망 점검, 

- (모기활동시기) 모기장 사용 권고, 기피제 전달, 야외 활동시 주의 사항 설명

매개체관리  

- (유충 감시 및 방제) 환자 거주지 및 근무지 주변 반경 200m 내 3주 동안 

총 3회 유충 서식처 제거 및 구제(1회/주)

- (성충 감시 및 방제) 환자 거주지 및 근무지 주변 200m내 흰줄숲모기 활동 

예상 지점에 BG-Sentinel trap 6개 설치하고 3주 동안 주 2회 모기 감시 실시

     → 흰줄 숲모기 성충 확인 

     → 가열연막 실시: 환자 거주지 주변 반경 200m 내 숲, 잡풀, 환삼덩굴 및 

화단 가열연막 실시 (환자 발생 후 3주 동안 주 2~3회 실시),

잔류 분무 실시: 환자 거주지 지상 2m 내 잔류분무 실시, 15일 주기로 

환자집 주변 숲 지역 200m 내 나무 및 풀의 잎 뒷면 철저히 잔류 분무 

실시

9. 예방

예방 백신 없음

일반적인 감염병 예방 수칙 및 모기물림 예방을 위한 행동 수칙 준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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붙임 역학조사서

1. 일반적 특성

1.1 성명

1.2 생년월일      년  월   일 1.4 성별 ○ ① 남 ○ ②여

1.3 나이 만      세 1.5 휴대전화
관계： 

       -         -

1.6 현거주지 1.7 국적

1.8 직업
○ 농축산업 ○ 자영업  ○ 전문직 ○ 회사원  ○ 교직원 ○ 주부 ○ 무직  ○ 기타 

구체적으로 하는 일 (예：자영업 - 슈퍼 운영 / 전문직 - 의사, 항해사, 요리사 등)  

2. 신고 및 진단검사 관련  (해당되는 경우에 모두 ☑ 표시)
○ 증상 없음 (실험실 검사를 통해 병원체 보유자로 확인된 경우에 한함)

○ 발진과 함께 다음 증상 중 하나 이상이가 동반된 경우 

  - 관절통/관절염, 근육통, 비화농성 결막염/결막충혈

  * 발열은 있을 수도 있고 없을 수도 있음

2.1 항체 검출 검사(ELISA) ○ 양성  ○ 음성  ○ 검사중  ○ 시행안함 검체채취일      년      월      일

2.2 항체 검출 검사(PRNT) ○ 양성  ○ 음성  ○ 검사중  ○ 시행안함 검체채취일      년      월      일

2.3 Real-time RT-PCR (혈청) ○ 양성  ○ 음성  ○ 검사중  ○ 시행안함 검체채취일      년      월      일

2.4 Real-time RT-PCR (소변) ○ 양성  ○ 음성  ○ 검사중  ○ 시행안함 검체채취일      년      월      일

2.5 진단일         년    월   일 2.5 진단 의료기관      (연락처:         )

3. 의료기관 방문력 및 중복감염 (해당되는 경우에 모두 ☑ 표시)

3.1 임상증상
*평소에 있던 증상과 

별개로 이번 

지카바이러스 

감염증과 관련해서 

새로 생긴 증상 만을 

체크

□ ①발진(skin rash)         □ ②발열(fever) (체온：            )

□ ③관절통(arthralgia)/관절염(arthritis)   □ ④근육통(myalgia)

□ ⑤비화농성 결막염(non purulent conjunctivitis/결막충혈(conjunctival injection)

□ ⑥기타 (                    )

□ ⑦증상 없음

▶ 발진 있는 경우 

① 소양감(itching)   ○ 있음         ○ 없음  

② 발진부위 □ 얼굴(목,귀, 목 포함)   □ 몸통   □ 팔    □ 다리(발 포함)

③ 발진지속기간       년      월    일  ~      년      월    일      

  ※ 발진부위 사진 첨부

3.2 최초 증상 (3.1에서 골라 번호로 기재) 3.3 최초 증상 발생일         년    월   일

3.4 입국 후 

의료기관 방문력

(모두기재)

① 의료기관명:                        방문일:         년    월   일

② 의료기관명:                        방문일:         년    월   일

③ 의료기관명:                        방문일:         년    월   일

3.5 

뎅기열과의 

중복감염 여부

3.5.1 지카바이러스 감염증을 진단하는 과정에서 뎅기열 진단을 받았는지 여부

○ 뎅기열로 진단받음.                  ○ 뎅기열이 아니라고 진단받음. 

○ 뎅기열에 대해 검사한 바 없음        ○ 진단 여부자체를 모름.

  ▶ 뎅기열로 진단받은 경우 진단 방법은?

     □ 검체에서 바이러스 분리      □ 검체에서 바이러스 유전자 검출

     □ 검체에서 항체 검출          □ 검체에서 항원 검출

3.6 

치쿤구니야열과 

중복감염 여부

3.6.1 지카바이러스 감염증을 진단하는 과정에서 치쿤구리아열 진단을 받았는지 여부

○ 치쿤구니야열로 진단받음.                  ○ 치쿤구니야열이 아니라고 진단받음. 

○ 치쿤구니야열에 대해 검사한 바 없음        ○ 진단 여부자체를 모름.

  ▶ 치쿤구니야열로 진단받은 경우 진단 방법은?

     □ 검체에서 바이러스 분리      □ 검체에서 바이러스 유전자 검출

     □ 검체에서 항체 검출          □ 검체에서 항원 검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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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노출요인조사 (증상발생 전 2주 이내 해당되는 경우에 모두 ☑ 표시)

4.1 국내입국관련 

4.1.1 입국일         년       월      일 

4.1.2 입국시 건강상태질문서 제출 여부    ○ 있음        ○ 없음

4.1.3 입국시 항공노선           ○ 직항            ○ 경유

▶ 경유한 경우 

  ① 국가 및 지역                  경유일         년       월      일 (경유시간      시간)

  ② 국가 및 지역                  경유일         년       월      일 (경유시간      시간)

4.1.4 입국시 증상     □발열    □기타               

4.1.5 여행사나 카페 등을 통해 여행한 경우  

     여행사 또는 인터넷 카페명:                     대표자 연락처:                     

4.2 해외체류관련

4.2.1 지카바이러스 감염증 발생 국가 방문 여부(질병관리본부 홈페이지 확인)  ○ 있음   ○ 없음

▶ 있는 경우 

4.2.1.1

국가 

4.2.1.2

지역

4.2.1.3

기간

4.2.1.4

모기물림 여부

4.2.1.5

모기방어

1
    년   월    일 ~

      년  월    일  
○있음 ○없음 ○모름

□모기기피제 □긴옷 

□기타(     ) 

2
    년   월    일 ~ 

      년  월   일  
○있음 ○없음 ○모름

□모기기피제 □긴옷 

□기타(     ) 

3
    년   월    일 ~ 

      년  월   일  
○있음 ○없음 ○모름

□모기기피제 □긴옷 

□기타(     ) 

▶ 4.2.1.6 체류 목적 ：

    ○여행 ○사업 ○친지방문 ○해외연수 ○봉사 ○선교 ○캠프 ○기타                

4.2.2 동반 체류자(여행자)：○ 있음 (        명)              ○ 없음         

4.2.3 동반 체류자(여행자) 중 유증상자：○ 있음               ○ 없음         

▶ 유증상자 있는 경우 

4.2.3.1 

이름

4.2.3.2 

연락처

4.2.3.3 

성별

4.2.3.4 

나이

4.2.3.5

증상발생일

4.2.3.6

관계

1 ○남 ○여 만   세     년   월   일

○가족 ○친척 ○친구/동료

○여행지에서 만난 사람

○기타(          )

2 ○남 ○여 만   세     년   월   일

○가족 ○친척 ○친구/동료

○여행지에서 만난 사람

○기타(          )

4.2.3 지카바이러스 감염증 발생 국가 방문 전 황열 예방접종 여부       ○ 있음        ○ 없음

▶ 4.2.3.1 있는 경우          년       월      일 

4.2.4 지카바이러스 감염증 발생 국가 방문 전 일본뇌염 예방접종 여부:  ○ 있음        ○ 없음

▶ 4.2.4.1 있는 경우          년       월      일 

* 증상발생 2주 전부터 현재까지 (4.3-4.7) 

4.3 수혈 여부
○ 있음     ○ 없음  

▶ 4.3.1 있는 경우        년    월     일,  4.3.2. 장소:                     

4.4 헌혈 여부
○ 있음     ○ 없음  

▶ 4.4.1 있는 경우        년    월     일,  4.4.2. 장소:                      

4.5 국내에서 모기물림
○ 있음     ○ 없음 ○ 모름

▶ 4.5.1 있는 경우        년    월     일,  4.5.2. 장소:                      

4.6 성접촉력
○ 있음     ○ 없음

▶ 4.6.1 있는 경우   대상자  ○ 배우자  ○ 기타 (    )명

4.7 임신관련
○임신안함  ○ 임신 중 

▶ 4.7.1 임신 중인 경우 임신 주차:        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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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종합의견

5.1 유행 여부

○ ① 집단사례        ○ ② 개별사례      ○ ③ 판정불가

▶ 5.1.1 판단이유

5.2 추정감염경로

○ ① 국외에서 모기 물림              ○ ② 국내에서 모기 물림

○ ③ 수혈                             ○ ④ 성접촉

○ ⑤ 수직감염                        ○ ⑥ 기타 (                 )

▶ 5.2.1 판단이유

5.3 조사자의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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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3 중동호흡기증후군

1. 개요

1) 정의 : 중동호흡기증후군을 유발하는 코로나바이러스에 의한 호흡기 감염증

2) 위기분석 

메르스는 사우디아라비아에서 연중 산발적으로 발생되고 있으며, 낙타접촉 등 1차

감염에 및 병원 내 2차감염이 지속 보고

전반적인 발생 수준이 낮은 상황이나, 산발적인 1차 감염이 지속되고 있어 국내

유입의 가능성은 항상 존재

2. 역학적 특성

1) 병원체 : 중동호흡기증후군 코로나바이러스(Middle East Respiratory Syndrome

coronavirus ; MERS-CoV)

2) 병원소 : 주요 병원소로 단봉낙타 추정

3) 전파경로 : 낙타접촉, 낙타유 섭취, 또는 확진자와의 직·간접 접촉

4) 전염기간 : 증상 발생시부터 전파 가능 

* 2)~4) 정확히 알려지지 않았으며, 기존 연구결과에 의한 결과 

3. 임상양상

1) 잠복기 : 5일(2일~14일)

2) 임상증상 : 주로 발열을 동반한 기침, 호흡곤란 등 호흡기 증상이 나타나며, 

설사, 구토와 같은 소화기 증상도 관찰됨

3) 합병증 : 호흡부전, 패혈성 쇼크, 다발성 장기 부전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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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발생현황

1) 국내

’15년 메르스 유행 이후 발생보고 없음

* ’15년 186명 확진환자 발생

** ’16년 200명, ’17년 193명(12.13기준) 의심환자 발생 및 모두 음성 확인

2) 국외

중동지역 아라비아 반도를 중심으로 ’12년 9월부터 사우디아라비아 등 중동지역을

중심으로 2,103명이 발생하여 733명 사망(WHO)

’17년 사우디아라비아, 카타르, 아랍에미리트, 오만에서 환자 발생(12.5 기준)  

구분 계 1월 2월 3월 4월 5월 6월 7월 8월 9월 10월 11월 12월
’16년 

발생

마지막 

환자 발생 

보고

총계 243 24 19 19 20 20 59 6 34 13 11 16 2 252

사우디 232 24 19 18 17 17 59* 6 33 11 11 15 2 243 ’17.12월

카타르 3 - - 1 1 1 - - - - - - - 2 ’17.5월

UAE 6 - - - 2 2 - - 1 1 - - - 3 ’17.9월

오만 2 - - - - - - - - 1 - 1 - 3 ’17.11월

* 사우디아라비아 리야드시 감염 후 레바논에서 확진 받은 자 1명 포함    

5. 신고범위 및 신고를 위한 진단 기준

제 4군 법정감염병으로 환자, 의사 및 의심환자 신고

의심환자 : 역학적 위험과 임상 증상을 고려하여 의심증상이 있는 본인의 자발적

신고 및 진료 시 인지한 의사 등 누구나 신고 가능

* ‘의심환자’는 역학조사 및 검사를 위한 대상자로서, 감염병의 진단기준에 따른 의사환자를

포함하는 개념으로 의사환자보다 넓게 정의되어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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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심환자 사례정의>

○발열과 호흡기 증상이 있으면서 증상이 나타나기 전 14일 이내에

  - 중동지역*을 방문한 자

  - 메르스 의심환자가 증상이 있는 동안 밀접하게 접촉한 자

  - 최근 메르스가 유행한 지역(국가)의 의료기관에 직원, 환자, 방문자로 있었던 자

  - 중동지역에서 낙타접촉, 낙타고기 또는 낙타유 섭취력이 있었던 자

   * 아라비안반도 및 그 인근 국가(지역) : 바레인, 이라크, 이란, 이스라엘, 요르단, 쿠웨이트, 레바논, 

오만, 카타르, 사우디아라비아, 시리아, 아랍에미리트, 예멘

○발열 또는 호흡기증상이 있으면서 증상이 나타나기 전 14일 이내에 

  - 메르스 확진환자와 밀접하게 접촉한 자

○그 밖에 역학조사관이 의심환자로 분류한 자

○그 밖에 의료진이 의심환자로 인지한 경우 역학조사관에게 분류 요청

   ※ 환승 등을 위해 공항에만 머무른 자의 경우 중동지역 여행자로 간주하지 않음

(단, 공항 밖 출입자는 제외)

환자 : 중동호흡기증후군에 부합되는 임상증상을 나타내면서 진단을 위한 검사

기준에 따라 감염병병원체 감염이 확인된 사람

의사환자 :  

- 발열과 동반되는 폐렴 또는 급성호흡곤란증후군(Acute Respiratory Distress 

Syndrome, ARDS)의 임상적 또는 방사선학적 진단이 있으면서

    ⋅ 증상이 나타나기 전 14일 이내에 중동지역을 방문한 자 또는

    ⋅ 중동지역을 방문한 후 14일 이내에 발열과 급성호흡기증상이 나타난 자와 

밀접하게 접촉한 자

- 발열과 호흡기 증상[기침, 호흡곤란(Shortness of Breath) 등]이 있으면서, 

증상이 나타나기 전 14일 이내에 중동지역 의료기관에 직원, 환자, 방문자로 

있었던 자

- 발열 또는 호흡기 증상[기침, 호흡곤란(Shortness of Breath) 등]이 있고, 메르스

확진환자가 증상이 있는 동안 밀접하게 접촉한 자

- 발열과 호흡기 증상이 있으면서 증상 14일 이내에 메르스가 유행한 의료기관에

직원, 환자, 방문자로 있었던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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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원체 보유자 : 임상증상은 없으나 확인 진단을 위한 검사기준에 따라 감염병

병원체 감염이 확인된 사람

6. 진단 : 상기도 및 하기도 검체, 혈액의 3종 검체 중 1종 이상의

검체에서 유전자검사 양성

* Real-time RT-PCR/RT-PCR을 통해 최소 2개 특이 유전자 양성 또는 1개 특이유전자 

양성 및 다른 부위 염기서열 확인

7. 치료

현재까지 메르스 치료를 위한 항바이러스제가 개발되지 않음

대증요법* 

* 중증인 경우 인공호흡기, 체외막산소화장치(ECMO), 투석 등

8. 관리

의심 환자(의사환자 포함) 관리

- (의심환자) 음압병상 격리입원 및 치료, 검체채취 후 확진검사 실시

- (접촉자) 밀접접촉자 수동감시

확진 환자 관리

- (확진환자) 국가지정 입원치료병상에 격리 및 치료

    ⋅ 확진환자의 증상*이 모두 사라진 다음 48시간이 지나고, 검체 PCR 검사결과

24시간 간격으로 2회 음성일 경우 격리해제

* 발열, 호흡기 증상, 소화기 증상 소실, 흉부 X선 검사 소견 호전

- 접촉자 관리

    ⋅ 밀접접촉자* 격리 및 능동감시 시행

* 확진환자와 유증상기에 밀접하게 접촉한 자(적절한 개인보호구를 착용하지 않고 환자와 

2미터 이내에 머문 경우, 같은 방 또는 공간에 머문 경우)

    ⋅ 일상접촉자* 수동감시 시행

* 확진환자와 유증상기에 접촉한 자 중 밀접접촉자가 아닌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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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 예방

예방 백신 없음

일반적인 감염병 예방 수칙 준수  

- 손 씻기 등 개인위생 수칙 준수

* 비누로 충분히 손을 씻고 비누가 없으면 알코올손소독제로 손 소독

- 씻지 않은 손으로 눈, 코, 입을 만지지 않기

- 기침, 재치기 할 때 옷소매를 이용하고 기침, 재채기 후 손 위생 실시

중동지역 방문 후 14일 이내 발열, 호흡곤란 등 호흡기 증상이 있을 경우 의료

기관을 방문하지 말고 1339 또는 보건소로 먼저 신고하여 안내받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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붙임 사례조사서(영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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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4 바이러스성출혈열

� 에볼라바이러스병

1. 개요 및 위기분석

1) 정의 : 에볼라 바이러스(Ebola virus) 감염에 의한 급성 발열성 출혈성 질환

* 인간과 원숭이, 고릴라, 침팬지 등 영장류가 감염되는 치명률이 높은 중증 감염병으로, 

1976년 콩고민주공화국의 에볼라강 근처 마을과 수단 외곽 지역에서 동시에 처음 발생

2) 위험분석 : 

에볼라바이러스병은 최근 발생이 없는 상황으로 환자유입 가능성은 매우 낮음

2. 역학적 특성

1) 병원체 : 필로바이러스과(Filoviridae) 에볼라바이러스(Ebolairus)속 바이러스

- 외피를 가진 직경 80nm, 길이 800~1,000nm의 선형 바이러스

- 5가지 Subtype 존재(Zaire, Bundibugyo, Sudan, Tai Forest, Reston)

2) 병원소 : 바이러스의 자연 숙주는 현재 과일박쥐(Fruit Bat)로 추정

3) 전파경로 : 주로 감염된 동물 접촉 또는 환자·사망자 접촉에 의한 전파 

동물에서 사람에게 직접 전파

- 아프리카 등 유행 지역에서 감염된 과일박쥐, 원숭이, 고릴라, 침팬지, 영양 등

감염된 동물과 직접 접촉에 의한 감염 전파(추정)

사람에서 사람에게 전파 

- 환자의 혈액 또는 체액(타액, 소변, 구토물, 대변 등)이 상처난 피부 또는 점막에

직접 노출되어 전파

- 환자의 혈액 또는 체액에 오염된 물품(오염된 옷, 침구류, 주사기 등)에 노출되어

간접 전파

* 개인보호장비 미착용 혹은 부적절 착용으로 인한 병원 환경 통한 감염(각종 시술 중 직·간접

노출, 부적절한 시신 처리 과정에서의 노출 등)과 에어로졸 발생 시술 시 에어로졸에 의한

감염 가능성을 배제하지 못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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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환자와 성 접촉(정액, 여성체액)을 통한 전파

- 감염된 산모의 양수, 모유 등 체액에 의한 수직 감염 가능성*

* Vetter et al. Ebola virus shedding and transmission: Review of current evidence. 

J Infect Dis. 2016

- 무증상 감염자에 의한 전파 가능성*

* Bower et al. A systematic review and meta-analysis of seroprevalence surveys 

of ebola virus infection. Scientific data 2017

4) 전염기간 : 증상 발현 후부터 전파 가능

3. 임상양상

1) 잠복기 : 2~21일(평균 8-10일)

2) 임상증상 : 발열, 복통, 두통, 소화기계 증상, 근육통, 원인미상 출혈 등

3) 합병증 : 다발성 장기 부전 및 패혈성 쇼크(6~16일 이내 사망, 치명률 25~90%)

* 후유증으로 관절통과 시력장애가 있을 수 있음

4. 발생현황

1) 국내 : 발생 보고 없음

2) 국외 : 아프리카 지역에서 간헐적 발생 및 산발적으로 유행 발생

- 2014-2016년 서아프리카*에서 대규모 유행

* 기니, 라이베리아, 시에라리온 등

- 2017년 콩고민주공화국에서 유행 발생*

* 확진 5명, 의심 3명, 사망 4명(WHO에서 ’17.7.2 유행종료 선언)

5. 감시

1) 평시 : 국내외 질병 모니터링(사건기반감시), 법정감염병(지표기반감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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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올림픽 기간: 

- (국외) 바이러스출혈열 발생 모니터링

- (국내) 올림픽 현장 감염병의심증상자 및 법정감염병 발생 신고 모니터링

<진단·신고기준>

◈ 신고범위 : 환자, 의사환자

◈ 신고를 위한 진단기준

  ○ 환자 : 에볼라바이러스병에 부합되는 임상증상을 나타내면서 진단을 위한 검사기준에 

따라 감염병병원체 감염이 확인된 사람

  ○ 의사환자 : 임상증상* 및 역학적 연관성**을 감안하여 에볼라바이러스병이 의심되나 진단을

위한 검사기준에 부합하는 검사결과가 없는 사람

     * 임상증상 : 발열(38℃ 이상)이 있거나 다음과 같은 증상(두통, 복통, 근육통, 구토, 설사, 설명되지 않는

출혈)이 발열과 동반되는 경우

    ** 역학적 연관성 : 증상 시작 전 21일 이내에 에볼라바이러스에 노출이 있었던 경우

◈ 임상증상

  ○ 고열, 전신쇠약감, 근육통, 두통, 인후통 등 비전형적인 증상 이후에 오심, 구토, 설사, 

발진이 동반되고 때로 체내외 출혈 경향

◈ 진단을 위한 검사기준

  ○ 검체(혈액, 체액)에서 특이 유전자 검출

6. 진단

1) 평시: 검체(혈액, 체액)에서 특이 유전자 검출*

* 질병관리본부 고위험병원체분석과 분석(BL4)

- 유전자 검사(Realtime RTPCR 등)

- 항체 검출검사(IgM ELISA, IgG ELISA 등)

- 항원 검출 검사(Antigencapture ELISA 등) 

- 바이러스 배양 검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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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올림픽 기간

- 질병관리본부 고위험병원체분석과 분석(BL4)*

  * 현장 지휘본부 이동실험실 차량 내 PCR 검사 가능할 경우 검사 시행  

7. 치료

- 대증요법(수분 및 전해질 보충, 신부전을 동반한 경우 투석, 혈압 조절 및 적정

체내 산소율 유지 등)

8. 관리

1) 평시

- 환자관리 : 국가지정입원치료병원에 입원 치료

- 접촉자관리 : 21일간 증상 발현여부 감시, 유증상 시 즉시 격리

- 환경관리 : 환자에게 사용한 기구 및 주변 환경 소독 관리

2) 올림픽 기간

- 평시와 관리 원칙 동일

- 추후 의심/확진 환자 이송 할 국가지정입원치료병상, 현장 대책반 운영 계획 등

상세내용 공유되면 업데이트

9. 예방

1) 현재 사용 가능한 예방 백신 없음(백신 개발 중)

2) 유행 지역 방문 시 바이러스에 감염되지 않도록 주의

3) 의심환자 또는 환자의 혈액, 체액, 가검물 취급 시 주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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붙임 역학조사서(에볼라바이러스병)

작성일 관할보건소

작성법 해당사항에 표시 또는 기재 담당자                연락처:

조사자                연락처:

1. 기본정보

1.1 이름
국문 1.2 성별

1.9

연락처

(휴대폰)

영문 1.3 나이
(집)

1.4 주민번호 1.5 여권번호

(직장)1.6 국적

1.7 직업
□ 의료종사자(직장:            )

(비상연락처)
□ 의료종사자 아님(직업:       )

1.8 주소 
(주소지)

(실거주지)

2. 위험지역 방문력 해당사항에 

2.1 출국사항

2.1.1 출국일 년         월         일               

2.1.2 출국목적 □ 여행    □지인 방문   □비즈니스   □기타(              )

2.1.3 동행인 □ 단독    □ 2인 이상 (      )명      

2.1.4 위험지역 출국일 년        월         일       시      분

2.1.5 국내 입국일 년        월         일       시      분   (입국 항공사 및 편명 :   ) 

2.2 최근 21일 

여행력1)

기간 경유 접촉자 및 유증상자

년  월 일 ~ 년  월 일

년  월 일 ~ 년  월 일

년  월 일 ~ 년  월 일

년  월 일 ~ 년  월 일

년  월 일 ~ 년  월 일

2.3 위험요인 

노출

□ 유증상자 접촉 ○ 점막 직접 접촉 ○ 환자 진료, 간호, 간병 ○ 동일 가구 거주

□ 개인보호구 착용 ○ 혈액, 체액 실험 ○ 일시접촉(악수, 동일 항공기 이용 등)

□ 보건의료업무 종사(자원봉사자 포함) □ 의료기관 방문(진료, 병문안)

□ 장례식장 참석
□ 에볼라바이러스병 위험지역 방문도중 

숙주동물과 접촉(과일박쥐, 원숭이, 침팬지 등)

□ 해당사항 없음

2.1~2.3중 특이사항 시 기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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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최근 21일 내의 위험지역(국가, 도시 등) 내 이동 경로를 시간 순서에 따라 기술하며 칸이 부족할 시 6. 비고란 활용

3. 임상증상

3.1 최초 증상 발현일

3.2 최초 증상

□ 발열(      ℃) ○ 해열제 복용

□ 극심한 피로 □ 두통 □ 오심 □ 구토 □ 복통 □ 멍

□ 이유 없는 혹은 비정상적인 출혈 □ 기타

3.3 현재 증상

□ 발열(      ℃) ○ 해열제 복용

□ 극심한 피로 □ 두통 □ 오심 □ 구토 □ 복통 □ 멍

□ 이유 없는 혹은 비정상적인 출혈 □ 기타

3.4 기저질환 유무 □ 예      □ 아니오 3.5 기저질환명

4. 사례 판정

4.1 역학적 연관성  □ 고위험        □ 중위험       □ 저위험

4.2 에볼라 증상 □ 유(                )          □ 무

4.3 조치 사항    □ 유(→ 4.3.1문항)               □무

4.3.1 조치내용 
□ 자가격리 유증상자 관리  □ 병원격리 유증상자 관리*    □ 의심환자 관리*

* 국가지정입원치료병상 이송 

조사자 종합 의견(※ 4.3 조치사항 결정에 대한 배경 세부 기술)

5. 접촉자 조사(의심환자)

서식3. 접촉자 조사지(환자용) 참조

6. 비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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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마버그열

1. 개요 및 위기분석

1) 정의 : 마버그 바이러스(Marburg virus) 감염에 의한 급성 발열성 출혈성 질환

2) 위험분석 : 마버그열은 최근 발생이 없는 상황으로 환자유입 가능성은 

매우 낮음

2. 역학적 특성

1) 병원체 : 필로바이러스과(Filoviridae) 마버그 바이러스 속(Genus Marburgvirus)

마버그 바이러스 

* 1967년 첫 환자가 확인된 독일 마버그 지역명을 따름 

2) 병원소 : 바이러스의 자연 숙주는 과일박쥐(Fruit Bat)로 추정

* Pteropodidae과 아프리카 과일박쥐(특히 Rousettus aegyptiacus속)가 자연숙주로 알려져

있음. 박쥐는 바이러스에 감염되어도 증상 발현 없음

3) 전파경로 : 감염된 동물(아프리카 과일박쥐* 또는 기타 영장류) 접촉 또는 

환자·사망자의 혈액ㆍ체액 접촉

4) 전염기간 : 증상 발현 후부터 전파 가능

3. 임상양상

1) 잠복기 : 2-21일(평균 5-7일)

2) 임상증상 : 발열, 오한, 두통, 근육통 등

- (초기, 1-5일) 40℃ 이상 고열, 오한, 두통, 구토, 설사, 상체(가슴, 등, 배) 

중심으로 반구진발진, 결막염, 복통 등

- (중기, 5-13일) 탈진, 호흡곤란, 중추신경계 증상 등. 심한 경우 혈변, 반상

출혈, 토혈 등의 출혈증상 발생하며 사망에 이름

- (말기, 13-21일 이상) 생존자는 근육통, 간염, 무력증 등 발현, 응고장애, 신진대사 이상 등

3) 합병증 : 다발성 장기 부전 및 패혈성 쇼크(8-16일 이내 사망, 치명률 25~9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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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발생현황

1) 국내: 발생 보고 없음

2) 국외: 아프리카 중남부지역 중심으로 환자 발생 보고

- 1967년 독일(마버그, 프랑크푸르트), 세르비아(벨그레이드)의 아프리카녹색원숭이

(우간다에서 수입) 관련 실험실 종사자에서 처음 보고된 이후 아프리카 콩고, 

우간다, 케냐, 앙골라, 남아프리카공화국 등에서 발생한 바 있음

- 2007년 이후 보고된 유행은 모두 우간다*에서 발생

* 가장 최근 발생은 ’17.10.19 유행 발생, ’17.12.8 종료 선언

   

5. 감시

1) 평시 : 국내외 질병 모니터링(사건기반감시), 법정감염병(지표기반감시)

2) 올림픽 기간

- (국외) 바이러스출혈열 발생 모니터링

- (국내) 올림픽 현장 감염병의심증상자 및 법정감염병 발생 신고 모니터링

<진단·신고기준>

◈ 신고범위 : 환자, 의사환자

◈ 신고를 위한 진단기준

  ○ 환자 : 마버그열에 부합되는 임상증상을 나타내면서 진단을 위한 검사기준에 따라 

감염병병원체 감염이 확인된 사람

  ○ 의사환자 : 임상증상 및 역학적 연관성*을 감안하여 마버그열이 의심되나 진단을 위한 검사

기준에 부합하는 검사결과가 없는 사람

    * 역학적 연관성 : 증상 시작 전 10일 이내에 마버그바이러스에 노출이 있었던 경우

◈ 임상증상

  ○ 고열, 오한, 두통, 근육통

  ○ 5일이 지나면 몸통에 반점구진성 발진이 발생하며 오심, 구토, 흉통, 인후통, 복통, 설사 등이 발생

  ○ 증상이 심해지면서 황달, 췌장염, 체중감소, 섬망, 쇼크, 간부전, 대량출혈, 다장기 부전발생

◈ 진단을 위한 검사기준

  ○ 검체(혈액, 체액)에서 특이 유전자 검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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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진단

1) 평시 : 질병관리본부 고위험병원체분석과 분석(BL4)

- 검체(급성기 혈액 또는 체액 등)에서 바이러스 분리  

- 검체(급성기 혈액 또는 체액 등)에서 항원 또는 유전자 검출

- 검체(급성기 혈액 등)에서 특이 IgM 항체 검출

- 회복기 혈청의 항체가가 급성기에 비하여 4배 이상 증가

2) 올림픽 기간 : 질병관리본부 고위험병원체분석과 분석(BL4)

7. 치료

- 대증요법(치료제 없음)

8. 관리

1) 평시

- 환자관리 : 국가지정입원치료병원에 입원 치료

- 접촉자관리 : 21일간 증상 발현여부 감시, 유증상 시 즉시 격리

- 환경관리 : 환자에게 사용한 기구 및 주변 환경 소독 관리

2) 올림픽 기간

- 평시와 관리 원칙 동일

- 추후 의심/확진 환자 이송 할 국가지정입원치료병상, 현장 대책반 운영 계획 등

상세내용 공유되면 업데이트

9. 예방

1) 현재 사용 가능한 예방 백신 없음

2) 유행 지역 방문 시 바이러스에 감염되지 않도록 주의

3) 의심환자 또는 환자의 혈액, 체액, 가검물 취급 시 주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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붙임 역학조사서(마버그열)

작성일 관할보건소

작성법 해당사항에 표시 또는 기재 담당자                연락처:

조사자                연락처:

1. 기본정보

1.1 이름
국문 1.2 성별

1.9

연락처

(휴대폰)

영문 1.3 나이
(집)

1.4 주민번호 1.5 여권번호

(직장)
1.6 국적

1.7 직업
□ 의료종사자(직장:            )

(비상연락처)
□ 의료종사자 아님(직업:       )

1.8 주소 
(주소지)

(실거주지)

2. 위험지역 방문력 해당사항에 

2.1 출국사항

2.1.1 출국일 년         월         일               

2.1.2 출국목적 □ 여행    □지인 방문   □비즈니스   □기타(              )

2.1.3 동행인 □ 단독    □ 2인 이상 (      )명      

2.1.4 위험지역 출국일 년        월         일       시     분        

2.1.5 국내 입국일 
년        월         일       시      분     (입국 항공사 

및 편명 :   ) 

2.2 최근 21일 

여행력2)

기간 경유 접촉자 및 유증상자

년  월 일 ~ 년  월 일

년  월 일 ~ 년  월 일

년  월 일 ~ 년  월 일

년  월 일 ~ 년  월 일

년  월 일 ~ 년  월 일

2.3 위험요인 노출

□ 유증상자 접촉 ○점막 직접 접촉 ○환자 진료, 간호, 간병 ○동일 가구 거주

□ 개인보호구 착용 ○혈액, 체액 실험 ○일시접촉(악수, 동일 항공기 이용 등)

□ 보건의료업무 종사(자원봉사자 포함) □ 의료기관 방문(진료, 병문안)

□ 장례식장 참석
□ 에볼라바이러스병 위험지역 방문도중 

숙주동물과 접촉(과일박쥐, 원숭이, 침팬지 등)

□ 해당사항 없음

2.1~2.3중 특이사항 시 기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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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최근 21일 내의 위험지역(국가, 도시 등) 내 이동 경로를 시간 순서에 따라 기술하며 칸이 부족할 시 6. 비고란 활용

3. 임상증상

3.1 최초 증상 발현일

3.2 최초 증상

□ 발열(      ℃) ○ 해열제 복용

□ 극심한 피로 □ 두통 □ 오심 □ 구토 □ 복통 □ 멍

□ 이유 없는 혹은 비정상적인 출혈 □ 기타

3.3 현재 증상

□ 발열(      ℃) ○ 해열제 복용

□ 극심한 피로 □ 두통 □ 오심 □ 구토 □ 복통 □ 멍

□ 이유 없는 혹은 비정상적인 출혈 □ 기타

3.4 기저질환 유무 □ 예      □ 아니오 3.5 기저질환명

4. 사례 판정

4.1 역학적 연관성   □ 고위험        □ 중위험       □ 저위험

4.2 에볼라 증상 □ 유(                )          □ 무

4.3 조치 사항    □ 유(→ 4.3.1문항)              □무

4.3.1 조치내용 
□ 자가격리 유증상자 관리  □ 병원격리 유증상자 관리*    □ 의심환자 관리*

* 국가지정입원치료병상 이송 

조사자 종합 의견(※ 4.3 조치사항 결정에 대한 배경 세부 기술)

5. 접촉자 조사(의심환자)

서식3. 접촉자 조사지(환자용) 참조

6. 비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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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라싸열

1. 개요 및 위기분석

1) 정의 : 라싸 바이러스(Lassa virus) 감염에 의한 급성 발열성 출혈성 질환

* 1969년 나이지리아 Brono주의 Lassa지역에서 처음 발생

2) 위험분석 : 계절적 유행기간이 2월까지 지속되기에 평창올림픽 관련 환자 

유입 가능성은 있을 것으로 추정

2. 역학적 특성

1) 병원체 : 아레나 바이러스과(Arenaviridae family) 라싸 바이러스(Lassa Virus)

- 외피를 가진 RNA 바이러스

2) 병원소 : 설치류(Multimammate rat)

3) 전파경로 : 주로 감염된 동물 접촉 또는 환자·사망자 접촉에 의한 전파 

3-1) 동물에서 사람에게 직접 전파

- 설치류(Multimammate rat)의 배설물에 직접 접촉 또는 오염된 음식 섭취, 

에어로졸 형태화 된 쥐의 체액에 노출 

- 상처에 감염된 쥐의 체액이 직접 접촉하거나 오염된 음식을 섭취하면서 발생, 

쥐의 체액이 에어로졸화 되면서 공기 전파 가능

3-2) 사람에서 사람에게 전파 

- 환자의 혈액 또는 체액(타액, 소변, 구토물, 대변 등)이 상처난 피부 또는 점막에

직접 노출되어 전파

- 감염된 환자의 분비물 접촉, 에어로졸 노출

4) 전염기간: 증상 발현 후부터 전염력 있음*

* 증상 발현 후 소변에서 3주∼9주, 정액에서 3개월까지 바이러스 확인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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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임상양상

1) 잠복기 : 5~21일

2) 임상증상

- 환자의 80%는 경한 증상이나 무증상

- 환자의 20%는 중증감염으로 진행되며, 중증 감염 시 출혈 경향, 호흡부전, 

반복된 구토, 안면부종, 통증, 신경학적 증상, 청력감소, 진전, 뇌염 등 증상 

발현. 사망은 주로 증상 발현 2주일 이내 발생

3) 합병증 : 청력상실 되는 경우가 많음

4. 발생현황

1) 국내 : 발생 보고 없음

2) 국외 : 주로 서아프리카 건기에 해당하는 12월~2월에 많이 발생

- 서아프리카 지역에서 매년 약 100,000∼300,000명이 감염되어 약 5,000명이 

사망하는 것으로 추정

5. 감시

1) 평시 : 국내외 질병 모니터링(사건기반감시), 법정감염병(지표기반감시)

2) 올림픽 기간

- (국외) 바이러스출혈열 발생 모니터링

- (국내) 올림픽 현장 감염병의심증상자 및 법정감염병 발생 신고 모니터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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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단·신고기준>

◈ 신고범위 : 환자, 의사환자

◈ 신고를 위한 진단기준

  ○ 환자 : 라싸열에 부합되는 임상증상을 나타내면서 진단을 위한 검사기준에 따라 감염병

병원체 감염이 확인된 사람

  ○ 의사환자 : 임상증상 및 역학적 연관성*을 감안하여 라싸열이 의심되나 진단을 위한 검사

기준에 부합하는 검사결과가 없는 사람

    * 역학적 연관성 : 증상 시작 전 3주 이내에 라싸바이러스에 노출이 있었던 경우

◈ 임상증상

  ○ 감염된 사람 중 80%는 증상이 없지만 나머지 20%는 여러 장기에 침범함

  ○ 노출 1~3주 후 발열, 흉골뒤통증, 인후염, 허리통증, 기침, 복통, 구토, 설사, 결막염, 

단백뇨, 점막출혈, 신경학적 증상(청력 상실, 떨림, 뇌염) 등이 발생함

  ○ 증상이 다양하고 비특이적, 가장 큰 후유증은 난청과 자연유산

◈ 진단을 위한 검사기준

  ○ 검체(혈액, 체액)에서 특이 유전자 검출

6. 진단

1) 평시 : 질병관리본부 바이러스분석과 통한 분석(BL4)

- 임상적으로 중증 말라리아, 세균성장염, 장티푸스, 및 다른 바이러스출혈열과 

감별하기 어려우며, 실험실 검사를 통해 진단

- 실험실 검사는 혈액, 체액 검체를 사용하여 다음의 검사법으로 진단

    ․ 실시간 역전사 중합효소연쇄반응검사법(Real time RT-PCR)

    ․ 면역항체검출검사법(IgM ELISA, IgG ELISA 등)

    ․ 항원검출검사법(Antigen-capture ELISA 등)

    ․ 바이러스 분리 배양 검사  

2) 올림픽 기간

- 질병관리본부 고위험병원체분석과 분석(BL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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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치료

- 증상이 있을 경우 임상 경과 초기에 수액요법, 수혈 등 적절한 대증요법과 

항바이러스제(Ribavirin) 치료를 시작할 경우 효과적

8. 관리

1) 평시

- 환자관리 : 국가지정입원치료병원에 입원 치료

- 접촉자관리 : 21일간 증상 발현여부 감시, 유증상 시 즉시 격리

- 환경관리 : 환자에게 사용한 기구 및 주변 환경 소독 관리

2) 올림픽 기간

- 평시와 관리 원칙 동일

- 추후 의심/확진 환자 이송 할 국가지정입원치료병상, 현장 대책반 운영 계획 등

상세내용 공유되면 업데이트

9. 예방

1) 현재 사용 가능한 예방 백신 없음

2) 토착 또는 유행 지역 거주, 방문 시 현지에서 들쥐 및 그 배설물에 접촉하지

않도록 다음과 같이 주의하여 예방

- 물과 모든 음식은 뚜껑있는 용기에 담고 뚜껑을 항상 꽉 닫아 보관

- 밀폐되지 않은 용기에 담긴 음식 및 물 섭취 삼가

- 쥐가 접근한 음식은 모두 버리기

- 쥐를 식재료로 사용하지 않기

- 쓰레기는 뚜껑 있는 쓰레기통에 버리기

- 집 주위에 쥐가 출입할 수 있는 구멍 차단

- 집 주위에 쥐가 머물지 못하도록 덤불 제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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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집 주위에 쥐 서식 개체 수를 줄이기 위해 쥐덫 설치

- 집 안에 쥐가 있을 경우 나갈 통로를 남겨두고 쥐가 나가도록 한 다음 통로가

되는 구멍을 모두 차단

3) 의심환자 또는 환자의 혈액, 체액, 가검물 취급 시 주의 

- 환자는 질병 치료 기간 동안 격리 

- 환자 접촉 시 마스크, 장갑, 가운 및 고글과 같은 개인보호구 착용

- 환자 분비물 포함한 체액 접촉 방지*

* 한 번 감염된 환자는 회복 후 3개월까지 성생활 삼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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붙임 역학조사서

1. 일반적 특성 

조사기관 사항(보건소 작성 부분)

1.조사기관 2.조사자 3.설문작성일   년  월  일

4.조사이유

�의료기관 신고자

�접촉자 

�공동폭로자

�기타(         )

5.응답자
�본인 

�환자의 ______________

인적사항

6.성   명 7.성  별 �남     �여 8.연  령

9.생년월일 10.국  적
�국내   

�국외(국가명:     )
11. 직 업

12.주    소
집 주 소) ���-���

직장주소) ���-���

13.전화번호 집 :                      직장:                     휴대폰 : 

2. 임상적 특성(의료인 작성 부분)

임상적 소견(최근 3주 이내의 소견만 기술)

14.발병유무
�무(20번으로 이동)  

�유(15번으로 이동)  
15.발병일       년     월     일

16.증상/징후

  (모두 표기)

�고열 �피로/무기력 �빈맥

�의식저하 �저혈압 �소변량 감소

�점막출혈 �피부출혈 �결막출혈

�소화기출혈 �기타(                   )

치료상황

17.치료형태

�병의원치료 

�외래치료 (내원일 :    의료기관명:        주치의:          )

�입원치료 (입원일 :    의료기관명:        주치의:          )

�예방접종 여부 

18.의료기관 진단명 19.의료기관연락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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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역학적 특성

역학적 정보(최근 3주 이내의 상황만 기술)

20. 고열, 출혈환자와의 접촉력 
�무   

�유 (누구:             언제:               )

21. 여행경력
�무     �유(☞�국내(언제 :             장소 :            )

�국외(언제 :             장소 :             ) 

22. 기타 특이사항(응답자가 의심

하는 감염원)

폭로추정 시의 장소 및 작업명(생물테러감염병에 의한 공동폭로 의심상황 시만 기입)

23. 생물테러감염병에 의한 

공동폭로 

의심상황 유무

�무(28번으로)

�유(24번으로)
24.장소 25.작업종류

접촉자 현황 및 유사증상자 유무(※의료기관 신고자인 경우만 작성)

26. 접촉자 현황 및 유사증상자 유무

성  명 성/연령 관  계 증상유무 증상종류 발병일

�무     �유

추가환자 발생유무

27. 가족 및 친구, 이웃 중 유사 증상자 유무

�무 (28번으로)

�유
성  명 성/연령 관  계 증상종류 발병일 비  고

검사의뢰 정보

28. 검체채취 유무 �무  �유(종류:            ) 29. 검체채취일        년    월    일  

30. 검체검사기관 31. 검사결과

�양성      �음성 

�검사진행 중

�기타(       )

══════════════════════════════════════════════════

32. 최종판정

�환자      

�의사환자(검사미실시) 

�병원체보유자

�음성/기타(36번으로)

33.진단명

34. 확진검사법 35.확진검사기관

36. 생물테러감염병에 

의한 가능성 유무

�무

�유
판단근거 및 상황

※바이러스성출혈열 (의사)환자와 환자와의 접촉자에 대한 역학조사서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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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5 생물테러감염병

� 탄저

1. 개요

1) 정의 : 탄저균(Bacillus anthracis) 감염에 의한 인수공통질환

2) 위기분석 : 발생가능성은 매우 낮으나, 발생 시 위험은 매우 높음

2. 역학적 특성

1) 병원체 : 탄저균(Bacillus anthracis) 

2) 병원소 : 초식 동물

3) 전파경로 : 감염된 동물과 직접 접촉(도살, 절개, 박피 시), 또는 오염된 

양모, 털, 뼈 등과 접촉하거나, 오염된 육류를 섭취, 호흡기 

감염으로 전파됨, 동물(소, 양, 염소, 돼지 등)감염은 오염된 

목초지에서 탄저균의 아포에 의함 

4) 전염기간 : 사람 간 전파는 거의 일어나지 않음(특히, 공기를 통한 사람 간 전파는

일어나지 않음), 피부 병변과 접촉 시 피부감염이 일어날 수 있음

3. 임상양상

1) 잠복기 : 1일~8주(대개 5일)이며 노출량과 노출경로에 따라 다름, 피부노출 시

1일~12일(보통 5~7일), 흡입 시 1~43일(최대 60일까지 가능), 

섭취 시 1~6일 

2) 임상증상

‣ 피부 탄저

- 피부상처를 통한 감염부위(손, 팔, 얼굴, 목 등)에 벌레에 물린 듯한 구진이 

나타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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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일 내지 2일이 지나면 지름 1 cm 내지 3 cm 크기의 둥근 수포성 궤양이 형성된 후

중앙부위에 괴사성 가피(eschar)가 형성되며 부종과 소양감을 동반함

- 1주 내지 2주가 지나면 병변이 건조되어 가피는 떨어지고 흉터가 남음 

- 전신증상으로 발열, 피로감, 두통 등이 동반될 수 있음

‣ 흡입 탄저

  - 초기에는 미열, 마른기침, 피로감 등 가벼운 상기도염의 증세를 보임

  - 탄저균이 종격동으로 침입하면 출혈성 괴사와 부종을 유발하여 종격동 확장, 

호흡곤란, 고열, 빈맥, 마른기침, 토혈 등이 동반되고 패혈성 쇼크로 급속히 

진행되어 사망

‣ 위장관 탄저

  - 초기에는 발열, 오한, 오심, 구토, 식욕부진, 발진 등 비특이적 증상이 발생한 후

토혈, 복통, 혈변 등의 증상이 나타나고 패혈증으로 진행함

  - 구강과 인두 부위에 나타나는 경우도 있음

3) 합병증 : 수막염(흡입 탄저환자의 50%에서 발생)

4. 발생현황

1) 국내 : 2000년 법정감염병으로 지정된 이후 발생보고 없음

2) 국외 : 사람에게 발생하는 탄저는 아프리카, 중앙아시아, 남부아시아, 중동부

아시아에 흔함 

5. 감시 : (평시)응급실증후군 감시 실시(생물테러대응과)

6. 진단 : 검체(피부병변, 혈액, 대변, 뇌척수액, 수포액, 비강도찰물, 

병변도찰물 등)에서 B. anthracis 분리 동정

7. 치료 : 항생제 치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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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관리

현장 내 생물입자감시수집기 설치 및 현장 지휘본부 이동실험실차량(PCR 수행) 운영 

9. 예방 : 탄저균에 오염될 위험이 있는 작업장은 먼지채집기, 파라포름

알데하이드 증기 배출기를 설치, 노출 위험이 높은 작업장의

직원 교육(특히, 작업복을 입고 외부로 나가지 않도록 하고

피부의 상처치료에 주의), 사육동물 예방접종(매년)

� 페스트

1. 개요

1) 정의 : 페스트균(Yersinia pestis) 감염에 의한 급성 발열성 인수공통질환

2) 위기분석 : 발생가능성은 매우 낮으나, 발생 시 위험은 매우 높음

2. 역학적 특성

1) 병원체 : 페스트균(Yersinia pestis)

2) 병원소 : 쥐나 야생 토끼, 애완묘 등

3) 전파경로 : 감염된 쥐벼룩에 물려 감염되며, 감염된 야생동물을 취급하거나

폐 페스트 환자가 배출하는 비말을 통해 감염 될 수 있음

4) 전염기간 : 폐 페스트는 객담을 통해 균이 배출되는 기간 동안 감염성이 있으며,

효과적인 항생제 사용 후에도 48시간 동안은 균을 배출할 수 있음

3. 임상양상

1) 잠복기 : 폐페스트, 림프절페스트, 패혈증페스트: 1~7일(폐페스트 평균: 1~4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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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임상증상 : 

‣ 림프절페스트 : 쥐벼룩에 물린 다음 1~6일 후에 물린 자리에 통증을 동반한 

림프절 종창, 발열, 오한, 근육통, 두통, 빈맥, 저혈압 등이 나타남

‣ 폐 페스트 : 폐렴증세와 오한을 동반한 발열, 두통, 객혈 등이 나타남  

‣ 패혈증페스트 : 구역, 구토, 설사 등의 소화기 증상으로 시작하여 치료를 하지 않는

경우에 파종성혈관내응고, 급성 호흡부전, 신부전, 의식저하, 쇼크로 진행하는 

치명적인 경과를 보임

3) 합병증 : 치료 지연 시 파종성 혈관내 응고, 급성 호흡부전, 뇌막염 등

4. 발생현황

1) 국내 : 해당없음

2) 국외 : 아프리카(콩고민주공화국, 마다가스카르, 탄자니아, 모잠비크, 우간다),  

아시아 (미얀마, 베트남, 인도, 중국, 몽고), 아메리카 (브라질, 페루, 

미국 남서부)

  

5. 감시

(평시)응급실증후군 감시 실시(생물테러대응과)

  

6. 진단

검체(림프절 흡인액, 혈액, 혈청 등)에서 Yersinia pestis 분리 동정

  

7. 치료 : 

항생제 치료

8. 관리

현장 내 생물입자감시수집기 설치 및 현장 지휘본부 이동실험실차량(PCR 수행) 운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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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 예방 : 

페스트에 대한 국내 허가된 백신은 없음, 페스트 유행지역에서는 잠재적으로 

페스트균에 감염된 벼룩에 노출될 수 있으므로 설치류나 다른 야생동물과의 접촉을

피해야함

� 두창

1. 개요

1) 정의 : 두창 바이러스(Variola virus) 감염에 의한 급성 발진성 질환 

2) 위기분석 : 발생가능성은 매우 낮으나, 발생 시 위험은 매우 높음

2. 역학적 특성

1) 병원체 : Variola virus

2) 병원소 : 자연계 병원소 없음

3) 전파경로 : 호흡기를 통한 공기전파, 두창환자와의 직접접촉, 수포액, 타액, 

호흡기 분비물 등에 의해 감염됨, 옷이나 침구류 등 오염된 

물건에 의한 전파도 가능 

4) 전염기간 : 발열시작(전구기)부터 두창 환자의 딱지 이탈 시까지(보통 3주)

3. 임상양상

1) 잠복기 : 7~17일(평균 10~14일)

2) 임상증상

‣ 갑작스런 고열, 허약감, 오한이 두통 및 허리통증과 함께 나타나며 때때로 심한

복통과 섬망이 전구기에 나타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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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반점구진상 발진이 구강, 인두, 안면, 팔 등에 나타난 후 몸통과 다리로 퍼져

나가며 1일 내지 2일 이내에 수포로 바뀐 다음 농포로 바뀜(농포는 특징적으로 

둥글고 팽팽하며(팽윤되어 있으며) 피부에 깊게 박혀 있는데 8일 내지 9일경에 

딱지가 생김)

‣ 회복되면서 딱지가 떨어진 자리에 서서히 깊은 흉터가 남음

‣ 예방접종으로 면역을 획득한 경우나 소두창의 경우는 임상 증상이 약함  

3) 합병증 : 2차 세균감염은 흔하지 않으며 간혹 출혈성 두창 혹은 악성 두창이 

나타나기도 함

4. 발생현황

1) 국내 : 해당 없음

2) 국외 : 세계적으로 발생하던 감염병이나 세계보건기구가 1967년부터 박멸

사업을 시행하여 1980년 5월에 두창이 지구상에서 박멸(근절)되었음을

선포한 후 발생이 없었음

5. 감시 

응급실증후군 감시 실시(생물테러대응과)

6. 진단  

검체(피부병변, 혈액 등)에서 Variola virus 특이 유전자 검출

7. 치료  

대증 치료(호흡기 입원 치료)

8. 관리

현장 내 생물입자감시수집기 설치 및 현장 지휘본부 이동실험실차량(PCR 수행) 운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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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 예방

예방접종으로 예방이 가능하나 1980년 세계보건기구의 두창 박멸 선언 이후 접종을

중단하였음, 

예방접종 후 면역효과는 평생 지속되지 않아 추가접종이 필요한 것으로 알려져 있음 

� 보툴리눔독소증

1. 개요

1) 정의 : 보툴리누스균(Clostridium botulinum)이 생산하는 독소(A, B, E, F)에

의한 급성, 대칭성, 진행성의 신경마비 질환

2) 위기분석 : 발생가능성은 매우 낮으나, 발생 시 위험은 매우 높음

2. 역학적 특성

1) 병원체 : Clostridium botulinum이 생산하는 독소(A, B, E, F)

2) 병원소 : 토양 등 어느 환경에나 상존

3) 전파경로 : 

‣ (식품매개 보툴리눔독소증) 불충분하게 가열된 음식 보존 시 균 증식으로 생산한

독소 섭취 

‣ (외상성 보툴리눔독소증) 상처가 오염되거나 부적절하게 치료되었을 시 오염된 

보툴리누스균의 아포가 발아하여 발생, 

‣ (영아 보툴리눔독소증) 오염된 음식 섭취 후 균 증식 시 생산되는 독소가 흡수

됨으로써 발생 

‣ (생물테러) 생물테러를 목적으로 에어로졸 형태로 살포하는 경우 호흡기를 통해

흡수되어 발생 가능

4) 전염기간 : 전염력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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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임상양상

1) 잠복기

‣ 노출된 독소의 양 및 노출 경로에 따라 다름 

- 식품매개 보툴리눔독소증는 12시간~36시간,

- 흡입에 의한 보툴리눔독소증은 12시간~72시간, 

- 상처에 의한 보툴리눔독소증은 평균 7.5일 (4~14일)

2) 임상증상 

‣ 뇌신경 마비로 시작되는 대칭적이며 신체의 하부로 진행하는 이완성 신경마비가

특징적임

‣ 복시, 시야흐림, 안검하수, 발음장애, 연하곤란, 골격근 마비 등의 증상을 보이고

호흡근의 마비로 호흡부전에 이름

‣ 열이 없고 의식이 명료하며 지남력이 뚜렷함

‣ Guillain-Barre 증후군, 중증근무력증, 폴리오, 중추신경계 질환, 중독증 등과 

감별진단이 필요하며 임상적인 의심이 진단에 무엇보다 중요함 

3) 합병증 : 특이사항 없음

4. 발생현황

1) 국내 : 2014년도에 식품매개 보툴리눔독소증 1회 발생

2) 국외 : 식품매개 등으로 전 세계 어디나 발생 가능

5. 감시 

응급실증후군 감시 실시(생물테러대응과)

6. 진단 

검체(혈액, 대변, 구토물, 위흡인액)에서 C. botulinum 분리 동정 혹은 C. botulinum

독소 검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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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치료 

가능한 빨리 항독소혈청 투여, 대개 호흡부전으로 사망하므로 인공호흡 등의 

치료가 필요 

외상성 보툴리눔독소증 환자 : 항독소 투여, 상처의 괴사 조직 제거 항생제로 치료  

8. 관리

현장 내 생물입자감시수집기 설치 및 현장 지휘본부 이동실험실차량(PCR 수행) 운영 

9. 예방 

상용화된 백신은 없음

자연계 감염 예방을 위해 안전한 식품 관리, 영아에게 꿀 섭취 금지 등 관리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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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토병

1. 개요

1) 정의 : 야토균(Francisella tularensis) 감염에 의한 인수공통질환

2) 위기분석 : 발생가능성은 매우 낮으나, 발생 시 위험은 매우 높음

2. 역학적 특성

1) 병원체 : 야토균(Francisella tularensis)

2) 병원소 : 야생토끼, 사향 쥐, 비버 등

3) 전파경로 : 

‣ 감염된 진드기, 사슴등애(deerfly), 기타 곤충에 물림, 감염된 동물의 사체 취급 

‣ 병원체에 오염된 음식이나 물 섭취, 병원체의 흡입 

4) 전염기간 : 사람 간 전파는 보고된 바 없음(피부 병변과 접촉 시 피부감염 가능)

3. 임상양상

1) 잠복기 : 3-5일(2주까지도 가능)

2) 임상증상  

‣ 궤양선성(ulceroglandular) : 피부 궤양을 동반한 국소 림프절염

‣ 선성(glandular) : 피부 궤양이 없는 국소 림프절염

‣ 안선성(oculoglandular) : 귀 앞 림프절염을 동반한 결막염

‣ 구인두성(oropharyngeal) : 경부 림프절염을 동반한 구순염, 인두염, 편도염

‣ 장관성(intestinal) : 복통, 구토, 설사

‣ 폐렴성(pneumonic) : 일차성 폐, 흉막 질환

‣ 발열성(typhoidal) : 국소 증상이나 징후 없는 열병 

3) 합병증 : 특이사항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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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발생현황

1) 국내 : 2006년 1월 법정감염병(제4군 감염병)으로 지정된 이후 2017년까지

신고 된 바 없음

2) 국외 : 전 세계적으로 분포하나 정확한 발생 규모는 알려지지 않음

5. 감시

응급실증후군 감시 실시(생물테러대응과)

6. 진단 

검체(혈액, 골수, 객담, 호흡기분비물, 림프절·기관지세척액, 궤양, 조직 등)에서

F. tularensis 분리 동정

7. 치료

항생제 치료

8. 관리

현장 내 생물입자감시수집기 설치 및 현장 지휘본부 이동실험실차량(PCR 수행) 운영 

9. 예방 

DEET가 포함된 곤충기피제를 피부에 도포, 의복에 퍼메스린(permethrin) 처리

흐르는 물에 비누로 30초이상 손 씻기 철저 

음식물을 충분히 익혀 취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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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국내발생감염병

8-1 노로바이러스감염증

1. 개요

1) 정의 : 노로바이러스(Norovirus) 감염에 의한 급성위장관염

2) 위기분석 : 연중 발생이 보고되고 있으나 특히 겨울철 설사환자 및 집단

발생의 주요 원인병원체로 집단급식소 등을 통해 노출되기 쉬운

선수촌, 관광객 등을 대상으로 유행 가능성이 높음

2. 역학적 특성

1) 병원체 : Caliciviridae속에 속하는 리본형의 RNA바이러스로 크기는 27∼

32nm로 작음. 

- 5개의 유전자균(Genogroup I∼V)있으며 유전자군 Ⅰ, Ⅱ, Ⅳ는 사람에게만 

검출, 유전자군 Ⅲ, Ⅴ는 소(bovine)와 쥐(mouse)에서 검출됨

2) 병원소 : 사람

3) 전파경로

‣ 분변-경구감염

‣ 직접적인 사람간 접촉 및 환경접촉

‣ 오염된 음식섭취

- 주로 익히지 않은 굴 등 해산물

- 오염된 물로 세척된 과일 및 야채

- 불충분하게 조리된 고기가 함유된 인스턴트 음식 등

‣ 염소소독되지 않은 물 섭취

‣ 환자 구토물에 의한 비말감염

‣ 2차 감염이 흔히 일어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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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전염기간

‣ 노로바이러스는 감염력이 강해, 18 viral particle보다 낮은 양으로 감염될 수 있음. 

‣ 최대로 바이러스 배출이 높은 시기인 증상발생 2∼5일 후에 대변 1g당 약 50억개

바이러스를 보유 

3. 임상양상

1) 잠복기 : 10~50시간(12~48시간)

2) 임상증상

‣ 자체적으로 가볍거나 보통의 질환을 일으키고 종종 오심, 구토, 설사, 복통, 

근육통, 두통, 권태감, 미열, 또는 2가지 증상이 동반하여 발생함

‣ 위장관염 증상이 전형적으로 24∼72시간 지속되며, 탈수증상이 주 합병증임 

‣ 일반적인 경우에 치료를 하지 않아도 증상발생 후 1∼3일 후 호전되나, 고위험군인

65세 이상 고령자, 5세 미만 어린이, 면역저하자 등의 고위험군에서는 4∼6일 

유지되고 심각한 탈수 증상이 생길 수 있음. 대략 노로바이러스감염증 환자 중 

10%정도는 의학적 치료 필요 

‣ 대개 바이러스 수치는 증상발생 후 2∼5일 가장 높게 나타나고, 증상 소실 후 

2∼4주간 바이러스 유지될 수 있음(증상소실 후 대변검체에서 바이러스 검출) 

‣ 30% 이상은 무증상이며, 증상이 있는 경우보다 낮은 역가를 가진 것으로 알려져 있음

3) 합병증

‣ 고위험군인 65세 이상 고령자, 5세 미만 어린이, 면역저하자 등의 고위험군에서는

4∼6일 유지되고 심각한 탈수 증상이 생길 수 있음

4. 발생현황

1) 국내

‣ 장관감염증 집단발생 원인병원체 중 노로바이러스감염증 발생 건수가 제일 높으며, 

매년 60건 내외로 발생하였음

‣ 평창, 강릉, 정선

- 강원도 지역에서의 노로바이러스로 인한 집단발생은 전체 발생 건의 6%수준

으로 2015년 3건, 2016년 6건이 발생하였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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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국외

‣ 미국, 유럽에서 식당, 보육시설, 여객선, 호텔 그리고 요양원에서 집단발생사례가

있으며, 선진국일수록 종종 의료서비스 시설과 연관된 발생이 있음

‣ 2012년 런던올림픽, 2017년 런던육상세계선수권 대회에서 노로바이러스에 의한

집단발생이 있었음

5. 감시

장관감염증 표본감시체계

- 표본감시기관 : 200병상 이상 병원급이상 의료기관(189개)

* 올림픽지역(4) : 강릉아산병원, 원주기독병원, 춘천성심병원, 성지병원

- 신고범위 : 환자

- 신고대상

                             <신고대상 장관감염증 종류>

구분 종류

세균

(11)

살모넬라균 감염증, 장염비브리오균 감염증, 장독소성대장균(ETEC) 감염증, 장침습성

대장균(EIEC) 감염증, 장병원성대장균(EPEC) 감염증, 캄필로박터균 감염증, 클로스트리듐

퍼프린젠스 감염증, 황색포도알균 감염증, 바실루스 세레우스균 감염증, 예르시니아 

엔테로콜리티카 감염증, 리스테리아 모노사이토제네스 감염증

바이러스

(5)

그룹 A형 로타바이러스 감염증, 아스트로바이러스 감염증, 장내 아데노바이러스 감염증, 

노로바이러스 감염증, 사포바이러스 감염증

원충

(4)
이질아메바 감염증, 람블편모충 감염증, 작은와포자충 감염증, 원포자충 감염증

집단발생 : 시간, 장소 등 역학적 연관성이 있는 2명 이상의 집단에서 설사, 구토

등의 장관감염증상*이 있는 경우

* 장관감염증상 : 설사, 복통, 오심, 구토, 발열 등이 주 증상이며, 사례정의에 필요한 임상

증상 중 ‘설사’는 평소에 비해 더 많이 수양성 변이나 무른 변을 보는 경우 또는 1일 

3회 이상 하는 경우로 함

6. 진단을 위한 검사기준

검체(대변, 직장도말물, 구토물)에서 특이 유전자(ORF1-ORF2 junction) 검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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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치료

대증치료

- 특이 치료제는 없으며, 필요시 수분-전해질 보충

- 5세 이하의 어린이, 65세 이상 노인, 면역저하자는 탈수증세가 쉽게 나타날 수

있어 필요시 정맥 수액 치료

8. 관리

1) 환자관리 : 증상이 있는 환자는 48시간 격리 및 장내배설물에 오염된 물품 소독  

2) 접촉자관리 : 발병여부 관찰

3) 환경 관리 

‣ 환자의 간호에 필요한 물품(배변 후 처리를 위한 물휴지 등)은 환자와 가까이 

배치하여 물품으로 인한 전파 기회 최소화

‣ 모든 환경 표면은 청결한 수준의 청소를 유지하는 것이 중요

‣ 청소 과정에서 모아진 환자의 분변이나 구토물은 다른 환경 표면이나 사람들을 

오염시키지 않도록 즉시 폐기함

‣ 효과적인 소독제로는 염소계(1,000∼5,000ppm)소독제 등을 사용하여 소독

‣ 환자주변을 정리하기 위한 걸레와 다른 곳을 청소한 걸레는 구별되어야 하며, 

하나의 걸레로 모든 표면을 닦지 않음

9. 예방

일반적 예방

- 흐르는 물에 비누로 30초 이상 손씻기

- 음식은 충분히 익혀먹기

- 물은 끓여 마시기

- 채소, 과일은 깨끗한 물에 씻어 껍질 벗겨먹기

- 설사증상이 있는 경우에 조리하지 않기

- 위생적으로 조리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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붙임 역학조사서

INVESTIGATION OF A FOODBORNE OUTBREAK

Investigator 

Institution:            Province          County               
Date of investigation :    D    M    Y

Name: Telephone :

1. General information

1.1 Name 1.2 Date of birth     D    M      Y 1.3 Mobile

1.4 Sex
○ Male 

○ Female
1.5 Age 1.6 Nationality

1.7 Address in Korea

1.8 Job

(직업)

○ ① Athlete(선수) sport entries(종목)                       

○ ② Coach · Staff(코치, 스텝) 

○ ③ Health care workers(Doctor, Nurse etc.)(의료인)

○ ④ Culinary workers(조리종사자)          

○ ⑤ Others(기타)               

1.9 Arrival

(입국일)

       /      /          ∼      /      /        

( mm/  dd  / yyyy)         ( mm/  dd  / yyyy)

1.9 Name of 

school  

(company)

1.10 If a student,    grade    class    number

2. Clinical information

2.1 Symptoms
□①Diarrhea □②fever(>37.8℃)        □③Chilling sensation    □④Nausea

□⑤Vomiting □⑥Abdominal pain         □⑦Others           

2.2 Period of 

symptoms

The whole period of above symptoms

     H      D      M ~       H      D      M (24H)         ○ Ongoing

2.3 Features 

of diarrhea

○①Yellow watery ○② watery ○③Sticky

○④Bloody ○⑤Others       ○⑥No diarrhea

2.4 Period of 

diarrhea
     D      M ~      D      M

2.5 Number of diarrhea at 

most one day
      

2.6 Sampling ○①Collected(Day     D    M) ○②Not collected

3. Food intake

3.1      D    M (Breakfast, Lunch, Dinner, Others) Did you eat?     □①Yes    □②No

If you eat, what 

foods have you 

eaten?

     Rice ①Eaten ②Didn't eaten ③Don't know Soup ①Eaten ②Didn't eaten ③Don't know

Kimchi ①Eaten ②Didn't eaten ③Don't know
          

①Eaten ②Didn't eaten ③Don't know

           ①Eaten ②Didn't eaten ③Don't know
          

①Eaten ②Didn't eaten ③Don't know

           ①Eaten ②Didn't eaten ③Don't know
          

①Eaten ②Didn't eaten ③Don't kno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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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2      D    M (Breakfast, Lunch, Dinner, Others) Did you eat?     □①Yes    □②No

If you eat, what 

foods have you 

eaten?

Rice ①Eaten ②Didn't eaten ③Don't know Soup ①Eaten ②Didn't eaten ③Don't know

Kimchi ①Eaten ②Didn't eaten ③Don't know            ①Eaten ②Didn't eaten ③Don't know

          
①Eaten ②Didn't eaten ③Don't know            ①Eaten ②Didn't eaten ③Don't know

          
①Eaten ②Didn't eaten ③Don't know            ①Eaten ②Didn't eaten ③Don't know

3.3      D    M (Breakfast, Lunch, Dinner, Others) Did you eat?     □①Yes    □②No

If you eat, what 

foods have you 

eaten?

Rice ①Eaten ②Didn't eaten ③Don't know Soup ①Eaten ②Didn't eaten ③Don't know

Kimchi ①Eaten ②Didn't eaten ③Don't know            ①Eaten ②Didn't eaten ③Don't know

           ①Eaten ②Didn't eaten ③Don't know            ①Eaten ②Didn't eaten ③Don't know

           ①Eaten ②Didn't eaten ③Don't know            ①Eaten ②Didn't eaten ③Don't know

3.4      D    M (Breakfast, Lunch, Dinner, Others) Did you eat?     □①Yes    □②No

If you eat, what 

foods have you 

eaten?

Rice ①Eaten ②Didn't eaten ③Don't know Soup ①Eaten ②Didn't eaten ③Don't know

Kimchi ①Eaten ②Didn't eaten ③Don't know            ①Eaten ②Didn't eaten ③Don't know

           ①Eaten ②Didn't eaten ③Don't know            ①Eaten ②Didn't eaten ③Don't know

           ①Eaten ②Didn't eaten ③Don't know            ①Eaten ②Didn't eaten ③Don't know

3.5      D    M (Breakfast, Lunch, Dinner, Others) Did you eat?     □①Yes    □②No

If you eat, what 

foods have you 

eaten?

Rice ①Eaten ②Didn't eaten ③Don't know Soup ①Eaten ②Didn't eaten ③Don't know

Kimchi ①Eaten ②Didn't eaten ③Don't know            ①Eaten ②Didn't eaten ③Don't know

           ①Eaten ②Didn't eaten ③Don't know            ①Eaten ②Didn't eaten ③Don't know

           ①Eaten ②Didn't eaten ③Don't know            ①Eaten ②Didn't eaten ③Don't know

3.6      D    M (Breakfast, Lunch, Dinner, Others) Did you eat?     □①Yes    □②No

If you eat, what 

foods have you 

eaten?

Rice ①Eaten ②Didn't eaten ③Don't know Soup ①Eaten ②Didn't eaten ③Don't know

Kimchi ①Eaten ②Didn't eaten ③Don't know            ①Eaten ②Didn't eaten ③Don't know

           ①Eaten ②Didn't eaten ③Don't know            ①Eaten ②Didn't eaten ③Don't know

           ①Eaten ②Didn't eaten ③Don't know            ①Eaten ②Didn't eaten ③Don't kno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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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Water intake

4.1      D    M  Did you drank water?     □①Yes    □②No

If you eat, what 

foods have you 

eaten?

Dining room ①Drank ②Didn't drank ③Don't know ①Drank ②Didn't drank ③Don't know

2nd floor purifier ①Drank ②Didn't drank ③Don't know ①Drank ②Didn't drank ③Don't know

           ①Drank ②Didn't drank ③Don't know ①Drank ②Didn't drank ③Don't know

           ①Drank ②Didn't drank ③Don't know ①Drank ②Didn't drank ③Don't know

4.2      D    M  Did you drank water?     □①Yes    □②No

If you drank 

water, what 

waters have you 

drank?

Dining room ①Drank ②Didn't drank ③Don't know ①Drank ②Didn't drank ③Don't know

2nd floor purifier ①Drank ②Didn't drank ③Don't know ①Drank ②Didn't drank ③Don't know

           ①Drank ②Didn't drank ③Don't know ①Drank ②Didn't drank ③Don't know

           ①Drank ②Didn't drank ③Don't know ①Drank ②Didn't drank ③Don't know

4.3      D    M  Did you drank water?     □①Yes    □②No

If you drank 

water, what 

waters have you 

drank?

Dining room ①Drank ②Didn't drank ③Don't know ①Drank ②Didn't drank ③Don't know

2nd floor purifier ①Drank ②Didn't drank ③Don't know ①Drank ②Didn't drank ③Don't know

           ①Drank ②Didn't drank ③Don't know ①Drank ②Didn't drank ③Don't know

           ①Drank ②Didn't drank ③Don't know ①Drank ②Didn't drank ③Don't know

6. Others

5.1 Have you ever eaten with your colleagues except as above provided? (in a week or 10 days)     

□①Yes    □②No

When and where 

did you eat food?

5.1.1 Intake time    H    D    M (24H)

5.1.2 Intake time

5.1.3 Intake food

5.2 Visiting place

    (방문장소)

from symptom onset, which game did you attend?

stadium:                        date :        /      /        ( mm/  dd  / yyyy)

stadium :                        date :        /      /        ( mm/  dd  / yyyy)

stadium :                        date :        /      /        ( mm/  dd  / yyyy)

5. contacts

5.1 Is there any symptomatic person near you ?  □①Yes    □②No

  If yes, fill the below.

Name Symptom

Your roommate □①Yes    □②No  □③ Unknown 

Sharing apartment □①Yes    □②No  □③ Unknown 

In your team □①Yes    □②No  □③ Unknow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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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식명(한글) FOOD(Eng) 사진

□ 밥, 죽류

밥
- steamed rice, 

- boiled(cooked) rice

콩나물밥 Bean sprouts over rice

김치볶음밥 Kimchi Fried rice

비빔밥

- bibbimbap,

- Rice mixed with meat, seasoned 

vegetables and egg

김밥 Korean roll, kimbab

회덮밥
Cubed raw fish mixed with fresh 

vegetables and rice and gochuja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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닭죽 Chicken porridge

잣죽 Pine nut porridge

호박죽 Pumpkin porridge,pumpkin soup

야채죽 Vegetable porridge

떡국 rice-cake soup

주먹밥 rice-bal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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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반찬

멸치볶음 Anchovy stir fry

양념두부 Boiled tofu with seasoning

파전
- Scallion pancake

- welsh-onion pancake

계란말이 Folded egg

군만두 Fried dumplings

마늘짱아찌 Pickled garlic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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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토리묵

무침
Seasoned acorn jelly

콩나물무침 Seasoned bean sprouts

시금치나물 Seasoned spinach

어묵볶음 Fishcake fried

계란찜 Steamed egg

떡볶이 Spicy ricencake string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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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치부침개 Kimchi stir fry

두부김치 Tofu kimchi

잡채 Glass noodle stir fry

보쌈 napa wraps with pork

갈비찜 short rib stew

장조림 beef boiled in so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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돼지갈비 ribs of pork

불고기 bulgogi

닭볶음탕 chicken hot pot

닭갈비 spicy chicken rib

삼겹살 Pork Belly

간장게장 crab preserved in soy sau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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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어구이 broiled eels

어묵탕 fishcake Soup

아귀찜
steamed monkfish smothered in spicy 

sauce[gravy]

구절판

- a nine sec-tioned dish

- a nine sectioned lac-querware serving 

plate

너비아니
- slices of roast

- seasoned beef in width

순대

- sundae

- a sausage made of beef and beancurd 

stuffed in pig intestin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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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치, 젓갈류

배추김치 Cabbage kimchi

깍두기 Redish Kimchi

무생채 radish salad

오이소박이 stuffed cucumber pickles

고추장 red pepper paste

젓갈 salted fis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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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 전골류

김치참치

찌개
Kimchi tuna soup

곱창전골 spicy beef tripe hot pot

신선로 royal hot pot

육개장 spicy beef soup

설렁탕 ox bone soup

북어국 dried polloch sou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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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운탕 spicy fish soup

순두부찌개 spicy sausage stew

된장찌개 bean paste stew

삼계탕 chicken stew with ginseng

만둣국 dumping soup

추어탕 chueotang, loach in hot bean paste sou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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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면 류

짜장면 Chinese style noodles 

소바, 

메밀국수
Japanese style buckwheat noodles

냉면 Cold buckwheat noodles

비빔냉면 spicy mixed buckwheat noodles

수제비 sujebi(korean style pasta soup)

라면 instant nood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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콩국수 kongguksoo bean noodle

팥칼국수 red bean Kalgooksu noodle soup

□ 음‧주류

소주 soju

수정과 sweet sinnamon punch

식혜 rice nectar

막걸리 Makgeolli

송편 Songpye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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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2 인플루엔자

1. 개요

1) 정의 : 인플루엔자 바이러스(Influenza virus A․B․C) 감염에 의한 급성 

호흡기 질환

2) 위기분석

‣ 매년 겨울철 유행을 보이고 12월부터 유행을 시작하여 4~5월까지 유행이 지속되는

양상을 보임

‣ 작년과 유사한 이른 시기에 유행이 시작되어 B형의 이른 유행이 관찰되고 있으며

향후 발생 상황을 지속 모니터링 필요

‣ 작년 절기와 유사한 이른 유행으로 올림픽 기간에는 발생이 낮을 가능성이 있으나

관광객 등 비접종자 중심으로 유행할 가능성이 높음

2. 역학적 특성

1) 병원체

‣ Orthomyxoviridae과에 속하는 RNA 바이러스

‣ 인플루엔자 바이러스는 A형, B형, C형의 3가지로 분류

- A형과 B형이 사람에게 호흡기 감염을 유발

‣ 항원변이를 통하여 계속적으로 인플루엔자의 유행이 초래됨

2) 병원소

‣ 사람

3) 전파경로

‣ 인플루엔자 환자가 기침이나 재채기를 할 때 분비되는 호흡기 비말을 통해서 

사람에서 사람으로 전파

‣ 기관지내시경, 객담배출, 기관삽관 및 발관, 생검, 심폐소생술 등의 상황이나 

환기가 잘 안되는 밀집된 공간에서는 공기전염도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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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건조한 점액에서도 몇 시간 동안 생존할 수 있기 때문에 인플루엔자 바이러스에

오염된 물건이나 환경을 만지고 나서 눈이나, 코, 입 등을 만지는 경우 접촉감염

발생 가능

‣ 동물에서 사람으로의 감염은 흔하지 않으나, 감염된 동물의 분비물에 직접 닿거나

간접적으로 사람이 접촉했을 때 감염 가능

4) 전염기간

‣ 대체로 증상발현 1일 전부터 발병 후 약 5일~7일정도까지 전염력이 있음

‣ 소아나 면역저하자에서는 증상 시작 후 10일 이상 전염가능 기간이 더 길어 질

수 있음

3. 임상양상

1) 잠복기 : 1일~4일(평균 2일)

2) 임상증상

‣ 전신증상 및 호흡기 증상이 갑자기 시작됨

‣ 발열(고열), 두통, 근육통, 피로감 등의 전신 증상

‣ 인후통, 콧물, 코막힘, 기침 등의 호흡기 증상

‣ 주로 소아에서는 구토, 오심 설사 등의 소화기 증상이 동반

‣ 흉통, 안구통, 복통, 경련 등의 증상이 동반되기도 함

3) 합병증

‣ 65세 이상의 노인, 당뇨병, 심질환, 폐질환, 콩팥기능 이상과 같은 만성질환이 

있는 환자들에게 흔히 발생

‣ 가장 흔한 합병증은 폐렴이며, 노년층이나 만성질환자 등에서 발생 시 기저질환이

악화되거나 합병증으로 사망도 가능

- 인플루엔자 바이러스 감염에 의해 원발 바이러스 폐렴, 속발 세균 폐렴, 기관지염,

국소적인 바이러스 폐렴등이 발생할 수 있음

‣ 폐의 합병증 외 중이염, 기흉, 기종격동, 근육염(횡문근 융해증), 심장합병증

(심근염, 심낭염), 중추신경계 합병증(뇌염, 뇌증, 횡단성 척수염), 라이증후군 등이

발생할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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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발생현황

1) 국내(평창, 강릉, 정선 포함)

‣ 매년 겨울철 및 봄철 유행(12월~4월)

2) 국외

‣ 인플루엔자바이러스는 항원변이로 인하여 매년 계절인플루엔자가 유행하고,

10~40년 주기로 대유행 인플루엔자가 발생함

‣ 세계적으로 계절인플루엔자로 매년 인구의 5~15%가 감염되며 약 10억명 환자가

발생하고, 이 중 3~5백만명이 중증환자 발생, 25~50만명이 사망

- 주로 65세이상 노인, 만성질환자, 임신부 및 2세미만 영유아에게 중증 및 사망이

발생함

* WHO 2016 fact sheet, 인플루엔자(신종인플루엔자 범부처 사업단)

‣ 북반구는 11 월과 익년 4 월 사이, 남반구는  4월과 10 월 사이에 유행하고 열대

지방 국가들 연중 발생

5. 감시

가. 인플루엔자 임상표본감시

1) 목적

‣ 인플루엔자 의사환자(Influenza‒like Illness, ILI) 발생 경향을 지속적으로 감시 하여

유행을 조기에 파악

‣ 국가 인플루엔자 관리대책 수립을 위한 기초자료 제공

2) 임상표본감시기관 지정

‣ 의사회의 추천을 받아 참여의사 있는 표본감시기관 선정

- 성인(내과 70개, 가정의학과 30개) 100개소, 소아(소아청소년과) 100개소 

3) 환례정의 및 유행기준

‣ 인플루엔자 의사 환자(Influenza‒like Illness, ILI) 환례정의

- 38℃ 이상의 갑작스러운 발열과 더불어 기침 또는 인후통을 보이는 환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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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플루엔자 유행기준 

- ʼ16~ʼ17절기 인플루엔자 유행기준 �OOO/1,000명�*

* 유행기준 일반공식(ʼ07.7. 인플루엔자 분과위원회) = 과거 3년간 비유행기간 평균+ 2×

표준편차

* 비유행기간이란 인플루엔자 검출률이 2주이상 2% 미만인 기간

* 유행주의보는 인플루엔자 의사환자 분율이 유행기준을 초과한 경우 자문회의를 거쳐 발령하고, 

인플루엔자 의사환자 분율이 3주 연속 유행기준 이하일 경우 자문회의를 거쳐 유행을 

해제함

나. 인플루엔자 및 급성호흡기감염증 실험실감시(KINRESS)*

1) 목적

‣ 유행 중인 인플루엔자 및 호흡기 바이러스를 확인 하여 유행 양상을 파악하고, 

새로운 형의 바이러스 출현 감시

‣ 항바이러스제 내성 바이러스 출현 감시

‣ WHO 등 국내외 협력을 통한 백신주 선정 기초 자료 제공

2) 실험실표본감시 기관

‣ 임상표본감시 기관 중 참여의사가 있는 52개 1차 의료기관(ʼ17.8월 기준)

<인플루엔자 및 호흡기바이러스 실험실감시 의뢰 체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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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인플루엔자 입원 및 사망자 감시

1) 표본감시 목적

‣ 매 절기 인플루엔자로 인한 사망 감시로 치명률 확인

2) 표본감시 기관

‣ 급성호흡기감염증 표본감시 의료기관(200병상이상 병원급 의료기관)

3) 환례정의

‣ 인플루엔자 총 환자 : 인플루엔자로 진단된 신규 입원환자, 외래환자, 응급실 

내원환자의 합계

‣ 인플루엔자 외래환자 : 인플루엔자로 진단된 신규 외래 및 응급실 내원환자

* 응급실로 내원 후 입원한 환자 중 인플루엔자로 진단된 환자는 입원환자로 포함

‣ 인플루엔자 사망자 : 사망 진단을 받은 입원 및 외래 환자 중에서

- 외래(응급실 포함) 환자의 경우: 사망 전 30일 동안 인플루엔자 확진을 받았을 경우

- 입원환자의 경우: 연속된 입원기간 동안 인플루엔자 확진을 1번이라도 받았을 경우

<진단·신고기준>

◈ 신고범위 : 환자, 의사환자

◈ 신고를 위한 진단기준

  ○ 환자 : 인플루엔자에 부합되는 임상증상을 나타내면서 진단을 위한 검사기준에 따라 

감염병병원체 감염이 확인된 사람

  ○ 의사환자 : 38℃ 이상의 발열과 더불어 기침 또는 인후통을 보이는 사람

◈ 임상증상

  ○ 38℃ 이상의 발열, 두통, 전신 권태감 및 근육통 등의 전신 증상과 인후통, 기침, 객담 등의

호흡기 증상

◈ 진단을 위한 검사기준

  ○ 검체(인후·비인두도찰물, 인후·비인두흡인물)에서 바이러스 분리

  ○ 회복기 혈청의 항체가가 급성기에 비하여 4배 이상 증가 

  ○ 검체(혈액)에서 인플루엔자 특이 항체 검출

  ○ 검체(인후·비인두도찰물, 인후·비인두흡인물)에서 바이러스 특이 유전자 검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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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진단

1) 배양검사

2) 유전자 검출검사

3) 혈청 검사

4) 신속 바이러스 항원(RAT, Rapid Antigen Test) 검사

7. 치료

대증치료

항바이러스제제 치료

8. 관리

환자 발생시 별도 공간에 분리하여 타인과의 접촉을 피함

접촉자 대상 증상 발생 모니터링 강화

9. 예방

가. 예방접종

나. 개인위생

1) 올바른 손씻기

‣ 흐르는 물에 비누로 30초 이상 손씻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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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 실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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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기침에티켓

‣ 기침할 때는 휴지나 옷소매 위쪽으로 입과 코를 가리고 하기

‣ 마스크 착용 등 예방행태 실천

3) 손으로 코, 눈, 입 등을 만지지 않기 

4) 기침, 콧물 등 호흡기 증상자와 접촉 피하기

5) 환자와 공동으로 사용하는 물건, 시설 등에 대한 청소 및 소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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붙임 역학조사서

Province County Date of investigation
Personal 

number

Influenza investigation form

Investigator

(조사자) 

Institution(소속기관):                         Date of investigation(조사일) : 

    /      /     ( mm/  dd  / yyyy)Name(이름): Telephone(연락처) :

Date of report (신고일)
     /      /        

( mm/  dd  / yyyy)

report clinic

신고기관

reporter

신고자

1. General information(일반적 특성)

1.1 Name

(이름)

1.2 Date of birth

(생년월일)

     /      /        

( mm/  dd  / yyyy)

1.3 Mobile

(연락처)

1.4 Sex

(성별)

○ Male (남) 

○ Female (여)

1.5 Age

(나이)

1.6 Nationality

(국적)

1.7 Address in Korea

(거주지주소)

1.8 Job

(직업)

○ ① Athlete(선수) sport entries(종목)                       

○ ② Coach · Staff(코치, 스텝) 

○ ③ Health care workers(Doctor, Nurse etc.)(의료인)

○ ④ Culinary workers(조리종사자)          

○ ⑤ Others(기타)               

1.9 Arrival

(입국일)

       /      /          ∼      /      /        

( mm/  dd  / yyyy)         ( mm/  dd  / yyyy)

2. Diagnosis (진단)

2.1 case classification

    (환자구분)

○ Confirmed (환자)     ○ suspected (의사환자) 

If you choose ‘suspected’, choose if rapid antigen test was done 

(의사환자일 경우, 신속진단키트검사 여부 기재)

○ Rapid antigen test positve  ○ Rapid antigen test negative ○ Not done

   (신속항원검사 양성)             (신속항원검사 음성)           (미실시)

2.2 Diagnosis(진단)

○ Influenza virus isolation

   (검체에서 바이러스 분리)

○ Influenza PCR (+) 

   (검체에서 바이러스 특이 유전자 검출)

○ Four-fold rise in influenza antibody titer in 

paired acute and convalescent sera

   (회복기 혈청의 항체가가 급성기에 비하여 4배 이상

증가)

○ Others (기타)            

2.3 Date of 

laboratory test

(검체채취일)

     /      /        

( mm/  dd  / yyyy)

2.4 Type of virus

(바이러스 형)
○ A(H3N2)     ○ A(H1N1pdm09)   ○ A(unspecified)     ○ B      ○ Unknow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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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Clinical information(임상양상)
3.1. Date of onset of symptoms

      (증상발생일)

     /      /        

( mm/  dd  / yyyy)

3.2 Symptoms(증상)

Fever

(발열)

□ Yes □ No □ Unknown

Hightest Temp :          

Nasal congestion

(코막힘)
□ Yes □ No □ Unknown

Cough

(기침)
□ Yes □ No □ Unknown

General ache 

/myalgia

(전신통/근육통)
□ Yes □ No □ Unknown

Sore throat

(인후통)
□ Yes □ No □ Unknown

headache

(두통)
□ Yes □ No □ Unknown

Rhinorrhea

(콧물)
□ Yes □ No □ Unknown

sputum

(가래)
□ Yes □ No □ Unknown

(Others)

기타
                      

3.3 visiting medical 

service

  (의료기관방문력)

○ Hospitalized (입원)  Name of Hospital :                  

                       Admission date (      /      /      ,  mm/  dd  / yyyy)  

○ Outpatient (외래)   Name of clinic :                  

                      Visit date (      /      /   ,  mm/  dd  / yyyy)  

○ Polyclinic (폴리클리닉) Name of clinic :                  

                         Visit date (      /      /   ,  mm/  dd  / yyyy)  

○ Not visit (미방문)

3.4 Isolation

    (격리)

○ Isolated(격리)

   ▶ ○ Dormitory(선수촌내)  ○ Hospital (병원) 

     (Date of isolation :      /      /       ~     /      /     

                        (mm/  dd  / yyyy)    (mm/  dd  / yyyy) 

○ Not isolated(격리 되지 않음)

3.5 Underlying 

disease

(기저질환)

                          

3.6 

regular medication

(복용약물)

                         

3.7 

Antiviral medication

(항바이러스제 복용)

○ Yes( 복용함)     ○ No( 복용하지 않음)

If you choose Yes. 

  start date        /      /           End date      /      /        

           ( mm/  dd  / yyyy)              ( mm/  dd  / yyyy)

3.8 Vaccination

(백신접종력)

○ Yes   ○ No

▶  If yes, 

vaccinated Date :      /      /   ,  mm/  dd  / yyyy)  

type of vaccine: ○  three-component(3가)  ○ four-component(4가)

4. Epidemiologic information (역학정보)
During  7 days prior to onset of symptoms, was the patient:

(증상발생 7일전부터, 환자는)

4.1 A contact of a person with 

confirmed hepatitis A virus 

infection

    (확진환자 접촉력)

○ Yes (있음) ○ No (없음) ○ Unknown (모름) 

If‘Yes’, write the name of confirmed case who contact with patient and date of last 

contact date (예 인경우, 접촉한 확진환자와의 접촉종류와 날짜 기재)

○ Roomate ○ Same team including staff ○ others :               

Last contacted date:      /      /     ( mm/  dd  / yyyy)

4.2 Travel history in Korea

    (여행력)

○ Yes (있음) ○ No (없음) ○ Unknown (모름) 

If you choose Yes, tell us where have you been and when have you been there.

(있음일 경우 여행장소와 여행날짜)

location(장소) :                   date(날짜):      /      /     ( mm/  dd  / yyyy)

4.3 Visiting place

    (방문장소)

from symptom onset, which game did you attend?

stadium:                        date :        /      /        ( mm/  dd  / yyyy)

stadium :                        date :        /      /        ( mm/  dd  / yyyy)

stadium :                        date :        /      /        ( mm/  dd  / yyy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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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Contacts (접촉자)

5.1 contacts 

(접촉자)

N=                (the number of contact) 

Name(이름) type of Contact(접촉종류) 
Influenza symptom

(증상여부)

Influenza diagnosis

(인플루엔자 진단여부) 

□ Roommate □ Same team including staff  

□ Others 
□Yes □ No □Yes □ No □ Unknown

□ Roommate □ Same team including staff 

□ Others 
□Yes □ No □Yes □ No □ Unknown

□ Roommate □ Same team including staff  

□ Others 
□Yes □ No □Yes □ No □ Unknow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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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3 호흡기바이러스감염증

1. 개요

1) 정의 : 아데노바이러스, 라이노바이러스, 호흡기세포융합바이러스 등의 호흡기

바이러스 감염에 의한 급성 호흡기감염증 

2) 위기분석 : 라이노, RSV, 아데노 바이러스 등에 의한 집단 발생 가능성이 

있으며, 마이코플라즈마도 겨울철에 다소 증가하는 양상으로 

모니터링 필요

2. 역학적 특성

병원체 역학적 특성 전파경로 전염기간

아데노

바이러스

∙호흡기, 위장관, 눈, 등 여러 가지 

부위에 감염을 일으킴

∙심한 호흡기 증상의 감염으로 3형,

7형이 유행성으로 잘 발생 

∙늦겨울, 봄, 초여름 발생빈도 증가

∙분변-경구 경로 

∙호흡기 비말

∙결막을 통한 전파 가능

∙증상이 있는 질병기간동안

(단, 감염자중 일부는 3개월이상

또는 1년 이상 간헐적으로 바이러스

배출 가능)

사람 보카

바이러스 

∙연중 산발적 분리되나 겨울과 봄에

더 많이 분리됨 

∙호흡기 비말 

∙호흡기 분비물 접촉

∙분변 구강 경로 

∙미상

파라인플루엔자 

바이러스 

∙후두, 기관, 기관지 등 큰 상부 호흡기

상피세포에서 주로 증식하여 상기도

감염증을 주로 일으킴

∙호흡기 비말

∙호흡기 분비물 접촉 

∙증상이 있는 질병기간동안

(특히, 초기에 잘 전파되며, 바이

러스는 2-3주 후에도 배출 가능)

호흡기세포융합 

바이러스 

∙호흡기감염에 국한되며, 바이러스는

체액 중 호흡분비물에서만 발견됨

∙호발시기는 10월-3월 

∙호흡기 비말

∙호흡기 분비물 접촉 

∙바이러스는 증상이 나타나기 

수일 전부터 배출될 수 있으며, 

증상 발생 후 약1주간 바이러스

배출

리노

바이러스 

∙성인에서 일반 감기의 주요 원인균

∙일차감염소가 비강점막과 비인강

점막의 상피세포층임

∙호흡기 비말 

∙손을 통한 간접 접촉

∙증상 시작 24시간 전부터 증상

호전 후 3주까지 바이러스배출

가능 

사람 메타뉴모 

바이러스 

∙온대기후에서는 늦겨울에서 이른 

봄까지 주로 발생 경향

∙급성호흡기감염증의 약 2% 차지

∙호흡기 비말

∙손을 통한 간접 접촉

∙ 증상이 있는 질병기간동안

(단, 어린이의 경우 3주간 바이러스

배출 가능)

사람코로나

바이러스 

∙겨울철에 가장 많이 발생

∙일반 감기 10-15%의 원인균

∙호흡기 비말

∙환경을 통한 접촉 
∙증상이 있는 질병기간 동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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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임상양상 및 진단기준 

감염증 잠복기 임상증상 진단기준

아데노바이러스

감염증

2-14일

(평균 4-5일)

∙발열, 기침, 콧물, 인후통, 두통 

∙인두염 등 상기도감염, 폐렴 등 하기도감염

급성호흡기감염증에 부합되는 

임상증상을 나타내면서 진단을

위한 검사기준*에 따라 감염병

병원체 감염이 확인된 사람 

*검체(인후도찰물, 비인두

도찰물, 비강흡인물, 비인두

흡인물, 폐포세척액, 객담 등)

에서 해당 병원체 분리 동정

또는 특이 유전자 검출 

사람 보카바이러스 

감염증
1-4일 

∙발열, 기침, 콧물, 가래, 인후통 

∙인두염 등 상기도감염, 폐렴 등 하기도감염

파라인플루엔자

바이러스 감염증
2～7일

∙발열, 콧물, 기침

∙상기도감염, 기관지염이나 폐렴 등 하기도

감염

* 소아에서 흔하고, 연령에 따라 임상증상의

차이가 있음

호흡기세포융합

바이러스 감염증

2-8일 

(평균 5일)

∙콧물, 기침, 재채기, 발열, 천명음 

∙인두염 등 상기도감염, 폐렴 등 하부호흡기

감염

* 1세미만 영아에서 모세기관지염

리노바이러스 

감염증
1-4일

∙인후통, 콧물, 기침, 재채기, 두통

∙비염이나 인두염 등 상기도감염, 드물게 

하기도감염 

사람 메타뉴모

바이러스 감염증
4-6일

∙기침, 발열, 비충혈

∙상기도감염, 모세기관지염이나 폐렴 등 

하기도감염

사람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
2-4일

∙콧물, 기침, 인후통, 발열

∙상기도감염, 폐렴 등 하기도감염

* 심폐기계질환자, 면역억제자, 고령자에서

하기도감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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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발생현황

병원체 국외현황 국내현황

아데노바이러스

감염증

∙늦겨울, 봄, 초여름에 발생 빈도가 높지만 

연중 발생 

∙급성 호흡기 질환의 약 5~10% 차지

∙늦겨울에서 초여름사이 발생 빈도가 약간 

높으나 연중 발생

∙2016년 신고수 12,732, 기관당 신고수 

124.8

사람 보카바이러스 

감염증

∙계절적 호발성은 보고된 바 없음 

∙미국의 경우, 성인 입원환자이 1.5%, 소아 

입원환자의 2.3%에서 검출

∙2005년 호흡기감염 환아에서 첫 발견

∙급성호흡기감염증의 약 1.5~19% 차지

∙하기도감염 소아에서 4.3~14% 검출, 중복 

감염률은 61.7%까지 보고됨 

∙2016년 신고수 4,605, 기관당 신고수 45.1

파라인플루엔자

바이러스 감염증

∙유형별로 발생 현황이 다양하며, 미국의 

경우 2형, 3형은 매년 발생

∙호발 연령은 소아이나, 모든 연령에서 발병

가능

∙입원치료 소아의 바이러스 감염 중에서 

3~7%차지

∙2016년 신고수 7,035, 기관당 신고수 69.0

호흡기세포융합

바이러스 감염증

∙온대지방은 매년 겨울에서 봄에 호발

∙저소득 국가엥서는 6개월 미만에서 치명률이

높음

∙매년 10월~3월에 발생 증가

∙주로 소아에서 발생

∙2016년 신고수 13,606, 기관당 신고수 133.4

리노바이러스 

감염증

∙일반 감기의 30~50%의 원인균

∙2세까지 거의 대부분의 어린이가 경험

∙천식병력이 있는 경우 감수성이 큼

∙온대 기후의 9월~11월 발생 일반 감기의 

80%의 원인균

∙2016년 신고수 18,993, 기관당 신고수 186.2

사람 메타뉴모

바이러스 감염증

∙소아에서는 호흡기융합바이러스와 인플루엔자

다음으로 흔한 하기도감염 원인균

∙재감염 가능

∙온대 기후에서는 늦겨울에서 이른 봄까지 

주로 발생 

∙2016년 신고수 4,338, 기관당 신고수 42.5

사람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

∙일반감기 10~15%의 원인균

∙겨울철에 가장 많이 발생
∙2016년 신고수 5,083, 기관당 신고수 49.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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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감시

급성호흡기감염증 표본감시체계

- 표본감시기관 : 200병상 이상 병원급이상 의료기관(189개)

- 신고범위 : 환자

- 신고대상

<신고대상 급성 호흡기 감염병 종류>

구분 종류

바이러스

(8)

아데노바이러스 감염증, 사람 보카바이러스 감염증, 파라인플루엔자바이러스 감염증, 호

흡기세포융합바이러스 감염증, 리노바이러스 감염증

사람 메타뉴모바이러스 감염증, 사람 코로나바이러스, 인플루엔자 바이러스*

세균

(2)
마이코플라스마균 감염증, 클라미디어균 감염증

6. 치료

1) 대증 치료

‣ 해열제, 수액 보충 등 대증 치료 

2) 특이적인 백신이나 항바이러스제 없음 

7. 관리

1) 환자관리

‣ 표준예방지침 준수

‣ 병원체 및 환자의 특성에 따라 비말주의, 접촉주의 필요 

* 아데노바이러스 감염증, 사람메타뉴모바이러스 감염증, 사람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은 

접촉 주의 필요 

‣ 감염증 증상이 있는 기간 동안 다른 사람과의 접촉을 제한하고 휴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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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접촉자 관리

‣ 증상 여부 관찰 

8. 예방

올바른 손씻기

- 흐르는 물에 비누로 30초 이상 손씻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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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후 등 실시

기침 예절 준수

- 기침할 때는 휴지나 옷소매 위쪽으로 입과 코를 가리고 하기

- 기침 후 올바른 손씻기 실천

- 환자는 마스크 착용 등 

씻지 않은 손으로 눈, 코, 입을 만지지 않기

감기증상이 있는 사람과 접촉을 피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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붙임 역학조사서(영어)

Province County Date of investigation Personal number

Acute Respiratory Infection Case Report Form
Investigator
(조사자) 

Institution(소속기관) : Date of investigation(조사일) : 
    /   /  ( mm/  dd  / yyyy)Name(이름) : Telephone No.(연락처) :

Date reported to CDC 
(신고일)

     /      /        
( mm/  dd  / yyyy)

Reporting clinic
(신고기관)

Clinician
(담당의사)

Type of Reporting Site
(신고처 유형)

○ 폴리클리닉 (○ 평창  ○ 강릉)
○ 선수의무실 (○ 평창  ○ 정선  ○ 강릉)    ○ 관중의무실 (○ 평창  ○ 정선  ○ 강릉)
○ 지정/협력의료기관 (○ 원주기독병원  ○ 강릉아산병원)        ○ 강원지역 의료기관 
○ 기타 (                                                 )

1. Personal information(인적 정보)
1.1 Name
(이름)

1.2 Date of birth
(생년월일)

     /      /        
( mm/  dd  / yyyy)

1.3 Mobile
(연락처)

1.4 Sex
(성별)

○ Male (남) 
○ Female (여)

1.5 Age
(나이)

1.6 Nationality
(국적)

1.7 Address in Korea
(거주지주소)

1.8 Occupation
(직업)

○ ① Athlete(선수) sport entries(종목)                       
○ ② Coach·Staff(코치, 스텝) 
○ ③ Health care workers(Doctor, Nurse etc.)(의료인)
○ ④ Spectator(관중)   
○ ⑤ Worker with Poultry(가금류 관련 업무 종사자)
○ ⑥ Others(기타)               

1.9 Travel history abroad(해외여행력) ○ Yes (있음) ○ No (없음) ○ Unknown (모름) 

1.10 Arrival(입국일)
       /      /          ∼      /      /        
( mm/  dd  / yyyy)         ( mm/  dd  / yyyy)

1.11 Place of last stay
(within 14 days before arrival)
(입국 전 14일 이내 체류지역)

Country            City          Period     /      /          ∼      /      /    
(국가명)           (도시명)       (기간)   (mm/dd/yyyy)          (mm/dd/yyyy)

2. Test and Diagnosis (검사 및 진단)

2.1 Date of diagnosis (진단일)      /      /        ( mm/  dd  / yyyy)

2.2 Diagnosis
(진단)

• Influenza  ○ Yes-Confirmed (환자)     ○ Yes-Probable (의심환자)   ○ No(아님)
if “Yes” : ○ A(H3N2)     ○ A(H1N1pdm09)   ○ A(unspecified)     ○ B      ○ Unknown

• Rhinovirus ○ Yes-Confirmed (환자)     ○ Yes-Probable (의심환자)   ○ No(아님)
• Parainfluensa virus ○ Yes-Confirmed (환자)     ○ Yes-Probable (의심환자)   ○ No(아님)
• Human metapneumovirus ○ Yes-Confirmed (환자)     ○ Yes-Probable (의심환자)   ○ No(아님)
• Human coronavirus ○ Yes-Confirmed (환자)     ○ Yes-Probable (의심환자)   ○ No(아님)
  if “Yes” : ○ MERS-CoV    ○ Other(                   )
• Human vocavirus ○ Yes-Confirmed (환자)     ○ Yes-Probable (의심환자)   ○ No(아님)
• Respiratory syncytial virus ○ Yes-Confirmed (환자)     ○ Yes-Probable (의심환자)   ○ No(아님)
• Adenovirus ○ Yes-Confirmed (환자)     ○ Yes-Probable (의심환자)   ○ No(아님)
• Mycoplasma pneumoniae ○ Yes-Confirmed (환자)     ○ Yes-Probable (의심환자)   ○ No(아님)
• Clamydophila pneumoniae ○ Yes-Confirmed (환자)     ○ Yes-Probable (의심환자)   ○ No(아님)

2.3 Pathogen 
testing
(검사)

Sample collection date
(검체채취일)
(mm/dd/yyyy)

Sample type
(검체종류)

Method
(검사방법)

Result
(검사결과)

Pathogen tested
(병원체)

     /      /      □ Nasal/NP swab
□ PCR □ Culture
□ Other(         )

□ Positive □ Negative
□ Unknown(         )

Specify: 
                

     /      /      □ Throat swab
□ PCR □ Culture
□ Other(         )

□ Positive □ Negative
□ Unknown(         )

Specify: 
                

     /      /      □ Sputum
□ PCR □ Culture
□ Other(         )

□ Positive □ Negative
□ Unknown(         )

Specify: 
                

     /      /      □ Other(          )
□ PCR □ Culture
□ Other(         )

□ Positive □ Negative
□ Unknown(         )

Specif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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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Clinical information(임상 정보)

3.1. Date of onset of symptoms

      (증상발생일)

     /      /        

( mm/  dd  / yyyy)

3.2 Sign and Symptoms

(증상)

Fever

(발열)

□ Yes □ No □ Unknown

Hightest Temp :          
Chill(오한) □ Yes □ No □ Unknown

Cough

(기침)
□ Yes □ No □ Unknown

General ache 

/myalgia(근육통)
□ Yes □ No □ Unknown

Sore throat

(인후통)
□ Yes □ No □ Unknown

headache

(두통)
□ Yes □ No □ Unknown

Rhinorrhea

(콧물)
□ Yes □ No □ Unknown

Nasal congestion

(코막힘)
□ Yes □ No □ Unknown

sputum

(가래)
□ Yes □ No □ Unknown

Fatigue

(피로감)
□ Yes □ No □ Unknown

Shortness of 

breath(숨가쁨)
□ Yes □ No □ Unknown

Dyspnea

(호흡곤란)
□ Yes □ No □ Unknown

Others

(기타)
                      

3.5 Underlying disease

(기저질환)
                          

3.6 regular medication

(복용약물)
                         

3.7 Medication while 

hospitalised or at discharge

(약물처방)

Antiviral(항바이러스제) ○ Yes (          , date:     /   /    (mm/dd/yyyy))  ○ No  ○ Unknown

Antibiotics(항생제) ○ Yes (           , date:     /   /    (mm/dd/yyyy))  ○ No  ○ Unknown

Other(기타약물) ○ Yes (           , date:     /   /    (mm/dd/yyyy))  ○ No  ○ Unknown

If “Yes”. 

  Initial date     /    /     (mm/dd/yyyy)  Last date      /      /       (mm/dd/yyyy) 

3.8 Progress and Outcome

(치료경과)

○ Continuation of treatment(치료 중) (○ improving(호전)  ○ aggravating(악화)  ○ stationary(유지) )

○ Discharge (퇴원) (○ recovery(회복)  ○ Transfer(전원)  ○ Deceased(사망))

○ Other(기타) (                                                                 )

3.8 

Infuenza vaccination in 

2017~2018 season

(백신접종력)

○ Yes(접종함)   ○ No(접종 안함)  ○ Unknown

▶  If “Yes”, 

vaccinated Date :      /      /   ,  mm/  dd  / yyyy)  

type of vaccine: ○  three-component(3가)  ○ four-component(4가)

4. Epidemiologic information (역학 정보)

4.1 A contact of person with 

respiratory symptom  for previous 

2 weeks

    (호흡기 증상자 접촉력)

○ Yes (있음) ○ No (없음) ○ Unknown (모름) 

If “Yes”, contact type and date (“예”인 경우, 접촉종류와 날짜 기재)

○ Roomate ○ Same team including staff ○ others :               

Last contact date:      /      /     ( mm/  dd  / yyyy)

3.3 Medical history for previous 2 

weeks

  (의료기관방문력)

○ Hospitalized (입원)  Name of Hospital :                  

Admission date (      /      /      ,  mm/  dd  / yyyy)  

○ Outpatient (외래)   Name of clinic :                  

Visit date (      /      /   ,  mm/  dd  / yyyy)  

○ Polyclinic (폴리클리닉) Name of clinic :                  

Visit date (      /      /   ,  mm/  dd  / yyyy)  

○ Not visit (미방문)

4.2 Travel history in Korea for 

previous 2 weeks

    (여행력)

○ Yes (있음) ○ No (없음) ○ Unknown (모름) 

If “Yes”, location and date (“예” 일 경우 여행장소와 여행날짜)

location(장소) :                   date(날짜):      /      /     ( mm/  dd  / yyyy)

4.Game attendes after symptom 

onset

   (증상발생 이후 경기참석 여부 )

○ Yes (있음) ○ No (없음) ○ Unknown (모름) 

If “Yes”, which game did you attend?

stadium:                        date :        /      /        ( mm/  dd  / yyyy)

stadium :                        date :        /      /        ( mm/  dd  / yyyy)

stadium :                        date :        /      /        ( mm/  dd  / yyy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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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Contacts (접촉자)

5.1 Contacts 

(접촉자)

*접촉자 관리는 

별도의 접촉자 

명단 작성 

N=                (the number of contact) 

Name(이름) Type of Contact (접촉종류) Symptom (증상여부)
Diagnosis of ARI

(급성호흡기감염증 진단여부) 

□ Roommate  

□ Same team including staff   

□ Others (                    )

□Yes □ No □ Unknown □Yes □ No □ Unknown

□ Roommate  

□ Same team including staff   

□ Others (                    )

□Yes □ No □ Unknown □Yes □ No □ Unknown

□ Roommate  

□ Same team including staff   

□ Others (                    )

□Yes □ No □ Unknown □Yes □ No □ Unknown

□ Roommate  

□ Same team including staff   

□ Others (                    )

□Yes □ No □ Unknown □Yes □ No □ Unknown

□ Roommate  

□ Same team including staff   

□ Others (                    )

□Yes □ No □ Unknown □Yes □ No □ Unknown



132

8-4 세균성 수인성‧식품매개감염병

1. 개요

1) 정의 : 병원성대장균, 클로스트리듐퍼프리젠스 등 세균에 의한 급성위장관염 

2) 위기분석 : 바이러스성 병원체보다 가능성은 낮으나, 올림픽 특성상 단기간의

집단 노출에 의한 발생 가능성 있음

    

2. 역학적 특성

1) 병원체 

구분 질환명

세균

(16)

1군

감염병

(5)

콜레라

장티푸스

파라티푸스

세균성이질

장출혈성대장균 감염증

Cholera

Typhoid fever

Paratyphoid fever

Shigellosis

Enterohemorrhagic E. coli(EHEC) gastoenteritis

장관

감염증

(11)

살모넬라균 감염증

장염비브리오균 감염증

장독소성대장균 감염증

장침습성대장균 감염증

장병원성대장균 감염증

캄필로박터균 감염증

클로스트리듐 퍼프린젠스 감염증

황색포도알균 감염증

바실루스 세레우스균 감염증

예르시니아 엔테로콜리티카 감염증

리스테리아 모노사이토제네스 감염증

Salmonellosis

Vibrio parahaemolyticus gastroenteritis

Enterotoxigenic E. coli(ETEC) gastroenteritis
Enteroinvasive E. coli(EIEC) gastroenteritis

Enteropathogenic E. coli(EPEC) gastroenteritis
Campylobacterosis

Clostridium perfringens gastroenteritis

Staphylococcus aureus gastroenteritis

Bacillus cereus gastroenteritis

Yersiniosis

Listeriosis

2) 병원소 : 사람, 동물, 개달물

3) 전파경로

‣ 분변-경구감염

‣ 직접적인 사람간 접촉 및 환경접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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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염된 음식섭취

- 주로 익히지 않은 굴 등 해산물

- 오염된 물로 세척된 과일 및 야채

- 불충분하게 조리된 고기가 함유된 인스턴트 음식 등

‣ 염소 소독되지 않은 물 섭취

3. 임상양상 및 진단기준

병원체 잠복기 임상증상 진단 기준

콜레라

Vibrio Cholerae O1,

O139

수시간∼5일

(보통2∼3일)

수양성 설사, 

종종 구토 동반

1. 2명 이상 환자 검체(대변, 토사물)에서 독성을 

생산하는 병원체 분리 또는

2. 역학적으로 의심되는 음식에서 독소를 생산하는

병원체 분리

장티푸스

Salmonella Typhi

3∼60일

(8∼14일)

발열, 식욕억제, 두통, 

근육통, 때때로 설사 

또는 변비

1. 2명 이상 환자 검체에서 병원체 분리 또는

2. 역학적으로 의심되는 음식에서 병원체 분리

파라티푸스

Salmonella Paratyphi 

A, B, C

1∼10일

지속적인 고열, 두통, 

비장종대, 발진, 설사

(장티푸스와 유사)

1. 2명 이상 환자 검체에서 병원체 분리 또는

2. 역학적으로 의심되는 음식에서 병원체 분리

세균성이질

Shigella A, B, C, D

12시간∼7일

(평균1∼4일)

설사(종종 혈변),  

종종 발열과 복통 동반

1. 2명 이상 환자 검체에서 동일한 혈청형의 병원체

분리 또는

2. 역학적으로 의심되는 음식에서 병원체 분리

장출혈성대장균 

감염증(EHEC)

2∼10일

(3∼4일)

설사(종종 혈변), 

복통(종종 심함),

발열은 없거나 미열

1. 2명 이상 검체에서 E. coli O157:H7 또는 기타 

혈청형의 시가 독소 생성하는 대장균 분리 또는

2. 역학적으로 관련된 식품에서 E. coli O157:H7 

또는 기타 혈청형의 시가 독소를 생성하는 

대장균 분리

살모넬라균 감염증

non-typhoid 

Salmonella spp.

6 시간∼

72시간

(12∼36시간)

설사, 종종 발열과 

복통 동반

1. 2명 이상 환자 검체에서 동일 혈청형의 병원체 

분리 또는

2. 역학적으로 의심되는 음식에서 병원체 분리

장염비브리오균 

감염증

Vibrio

parahaemolyticus

4∼96시간

(12∼24시간)
설사

1. 2명 이상 환자 검체에서 병원체 분리 또는

2. 역학적으로 의심되는 음식에서 105/g이상 병원체

분리

장침습성대장균 

감염증(EIEC)
1일∼3일

설사(혈변 가능),  

발열, 복통

2명 이상 환자 검체에서 동일한 혈청형의 EIEC 

분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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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원체 잠복기 임상증상 진단 기준

장독소성대장균 

감염증(ETEC)
1일∼3일

설사, 복통, 오심,

구토･발열은 거의 없음

2명 이상 환자 검체에서 장독소(ST 또는 LT)를 

생성하는 동일한 혈청형의 병원체 분리

장병원성대장균 

감염증(EPEC)
1일∼6일 설사, 발열, 복통

2명 이상 환자 검체에서 동일한 혈청형의 EPEC 

분리

캄필로박터균 

감염증

Campylobacter spp.

1일∼10일

(2∼5일)

설사(자주 혈변)

복통, 발열

1. 2명 이상 환자에서 병원체 분리 또는

2. 역학적으로 의심되는 음식에서 병원체 분리

클로스트리듐

퍼프린젠스 감염증

Clostridium

perfringens

6∼24시간

(10∼12시간)

설사, 복통, 

구토와 발열은 드묾

1. 2명 이상 환자 대변 검체에서 장독소 유전자를 

가지고 있는 병원체 확인 또는

2. 역학적으로 의심되는 음식에서 105/g이상 병원체

분리

황색포도알균 감염증

Staphylococcus

aureus

30분∼8시간

(2∼4시간)
구토, 설사

1. 2명 이상 환자 검체(대변, 토사물)에서 동일한 

혈청형의 병원체 분리 또는

2. 역학적으로 의심되는 음식에서 장독소 발견 또는

3. 역학적으로 의심되는 음식에서 105/g이상 병원체

분리

바실루스 세레우스균 

감염증

Bacillus cereus
1. 2명 이상 환자 대변검체에서 병원균이 분리되면서

대조군에서는 분리되지 않아야 함 또는

2. 역학적으로 의심되는 음식에서 105/g이상 병원체

분리

    - 구토형 1∼5시간
구토, 일부 설사,  

발열은 드묾

    - 설사형 8∼16시간
설사, 복통, 일부 구토, 

발열은 드묾

예르시니아 

엔테로콜리티카 

감염증

Yersinia

enterocolitica

3∼7일
설사, 복통

(종종 심각)

1. 2명 이상 환자 검체에서 병원체 분리 또는

2. 역학적으로 의심되는 음식에서 병원체 분리

리스테리아

모노사이토제네스 

감염증

Listeria

monocytogenes

불명 설사, 발열, 복통

역학적으로 의심되는 음식 또는 동일 혈청형의 

병원체가 검출된 음식에 노출된 2명 이상 환자 

검체에서 동일한 혈청형의 병원체 분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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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발생현황

1) 국내

① 전수감시

② 표본감시

           연도

감염병
2011 2012 2013 2014 2015 2016

동기간 대비

(12.6 기준)

2016 2017* 증감(%)

콜레라 3 0 3 0 0 4 4 5 25.0 

장티푸스 148 129 156 251 121 121 110 125 13.6

파라티푸스 56 58 54 37 44 56 53 78 47.2

세균성이질 171 90 294 110 88 113 99 103 4.0

장출혈성대장균감염증 71 58 61 111 71 104 103 133 29.1

종 류 2016 2017*

세균

(11종)

살모넬라감염증 1,152 1,466

장염비브리오균 감염증 136 73

장독소성대장균(ETEC)감염증 17 19

장침습성대장균(EIEC)감염증 15 3

장병원성대장균(EPEC)감염증 108 65

캄필로박터균 감염증 1,018 1,021

클로스트리듐 퍼프린젠스 감염증 1,090 1,271

황색포도알균 감염증 308 205

바실루스 세레우스균 감염증 69 6

예르시니아 엔테로콜리타카 감염증 31 34

리스테리아 모노사이토제네스 감염증 44 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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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국외 

구분 질환명 국외현황

세균

(16)

1군

감염병

(5)

콜레라

- 주로 아프리카, 동남아시아 등에서 발생하며, 2015년 

전 세계 42개국에서 사망 1,304명을 포함하여 

172,454명이 보고됨

장티푸스
- 전 세계 대부분의 국가에서 발생하나, 남부 중앙아시아, 

동남아시아에서 발생률이 높음

파라티푸스
- S.Paratyphi A가 가장 흔하고 B, C형 순으로 발생하며, 

매년 550만명이 발생하는 것으루 추정됨

세균성이질

- 아프리카, 남아시아, 중앙아메리카에서 주로 발생하며, 

연8천만∼1억6천5백만명이 발생하고 이중 60만명이 

사망하는 것으로 추정

장출혈성대장균 감염증
- 1982년에 발견된 후 북아메리카, 유럽, 일본에서 유행

발생

장관

감염증

(11)

살모넬라균 감염증
- 전 세계적으로 발생하며, 감시체계가 잘 발달한 북미와

유럽에서 널리 보고됨

장염비브리오균 감염증

- 전세계적으로 발생하며, 특히 일본, 동남아시아, 미국에서

종종 보고됨

- 대규모의 식품매개 유행사례는 날생선 또는 덜 조리된

해산물(굴, 어패류) 섭취로 발생

장독소성대장균 감염증

장침습성대장균 감염증

장병원성대장균 감염증

- 주로 개발도상국에서 발생하며, 선진국에서는 주로 

개발도상국방문으로 인한 여행자 설사나 집단발생설사

질환의 원인균으로 발생, 어른보다는 소아에서의 심한

설사질환의 원인이 됨

캄필로박터균 감염증

- 전 세계적으로 주요 설사의 원인균 중 하나이며 여행자

설사 주요 원인균 중 하나임 전연령층ㅇ서 발생할 수 

있으나, 산업화된 국가에서는 남성과 5세 이하의 

어린이가 가장 발병률이 높음

- 비살균 식품과 덜 익힌 가금류, 비염소화된 물에서 

가장 많이 검출되고 여름에 주로 발생하며 닭에서 

많이 검출됨

클로스트리듐 퍼프린젠스 감염증
- 전세계적으로 발생하는 식중독의 주 원인균 중 하나로

미국에서는 백만 사례가 연관있는 것으로 추정

황색포도알균 감염증
- 전세계적으로 발생하는 식중독의 주 원인균 중 하나로

미국에서는 매년 600∼800만건 발생하는 것으로 추정

바실루스 세레우스균 감염증 - 전세계적으로 발생하는 식중독의 주 원인균 중 하나

예르시니아 엔테로콜리티카 감염증

- 온대기후지역(유럽, 북아메리카, 남아메리카의 온대기후

지역)에서는 추운 계절에 검출률이 높음

- 2/3은 영아와 어린이에게 주로 감염증이 일어남

리스테리아 모노사이토제네스 감염증

- 전세계적으로 드물게 발생하며, 주로 살균되지 않은 

우유와 유제품, 치즈와 인스턴트 고기 등을 섭취하여 

감염됨

- 감염은 산발적으로 일어나며 임신기간 중 사산의 위험

때문에 중요하게 관리되어야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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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감시

1) 평시 : 국내외 질병 모니터링(집단환자발생), 법정감염병(전수 및 표본감시)

2) 올림픽 기간 

- 올림픽 현장 감염병의심증상자 모니터링

- 전국 보건기관 집단발생 일일감시체계(비상방역체계)

- 법정감염병 발생 신고(전수 및 표본감시)

- 응급실증후군 중 급성설사증후군 감시

- 실시간 의약안전정보(DUR)연계 감시

6. 치료

환자상태와 의사판단에 따라 대증 및 항생제 치료

7. 관리

1) 환자관리 : 증상이 있는 환자는 증상소실 및 항생제 치료 때까지 격리 등 

대중과의 접촉제한 필요*

감염병 잠복기 전염기간 격리기간
업무일시제한

(법적기준보유)

콜레라
수시간∼5일

(보통 2∼3일)

∙균 배출기간이 회복 후 약 2∼3일 정도

∙무증상 환자의 대변 오염에 의한 

감염가능 기간은 7∼14일 정도이며 

드문 경우에 수개월간 간헐적으로 

균을 배출

∙설사 증상 소실되고, (항생제 

치료 시에는 완료) 48시간 후 

24시간 간격 대변배양검사를 

실시하여 2회 연속 음성 확인 시

까지

감염병예방법에 

따른 일시적 제한

or

식품위생법에 따른 

집단급식소, 

식품접객업  

업무제한

장티푸스
3일∼60일

(평균 8∼14일)

∙수일에서 수주까지 대･소변으로 균이

배출될 수 있으나, 보통 증상회복 후

1주일까지도 배출

∙치료하지 않는 경우 약 10%의 환자는

발병 후 3개월까지 균을 배출하며, 

2∼5%는 만성 보균자가 됨 

∙설사 증상 소실되고, 항생제 치료

완료 48시간 후 24시간 간격 

대변배양검사를 실시하여 3회

연속 음성 확인 시 까지 격리

파라티푸스 1일∼10일

∙수일에서 수주까지 대･소변으로 균이

배출될 수 있으나, 보통 증상회복 후

1주일까지도 배출

∙치료하지 않는 경우 약 10%의 환자는

발병 후 3개월까지 균을 배출하며, 

2∼5%는 만성 보균자가 됨 

∙설사 증상 소실되고, 항생제 

치료 완료 48시간 후 24시간 

간격 대변배양검사를 실시하여 

3회 연속 음성 확인 시 까지 격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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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접촉자 관리

감염병 접촉자 관리

콜레라

▫ 발병여부 관찰

  - 환자와 음식, 식수를 같이 섭취한 접촉자는 마지막 폭로 가능 시점 부터 5일간 발병

여부 감시

장티푸스

▫ 발병여부 관찰

   - 마지막 노출 가능시점부터 60일까지 발병여부를 감시 

▫ 접촉자 중 고위험군(식품업종사자, 수용시설 종사자 등)은 24시간 간격으로 대변배양검사

2회 검사 음성 결과 나올 때까지 음식취급, 보육, 환자 간호 등 금지

파라티푸스

▫ 발병여부 관찰

  - 마지막 노출 가능시점부터 60일까지 발병여부를 감시 

▫ 접촉자 중 고위험군(식품업종사자, 보육･요양시설 종사자 등)은 24시간 간격으로 대변

배양검사 2회 검사 음성 결과 나올 때까지 음식취급, 보육, 환자 간호 등 금지

세균성이질

▫ 발병여부 관찰

   - 마지막 노출 가능시점부터 7일까지 발병여부를 감시 

▫ 접촉자 중 고위험군(식품업종사자, 수용시설 종사자 등)는 24시간 간격으로 대변배양검사

2회 검사 음성 결과 나올 때까지 음식취급, 보육, 환자 간호 등 금지 

▫ 접촉자 중 유증상자인 경우 환자 관리와 동일하게 관리

장출혈성

대장균

감염증

▫ 발병여부 관찰

  - 환자와 음식, 식수를 같이 섭취한 접촉자는 마지막 폭로가능 시점부터 10일간 발병 

여부를 감시 

▫ 접촉자 중 고위험군(식품업종사자, 수용시설 종사자 등)은 대변배양 검사결과가 나올 때까지는

음식취급, 보육, 환자간호 등 금지

그 밖의 

감염병

▫ 발병여부 관찰

  - 환자와 음식, 식수를 같이 섭취한 접촉자는 마지막 폭로가능 시점부터 최대잠복기까지

발병 여부를 감시 

▫ 접촉자 중 고위험군(식품업종사자, 수용시설 종사자 등)은 대변배양 검사결과가 나올 때까지는

음식취급, 보육, 환자간호 등 금지

감염병 잠복기 전염기간 격리기간
업무일시제한

(법적기준보유)

세균성이질
12시간∼7일 

(보통 1∼4일)

∙이환기간 및 증상 소실 후 대변에서

균이 검출되지 않을 때 까지 전파 

가능하며, 보통 발병 후 며칠 ∼ 4주

이내 전염력이 소실 

∙드물지만 보균상태가 수개월 이상 

지속 가능

∙설사 증상 소실되고, 항생제 

치료 완료 48시간 후 24시간 

간격 대변배양검사를 실시하여 

2회 연속 음성 확인 시 까지 

격리

장출혈성

대장균

감염증

2일∼10일

(평균 3∼4일)

∙이환기간 및 증상 소실 후 대변에서

균이 검출되지 않을 때 까지 전파 

가능하며, 보통 성인에서 1주일 이하, 

어린이의 1/3은 3주가량 균 배출 

∙드물지만 보균상태가 수개월 이상 

지속 가능

∙설사 증상 소실되고 24시간 후, 

항생제 치료 완료 48시간 후 

24시간 간격 대변배양검사를 

실시하여 2회 연속 음성 확인 시

까지 격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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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환경 관리 

‣ 환자의 간호에 필요한 물품(배변 후 처리를 위한 물휴지 등)은 환자와 가까이 

배치하여 물품으로 인한 전파 기회 최소화

‣ 모든 환경 표면은 청결한 수준의 청소를 유지하는 것이 중요

‣ 청소 과정에서 모아진 환자의 분변이나 구토물은 다른 환경 표면이나 사람들을 

오염시키지 않도록 즉시 폐기함

‣ 효과적인 소독제로는 염소계(500ppm)소독제 등을 사용하여 소독

‣ 환자주변을 정리하기 위한 걸레와 다른 곳을 청소한 걸레는 구별되어야 하며, 

하나의 걸레로 모든 표면을 닦지 않음

8. 예방

일반적 예방

- 흐르는 물에 비누로 30초 이상 손씻기

- 음식은 충분히 익혀먹기

- 물은 끓여 마시기

- 채소, 과일은 깨끗한 물에 씻어 껍질 벗겨먹기

- 설사증상이 있는 경우에 조리하지 않기

- 위생적으로 조리하기

붙임 역학조사서

※ 노로바이러스 감염증 편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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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5 결핵

1. 개요

1) 정의 : 결핵균(Mycobacterium tuberculosis complex)의 감염에 의해 생기는

호흡기 질환

2) 위기분석

‣ 전체 발생은 매년 감소하고 있으나 매주 약 553명의 신규환자가 지속 발생 중으로

뚜렷한 계절성없이 지속 발생하고 있는 상황

- 높은 전파력으로 인하여 평창올림픽 관련 관광객 등에서 유행할 가능성이 있음

2. 역학적 특성

1) 병원체 : 결핵균(Mycobacterium tuberculosis)

2) 병원소 : 사람 

3) 전파경로 : 결핵환자의 기침, 재채기 등을 통해 배출된 결핵균이 공기를 

통해 다른 사람의 폐로 들어가게 되면 감염됨 

4) 전염성 : 결핵환자와 가까이 지냈던 사람이 결핵균 감염이나 결핵으로 이환될

가능성이 높으며, 전염성 결핵환자와 접촉한 사람이 모두 결핵으로

발병되는 것은 아님. 

3. 임상양상

1) 잠복기 : 결핵균에 감염된 사람(잠복결핵감염자)의 약 10%에서 활동성 결핵으로

발전하며, 이 중 절반은 감염된 후 1~2년 내에 발생하고, 나머지는

평생에 걸쳐서 발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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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임상증상 

‣ 결핵은 전신 감염증으로 주 감염부위에 따라 임상증상이 매우 다양함

‣ 일반적인 공통 증상 : 발열, 전신 피로감, 식은땀, 체중감소 등 

‣ 폐결핵 : 발열, 기침, 가래, 혈담, 흉통, 심한 경우 호흡곤란 등

‣ 폐외 결핵(흉막, 임파선, 복부, 요도, 피부, 관절, 골, 뇌막염 등) : 일반적인 

증상 외에 침범 장기에 따른 증상을 보임

4. 발생현황

1) 국내 

‣ 2016년 결핵 신환자는 30,892명(인구 10만 명당 60.4명)으로 2015년(32,181명, 

10만 명당 63.2명) 대비 신환자율이 4.3% 감소

2) 국외 

‣ 전세계 인구 중 결핵환자 1,040만명(10만명당 140명) 발생(’16), 이 중 약 10%가

HIV 감염자

- 지역별 분포는 남동아시아지역(45%), 아프리카(25%), 서태평양지역(17%), 동

지중해지역(7%), 유럽(3%), 아메리카지역(3%) 

- 전체 결핵 발생의 64%가 7개 국가(인도, 인도네시아, 중국, 필리핀, 파키스탄, 

나이지리아, 남아프리카)가 차지

5. 감시

신고 의무자

- 의료기관의 장, 의사 및 그 밖의 의료기관 종사자 : 관할 보건소장에게 신고

하여야 함

- 부대장 : 육군, 해군, 공군 또는 국방부 직할 부대에 소속된 군의관은 소속 

부대장에게 보고하여야하고, 소속 부대장은 관할 보건소장에게 신고하여야 함

- 그 밖의 신고자 : 다음의 경우에 의사의 진단 또는 검안을 요구하거나 관할 

보건소장에게 신고하여야 함

    ◾ 일반 가정에서는 세대를 같이하는 세대주, 세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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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학교, 병원, 관공서, 회사, 공연장, 예배장소, 선박･항공기･열차 등 운송수단, 

각종 사무소･사업소, 음식점, 숙박업소 또는 그 밖에 여러 사람이 모이는 

장소의 관리인, 경영자 또는 대표자 

신고･보고시기 : 다음의 경우 지체없이

- 신고 

    ◾ 결핵환자 및 의사환자를 진단 및 치료한 경우

    ◾ 결핵환자 및 의사환자가 사망하였거나 그 사체를 검안한 경우

- 보고 : 신고 1)에 해당하여 신고한 결핵환자 및 의사환자를 치료한 결과

신고대상

- 신고를 위한 진단기준

    ◾ 결핵환자 : 결핵균이 인체 내에 침입하여 임상정 특징이 나타나는 자로서 

결핵균 검사에서 양성으로 확인된 자

    ◾ 결핵의사환자 : 임상적, 방사선학적 또는 조직학적 소견상 결핵에 해당 하지만

결핵균 검사에서 양성으로 확인되지 아니한 자

- 진단을 위한 검사기준

    ◾ 검체(객담, 기관지세척액, 체액, 조직 등)에서 항산균도말 양성

    ◾ 검체(객담, 기관지세척액, 체액, 조직 등)에서 결핵균배양* 양성

* 특히 Mycobacterium bovis는 배양에서 동정이 되어야 확진

    ◾ 검체(객담, 기관지세척액, 체액, 조직 등)에서 결핵균핵산증폭검사 양성

※「감염병의 진단기준」,[시행 2016.05.09.] [질병관리본부고시 제2016-2호, 2016.05.09.]

신고･보고 방법 

- 신고처 : 관할 보건소장

- 신고방법 : 팩스 및 웹(http://is.cdc.go.kr 질병보건통합관리시스템 - 결핵

관리) 등의 방법

- 신고서식 : 결핵환자등 신고･보고서(결핵예방법 시행규칙 별지 제1호 서식)

6. 진단

결핵의 증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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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임상 소견상 결핵이 의심되면 결핵의 과거력, 결핵환자와의 접촉여부에 대해 

물어 보아야 함

결핵 검진 

- 흉부 X선 검사 

- 객담검사(도말 및 배양)

* 흉부 X선 검사에 결핵 의심 소견이 있는 경우 객담검사 시행

* 흉부 X선 검사가 정상이라도 결핵 의심 증상이 있는 경우 객담검사 시행

- 핵산증폭검사

* 주로 도말음성 폐결핵 및 도말 양성 검체에서 비결핵항산균(NTM)과 감별할 때 시행, 흉부

X선 검사에 결핵 의심 소견이 있는 경우 객담검사와 함께 시행 권고

- 약제 감수성 검사

* 결핵환자의 첫 배양균주에 대해 시행

7. 치료

치료약제 및 치료기간

- 결핵 초치료의 표준치료기간은 6개월로, 2HRZE/4HR(E)를 표준처방

- 초기 집중치료기인 2개월 동안은 4개 항결핵약제(이소니아지드, 리팜핀, 에탐부톨,

피라진아미드)를 복용하며, 후기 유지치료기인 4개월 동안은 3개 약제(이소니아지드,

리팜핀, 에탐부톨)을 복용

- 이소니아지드와 리팜핀에 감수성 결핵으로 확인된 경우에는 치료 2개월 후부터

에탐부톨의 중단을 고려함 

- 결핵환자가 치료를 시작하게 되면 보통 2주 이내에 전염력은 급속히 사라지게 됨

다제내성결핵 치료

- 다제내성결핵의 경우 가장 기본적인 항결핵약제인 이소니아지드와 리팜핀에 

동시에 내성이 있는 결핵균에 의해 발생한 것으로서, 최소 20개월 간 치료가 

필요함 

치료부작용관리

- 결핵 치료는 여러 종류의 항결핵제를 장기간 복용하므로 부작용에 대한 관리가 중요

- 결핵 치료 전에 병력 청취를 통해 항결핵제에 의한 부작용 발생 위험을 평가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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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저검사(일반혈액검사, 간기능검사, 신장기능검사, 시력검사 등)를 시행하고 

임신 여부 등을 확인함

- 또한 치료 중에도 경과 관찰과 추구 검사를 통해 부작용 발생을 확인하고 신속히

조치할 수 있도록 함

8. 관리

1) 환자관리

‣ 민간 의료기관에 결핵관리전담간호사를 지원하여 결핵환자 교육, 항결핵제 부작용

상담, 내원 독려 등을 통하여 치료 순응도를 높이고 결핵 치료과정을 모니터링 함 

- 전염성 결핵환자는 지역사회 전파를 차단하기 위해 전염성기간동안(최소 2주) 

복약관리하고 업무종사 일시제한을 실시함 

‣ 치료가 중단되거나 불규칙하게 항결핵제를 복용하는 치료 비순응이 발생하는 경우,

민간의료기관은 환자 주소지 보건소에 비순응환자 관리를 등록하고 결핵환자가

항결핵제를 꾸준히 복용할 수 있도록 관리함 (민간-공공협력 결핵관리사업, PPM) 

‣ 비순응 결핵환자 중에서 연락이 두절되거나 치료를 계속 거부할 경우 및 전염성

다제내성결핵환자는 입원·격리치료를 통하여 치료를 적극 권고함

2) 접촉자 관리

‣ 집단시설 내 전염성 결핵환자 발생 시 역학조사 절차

* 관련근거 : 결핵예방법 제19조(전염성결핵환자 접촉자의 관리), 2017 국가결핵관리지침

(집단시설 결핵역학조사) 

    ◾ 집단시설 환자 발생 보고

- 결핵환자에 대해 사례조사를 통해 환자의 집단시설 소속여부 확인 

- 집단시설 소속의 경우, 집단시설명, 주소 확인

- 관할보건소에서 발생 보고 조치

    ◾ 지표환자 조사

- 지표환자의 결핵검사(객담도말, 배양검사, TB-PCR, CT 등) 및 결과 확인

- 지표환자의 진단 세부과정 및 전염성 유무 확인, 과거력 및 가족력 재확인

     - 환자가 전염성인 경우 등교 및 출근제한 등 격리조치 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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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접촉자 조사

- 객담을 포함한 호흡기 검체 검사결과 양성인 경우 접촉자조사 실시

- 현장조사에 따른 접촉자조사 범위 결정

- 접촉자 대상 결핵 및 잠복결핵감염 검사 시행 

- 잠복결핵감염 치료자 관리

9. 예방

2주 이상 기침이 지속되면 결핵을 의심하고 결핵검사 받기

결핵환자와 접촉 시 증상여부와 상관없이 잠복결핵감염 및 결핵검사 받기

올바른 기침예절 준수

- 기침할 때 옷소매 위쪽으로 입과 코를 가리고 하기

결핵예방접종(BCG) 

- 우리나라에서는 생후 1개월 이내의 모든 신생아에게 BCG를 접종하도록 권고하고

있으며, 예방접종을 통해 소아에서 발생가능성이 높은 중증결핵을 예방할 수 있음 

- BCG는 소아의 심각한 중증 결핵예방을 위해 접종하는 것으로, 예방접종만으로

결핵이 평생 동안 예방되는 것은 아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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붙임� 1 결핵환자등 신고·보고서

■ 결핵예방법 시행규칙 [별지 제1호서식] <개정 2016. 8. 4.>

결핵환자등 신고·보고서
(1쪽/4쪽)

수신자:               보건소장 팩스번호:                     

※ 본 신고·보고서는 결핵환자등을 진단·치료하거나 사망·사체검안 시 이를 신고하고, 치료결과를 보고하는 서식입니다. 
※ 해당란에 √표시 또는 직접 기입하여 주십시오.

■ 신고: [ ]결핵환자등 진단·치료
[ ]결핵환자등 사망·사체검안(사망일:    년   월   일)([ ]결핵 관련 사망, [ ]결핵 외의 원인에 의한 사망)

가. 환자 및 사망자 인적사항

(1) 성명: [                          ] (2) 주민등록번호:

(3) 나이: 만     세 (4) 성별: [ ]남,  [ ]여

(5) 국적(외국인만 해당합니다): [                ] (6) 최근 입국일(외국인만 해당합니다):       년    월    일

(7) 전화번호:    (8) 휴대전화번호: 

(9) 주소:                                                                                       

※ (10), (11), (12)번은 역학조사를 위한 필수정보이므로 반드시 기입합니다.
(10) 직업: [ ]교직원, [ ]보건의료인, [ ]학생, [ ]군인, [ ]이·미용업, [ ]식품접객업, [ ]선원(원양), [ ]항공기 객실승무원, [ ]기타(               )

(11) 시설명(직장,학교 등):      

(12) 시설(직장,학교 등) 주소:

나. 검사, 진단, 치료 정보

[결핵 초회 검사] ※ 해당란에 √표시합니다. ((15), (16)의 날짜와 객담외 검체종류는 직접 기입)
                   ※ 초회 검사는 반드시 실시하고, 신고 당시 미실시나 검사중인 경우 검사결과에 따라 보완신고합니다.

(13) 초회 검사 종류

(14) 검사 상태 및 결과
(15) 검체채취일
(또는 검사일자)

(16) 검체종류
미실시 검사중

검사완료

양성 음성 불명

흉부X선검사 결핵의심 정상         년    월    일

도말검사         년    월    일 [ ]객담,[ ]객담외

배양검사 NTM포함         년    월    일 [ ]객담,[ ]객담외

핵산증폭검사(TB-PCR검사)         년    월    일 [ ]객담,[ ]객담외

Xpert MTB/RIF 검사               월    일 [ ]객담,[ ]객담외

조직검사         년    월    일 [               ]

[진단 및 초치료 약제]

(17) 질병코드: [ ][ ][ ].[ ][ ]
    ※ 세분류(소수점 한 자리)까지는 반드시 입력

(19) 환자구분: [ ]신환자(초치료자)
[ ]재치료자 ([ ]재발자, 

                          [ ]실패 후 재치료자,
[ ]중단 후 재치료자,
[ ]이전 치료결과 불명확)

              [ ]과거 치료여부 불명확

(18) 결핵종류 
    [ ]폐결핵(폐실질 또는 후두, 기관 및 기관지를 침범한 결핵, 좁쌀결핵)
    [ ]폐외결핵 (병변위치:      )
    [ ]폐결핵 + 폐외결핵(병변위치:     )

(20) 해당의료기관에서 치료 실시 여부: [ ]치료시작(또는 예정)일:     년    월     일
[ ]치료안함 ※ 해당 의료기관에서 진단 후 치료하지 않고 다른 기관 전원한 경우 등

(21) 치료약제: [ ]H, [ ]R, [ ]E, [ ]Z, [ ]Rfb, [ ]Km, [ ]Amk, [ ] Cm, [ ]S, [ ]Lfx, [ ]Mfx, [ ]Ofx, [ ]Pto, [ ]Cs, [ ]PAS, [ ]Lzd, [ ]Clr, [ ]기타(     )

[항결핵약제 내성 검사] ※ 항결핵약제 내성 검사 시행 시마다 신고합니다. 

(22) 항결핵약제 내성 검사 결과: [ ]미실시, [ ]검사중, [ ]검사완료 ([ ]내성 없음, [ ]내성 있음)

(23) 항결핵약제 검사 방법: [ ]전통적인 방법, [ ]신속내성검사, [ ]실시간이중중합효소연쇄반응검사(Xpert MTB/RIF 검사 등)

(24) 항결핵약제 내성 약제: [ ]H, [ ]R, [ ]E, [ ]Z, [ ]Rfb, [ ]Km, [ ]Amk, [ ] Cm, [ ]S, [ ]Lfx, [ ]Mfx, [ ]Ofx, 
[ ]Pto, [ ]Cs, [ ]PAS, [ ]Lzd, [ ]Clr, [ ]기타(     )

(25) 항결핵약제 내성 코드: [ ]U88.0(다약제내성 결핵), [ ]U88.1(광범위약제내성 결핵), [ ]리팜핀단독내성 결핵

(26) 검체채취일:      년   월   일 ※ 약제 내성 검사 의뢰용 검체를 환자로부터 채취한 날짜(검사중인 경우에도 입력합니다)

■ 치료 결과 보고

(27) 치료 결과 구분: [ ]완치, [ ]완료, [ ]실패, [ ]중단, [ ]사망, [ ]다른 의료기관으로 전원, [ ]진단변경([ ]NTM, [ ]종양, [ ]기타질병)

(28) 치료결과 판정일:      년    월    일 
※ 다른 의료기관으로 전원인 경우 마지막 진료일

(29) 치료종료일:      년    월    일 

(30) 특기사항:

[신고·보고자]

(31) 신고·보고일:        년     월     일

(32) 요양기관 기호: [              ], 요양기관이름: [              ] 요양기관 연락처: [              ]

(33) 담당의사 성명: [              ], 의사면허번호: [              ], 진료과목: [              ]     (서명 또는 인)

「결핵예방법」 제8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3조에 따라 위와 같이 결핵환자등을 신고·보고합니다.
210㎜×297㎜[백상지 8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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붙임� 2 결핵환자등 사례조사서

■ 결핵예방법 시행규칙 [별지 제2호서식] <신설 2016. 8. 4.>

(1/3쪽)

결핵환자등 사례조사서

※ 해당되는 □ 에 √ 표시를 합니다.

가. 인적사항

(1) 성명 (2) 생년월일      년    월    일
(5)

연락처

자택:

직장:

(3) 성별 □ 남 □ 여 (4) 나이 만           세 휴대전화:

(6) 주소

(7) ~ (9)의 항목은 외국인만 작성합니다. 

(7) 국적 (8) 체류자격

(9) 입국일

(10) 직업

□ 학생 □ 교직원 □ 군인 (□ 직업군인  □ 현역군인  □ 사회복무요원) 

□ 보건의료인 [□ 의사        □ 간호사       □ 간호조무사     □ 방사선사   

□임상병리사   □ 물리치료사   □ 기타(                     )]

□ 이미용업 □ 식품접객업 □ 선원  □ 항공기 객실승무원 □ 기타 (_______) 

(11) 소속기관 명칭

(12) 소속기관 주소

(13) ~ (18)의 항목은 생후 24개월 이하인 영유아에 대해서만 작성합니다. 

(13) 출생병원 명칭

(14) 출생병원 주소

(15) 분만형태              □ 자연분만                 □ 제왕절개

(16) 산후조리원 이용              □ 이용함                   □ 이용안함

(17) 산후조리원 명칭

(18) 산후조리원 주소

나. 접촉자 정보

(19) 주변에 결핵환자 유무

□ 있음            □ 없음            □ 모름

* 아래 항목은 ‘있음’인 경우만 작성합니다.

관계
□ 조부모 □ 배우자 □ 자녀 □ 부 □ 모 □ 형제자매

□ 친구 □ 직장동료 □ 친척 □ 이웃 □ 기타 (            )

현재 치료중인 

사람

□ 조부모 □ 배우자 □ 자녀 □ 부 □ 모 □ 형제자매

□ 친구 □ 직장동료 □ 친척 □ 이웃 □ 기타 (            )

(20) 가족 및 동거인

순서 관계 성명 연령 성별 연락처

1 만    세

2 만    세

3 만    세

4 만    세

5 만    세

다. 주거 및 생활형태

(21) 주거형태 □ 가족과 함께 거주   □ 하숙   □ 1인 가구   □ 기숙사   □ 기타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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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쪽)

라. 검사ㆍ진단 및 치료에 관한 사항

(22) 결핵환자가 느낀 증상

(모두표기)

□ 없음 □ 기침 □ 객담(가래) □ 흉통 □ 호흡곤란

□ 체중감소 □ 야간발한 □ 발열 □ 객혈 □ 기타 (       )

(23) 위의 증상이 처음 나타난 시기             년       월       일 

(24) 키 및 몸무게              cm,             kg

(25) 초회 검사 결과

초회검사

종류

흉부 X선 

검사
도말검사 배양검사 TB-PCR Xpert 검사 조직검사

검사

상태

및 

결과

미실시 　 　 　 　 　

검사중 　 　 　 　 　

검사

완료

□ 결핵의심 □ 양성 □ 양성 　 　

□ 결핵

* 공동

□ 유  □ 무

  □ trace

  □ +  

  □ ++ 

  □ +++ 

  □ ++++

□ + 

□ ++ 

□ +++ 

□ ++++

　 　

□ 정상 □ 음성 □ 음성 　 　

□ 불명 □ 불명 □ 불명 　 　

검 체 종 류 　
□객담

□객담외:[  ]

□객담

□객담외:[  ]

□객담

□객담외:[  ]

□객담

□객담외:[  ]

배 지 종 류 　 　
□ 고체

□ 액체
　 　

검  사  일 년  월  일 년  월  일 년  월  일 년  월  일 년  월  일 년  월  일

결과확인일 년  월  일 년  월  일 년  월  일 년  월  일 년  월  일 년  월  일

(26) 약제 내성검사

결과 □ 미실시    □ 검사중 □ 검사완료 (□내성 없음  □내성 있음)

검사방법 □ 전통적인 방법  □ 신속내성검사 (□ Xpert MTB RIF 검사)

내성

약제

1군 □ H   □ R □ E □ Z □ Rfb □ Rpt

2군 □ Km □ Amk □ CM □ S  

3군 □ Lfx □ Mfx □ Ofx □ Gfx

4군 □ Pto □ Cs □ PAS □ Eto □ Trd □ PAS-Na

5군 □ Lzd □ Clr □ Bdq □ Dlm □ Mpm □ Cfz □ T

□ Amx/Clv □ Ipm/Cln □ High dose H

기타 □ (            )

약제내성 종류

및 코드

□ U84.30(다약제내성 결핵) □ U84.31(광범위약제내성 결핵)

□ 리팜핀단독내성 결핵

검  사  일            년       월       일

결과확인일            년       월       일

(27) 치료결과

□ 완치 □ 완료 □ 실패 □ 중단

□ 사망 (□ 결핵 관련 사망  □ 결핵 외의 원인에 의한 사망)   

□ 다른 의료기관으로 전원 □ 진단변경 (□ NTM □ 종양 □ 기타질병)

(28) 치료중단 사유

□ 연락두절   □ 항결핵제 부작용 □ 질병인식의 부족   □ 귀국 (외국인)

□ 병원 방문곤란 (거리, 직장 등) □ 약복용의 부담감   □ 경제적 이유 

□ 기타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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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3쪽)

마. 과거 병력 및 치료 이력에 관한 사항                            

(29) 과거 결핵발병 여부

□ 없음  □ 있음 □ 모름

* 아래 항목은 ‘있음’인 경우만 작성합니다.

- 최초 진단받은 연도 (        년)

- 과거 결핵치료를 받은 횟수 : □ 1회 □ 2회 이상

- 과거 결핵치료(또는 약제복용) 기간

     □ 1개월 미만  □ 1개월 이상  □ 모름

(30) 과거 잠복결핵감염 여부

□ 없음 □ 있음 □ 모름 

* 아래 항목은 ‘있음’인 경우만 작성합니다.

- 진단받은 연도 (        년)

- 치료결과 (□ 미치료    □ 치료중      □ 치료완료)

위험요인
(31) 기저질환

□ 있음 □ 없음

* 아래 항목은 ‘있음’인 경우만 작성합니다.

□ 규폐증 □ 위ㆍ장절제 등 □ 암 □ 만성신부전

□ HIV □ 알콜중독 □ 스테로이드복용 □ 당뇨

□ 면역억제제복용 □ TNF 길항제 사용자 □ 임신부 □ 기타 (      )

(32) 흡연유무 □ 비흡연  □ 피웠지만 현재 금연 □ 흡연

(33) BCG접종 유무

    (15세 미만 해당)

□ 있음 □ 없음 □ 모름

* 아래 항목은 ‘있음’인 경우만 작성합니다.

□ 피내 □ 경피 □ 모름

(34) 진료를 받게 된 사유

□ 환자내원 (□ 결핵 증상으로 내원  □ 타 질환으로 내원  □ 기타)  

□ 건강검진 (일반, 직장) □ 개인건강검진 □ 학생건강검진 

□ 가족접촉자검진  □ 역학조사 □ 기타 (                           )

바. 특이사항

※ 집단시설에서의 생활 여부 또는 정기적 활동모임 등에 대한 사항을 기술합니다. 

조사일               년       월       일

조사기관 
□ 보건소   (보건소명 :                       )

조사자
성  명:

□ 의료기관 (의료기관명 :                     ) 연락처:

210㎜×297㎜[백상지 8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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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6 A형간염

1. 개요

1) 정의 : A형간염 바이러스(Hepatitis A virus)감염에 의한 급성 간염질환 

2) 위기분석 : ’11년 유행 이후 ’16년에 유행이 관찰되었으며, 최근 국내 발생이

지속되고 있는 양상으로 관광객 등 미접종자 대상으로 유행

가능성이 있음

2. 역학적 특성

1) 병원체 : Hepatitis A virus

‣ Picornaviridae과의 Hepatovirus속으로 분류되는 27 nm의 껍질이 없는 RNA 

바이러스로, 유전자는 7,500 염기쌍으로 구성됨

‣ 7개의 유전형(Ⅰ[A, B], Ⅱ, Ⅲ[A, B], Ⅳ, Ⅴ, Ⅵ, Ⅶ)이 존재하며, 그 중 4개

의 유전형(Ⅰ, Ⅱ, Ⅲ, Ⅶ)이 사람에 감염을 일으킴

‣ 경구로 진입한 바이러스가 장관 상피세포를 통과하는 기전은 알려져 있지 않으

나, 바이러스가 장관을 통과해 혈액으로 진입 후 간세포 안에서 증식하게 되

며, 간세포 안에서 담도계를 통해 장으로 분비, 분변으로 바이러스를 배출함

‣ A형간염 바이러스는 상온과 낮은 pH에서 안정해 환경에서 생존할 수 있어서 

오염된 물이나 음식을 통해 전파 가능 

     - 4℃ 보관 시, 당근에서 4일, 회향에서 7일, 상추에서는 9일 이상 생존 

‣ 사람 손에서 4시간 동안 생존할 수 있으며, 사람 손과 무생물 표면 사이 전파

가 가능

2) 병원소

‣ 사람(Ⅰ, Ⅱ, Ⅲ, Ⅶ 형)

‣ 침팬지, 원숭이류(Ⅳ, Ⅴ, Ⅵ 형)

3) 전파경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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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A형 간염 바이러스에 오염된 식품이나 물에 의해 감염 

‣ 환자의 대변을 통한 경구 감염, 

‣ 주사기를 통한 감염(습관성 약물 중독자), 혈액제제를 통해 감염  

‣ 성접촉을 통한 감염

‣ 환자를 통해 가족 또는 친척에게 전파되거나 인구밀도가 높은 군인, 고아원, 

보육소에서 집단 발생 가능

4) 전염기간

‣ 증상 발현 2주 전부터 황달이 생긴 후 1주일까지이며, 증상 발현 1∼2주 전이 

가장 감염력이 높은 시기 

- 성인에 비해 소아에게는 바이러스 배출기간이 더욱 길어 임상증상 발현 후 1

0주간 지속되기도 하고, 신생아기 감염 시 바이러스 배출이 6개월간 지속될 

수 도 있음

- 증상이 나타나거나, 간수치 이상이 생기면, 배출되는 바이러스 숫자는 감소하

기 시작하고 A형간염 항체가 나타나기 시작함. 

3. 임상양상

1) 잠복기 : 15~50일

2) 임상증상

‣ 임상 증상은 경증에서 중증까지 다양함

‣ 6세 미만 소아에서 대부분 무증상(70%)이고, 약 10%에서 황달이 발생하나, 연령이

높아질수록 70% 이상 황달이 동반되며 증상이 심해짐

‣ 초기에 전신증상(발열, 두통, 권태감, 피로 등) 발현 후 암갈색 소변, 황달 등의

증상 발현

‣ 식욕감퇴, 구역 및 구토, 복부 불쾌감, 설사 등 증상 동반

‣ 수주∼수개월 후 회복되고, 만성 간염은 없으나,  감염 환자의 15%는 A형간염이

1년까지 지속 또는 재발할 수 있음

‣ 치명률은 0.1∼0.3%로 알려져 있으나, 50세 이상에서 1.8%로 높아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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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형간염 바이러스 배출과 항체 검출시기 및 임상양상과의 관계>

3) 합병증

‣ 길랭-바레 증후군, 급성신부전, 담낭염, 췌장염, 혈관염, 관절염 등

‣ 소수에서 재발성 간염, 자가 면역성 간염, 담즙 정체성 간염 등의 비전형적인 

임상증상이 나타날 수 있음

‣ 전격성 간염은 가장 중증의 합병증으로 치명률이 80%에 이름

4. 발생현황

1) 국내

‣ 선진국형으로 변화되어 1995년 이후 10∼30세 사이에 A형 간염 환자가 증가함

‣ A형간염은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개정･시행(2010.12.30)에 따라

기존 지정전염병에서 제1군감염병으로 군 분류가 변경되었고, 감시방법도 표본

감시에서 전수감시로 변경되었음

‣ 20-40대가 전체 환자의 70∼80%를 차지함

‣ 연도별 

- 2011년 5,521명 발생 이후 매년 1,000명 수준으로 발생하였으나, 2016년 4,679명

으로 급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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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도별 A형간염 신고인원>

구분 2006년 2007년 2008년 2009년 2010년 2011년 2012년 2013년 2014년 2015년 2016년

신고수(명) 2,081 2,233 7,895 15,231 7,655 5,521 1,197 867 1,307 1,804 4,679

국내발생 - - - - - 5,499 1,179 849 1,286 1,779 4,653

해외유입 - - - - - 22 18 18 21 25 26

발생률

(10만명당)
- - - - - 10.91 2.35 1.70 2.55 3.52 9.07

* 2010년까지 표본감시체계로 운영

‣ 올림픽 지역 발생현황

- 강원지역은 전국의 2~5% 수준으로 발생

<연도별･지역별 A형간염 신고 인원>

(단위：명)

연도 2011 2012 2013 2014 2015 2016

전국 5,521 1,197 867 1,307 1,804 4,679

강원 222 42 23 39 53 87 

2) 국외

‣ 세계보건기구는 연간 약 140만 명의 환자가 발생하는 것으로 추정함

‣ 미국에서는, 1995년 백신 도입 이후 환자수가 급감하여, 2014년 1,239명 보고됨

5. 감시 : 전수감시

신고범위 : 환자, 의사환자, 병원체보유자

신고시기 : 지체없이 신고

신고를 위한 진단기준

- 환자：A형간염에 부합되는 임상증상을 나타내면서, 진단을 위한 검사기준에 

따라 감염병 병원체 감염이 확인된 사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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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의사환자：임상증상 및 역학적 연관성*을 감안하여 A형간염이 의심되나 진단을

위한 검사기준에  합당한 검사 결과가 없는 사람

* 역학적 연관성 : 환자의 증상발생 전 15∼50일 동안 감염력이 있는** A형간염 환자와 

일상접촉･성접촉 경력이 있는 경우 

** 환자의 증상 발생 2주 전∼증상발생 1주 후

- 병원체보유자 : 임상증상은 없으나 진단을 위한 검사기준에 따라 감염병병원체

감염이 확인된 사람

임상증상

- 발열, 두통, 권태감, 식욕부진, 오심, 구토, 복통, 설사 등의 증상이 있으면서 

황달 또는 간기능 수치(AST 또는 ALT) 상승과 같은 소견을 보임

진단을 위한 검사기준

- 검체(혈액)에서 특이 IgM 항체 검출

- 검체(혈액, 대변, 직장도말물)에서 특이 유전자 검출

6. 진단을 위한 검사기준

검체(혈액)에서 특이 IgM 항체 검출

검체(혈액, 대변, 직장도말물)에서 특이 유전자 검출

* 유행 사례 발생 시 유전자형 분석 

- 역학적 연관성이 의심되는 2건 이상의 사례가 발생할 경우, 환자 검체에 대한

A형간염 바이러스 확인 및 유전자형 분석을 시행하여 발생 원인 규명

7. 치료

A형간염에 특이적인 치료제는 없으며 대증요법으로 치료

- 전격 간염 또는 구토로 인해 탈수된 환자는 입원치료 필요

- 안정 가료

- 고단백 식이요법

- 전격성 간부전으로 진행시 간이식 고려

- 간기능에 영향을 주는 약(아세트아미노펜 등)을 피해야 하므로, 의료진의 진료 필요

   - 금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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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관리

환자 관리

- 증상 발생(황달 발생, 간수치 상승) 후 1주일간 의학적 판단에 따라 격리 

- 설사가 멈추고, 황달 발생 후 7일까지 격리하고, 음식 취급, 보육, 환자 간호, 

학교 출석, 보육시설 출석을 금지

- 무증상 감염인(병원체보유자) 관리 : 황달, 간수치 상승 등 증상이 없어 입원

하지 않은 무증상 감염인의 경우 개인 위생관리를 철저히 하고, 보육교직원, 

요양시설 종사자, 조리종사자, 의료종사자는 1회 대변 검사에서 음성 확인 후 

직장 복귀

접촉자 관리

- 관리 대상 : 일상접촉자, 성접촉자

- 발병 여부 관찰(마지막 노출 가능시점부터 50일까지 발병여부를 감시)

- 노출 후 예방으로 면역글로불린 투여 또는 A형간염 백신접종 시행

9. 예방

일반적 예방

- 흐르는 물에 비누로 30초 이상 손씻기

- 음식은 충분히 익혀먹기

- 물은 끓여 마시기

- 채소, 과일은 깨끗한 물에 씻어 껍질 벗겨먹기

- 설사증상이 있는 경우에 조리하지 않기

- 위생적으로 조리하기

예방접종

- 대상：12∼23개월의 모든 소아, A형간염에 대한 면역력이 없는 고위험군 소아

청소년이나 성인, 환자의 밀접접촉자, 고위험군에 대해 접종

- 방법 : 6∼12개월 간격으로 2회 근육 주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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붙임 역학조사서

Province County Date of investigation
Personal 

number

Viral Hepatitis A Case investigation form
Investigator

(조사자) 

Institution(소속기관):                         Date of investigation(조사일) : 

    /      /     ( mm/  dd  / yyyy)Name(이름): Telephone(연락처) :

Date of report (신고일)
     /      /        

( mm/  dd  / yyyy)

report clinic

신고기관

reporter

신고자

1. General information(일반적 특성)
1.1 Name

(이름)

1.2 Date of birth

(생년월일)

     /      /        

( mm/  dd  / yyyy)

1.3 Mobile

(연락처)

1.4 Sex

(성별)

○ Male (남) 

○ Female (여)

1.5 Age

(나이)

1.6 Nationality

(국적)

1.7 Address in Korea

(거주지주소)

1.8 Job

(직업)

○ ① Athlete(선수) sport entries(종목)                       

○ ② Coach · Staff(코치, 스텝) 

○ ③ Health care workers(Doctor, Nurse etc.)(의료인)

○ ④ Culinary workers(조리종사자)          

○ ⑤ Others(기타)               

1.9 Arrival date

(입국일)

       /      /          from :                      

( mm/  dd  / yyyy)         

2. Diagnosis (진단)

2.1 case classification

    (환자구분)

○ Confirmed (환자)     ○ Suspected case (의사환자)

If you choose ‘suspected case’, write the name of confirmed case who contact with 

patient and date of last contact date (의사환자일 경우, 접촉한 확진환자의 이름과 날짜 기재)

Name :                   Last contacted date:      /      /     ( mm/  dd  / yyyy)

2.2 Diagnosis(진단)

○ Blood HAV IgM (+) 

   (혈액 IgM 특이항체 검출)

○ Stool HAV PCR (+) 

   (대변에서 A형간염 바이러스 검출)

○ Not done yet

○ Others (기타)            

2.3 Date of 

laboratory test

(검체채취일)

     /      /        

( mm/  dd  / yyyy)

3. Clinical information(임상양상)

3.1. Date of onset of symptoms      (증상발생일)      /      /        ( mm/  dd  / yyyy)

3.2 Symptoms(증상)

Fever

(발열)

□ Yes □ No □ Unknown

Highest Temp :          

Vomiting

(구토)
□ Yes □ No □ Unknown

Jaundice

(황달)
□ Yes □ No □ Unknown

Diarrhea

(설사)
□ Yes □ No □ Unknown

Epigastric pain

(복통)
□ Yes □ No □ Unknown

Loss of appetite

(식욕부진)
□ Yes □ No □ Unknown

Nausea

(오심)
□ Yes □ No □ Unknown

clay color stool

(회색변)
□ Yes □ No □ Unknow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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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Epidemiologic information (역학정보)
During the 2 to 8 WEEKS prior to onset of symptoms, was the patient:

(증상발생 2~8주 전, 환자는)

4.1 A contact of a person with 

confirmed hepatitis A virus 

infection

    (확진환자 접촉력)

○ Yes (있음) ○ No (없음) ○ Unknown (모름) 

If you choose ‘Yes’, write the name of confirmed case who contact with patient 

and date of last contact date (예 인경우, 접촉한 확진환자와의 접촉종류와 날짜 기재)

○ Household contact (일상접촉자) ○ Sexual contact (성접촉자) 

Last contacted date:      /      /     ( mm/  dd  / yyyy)

4.2 sexual preference 

    (성적 취향)

○ Heterosexual (이성애자) ○ Homosexual(동성애자) ○ Bisexual (양성애자) 

○ Unknown (모름) 

4.3 Common-source outbreak

    (공동노출원에 의한 집단발생)

○ foodborne or water borne(수인성·식품매개) (suspected source :                  )

○ Unknown(불명)

4.6 Travel history in Korea

    (여행력)

○ Yes (있음) ○ No (없음) ○ Unknown (모름) 

If Yes, tell us where did you travel and when did you go there.

(있음일 경우 여행장소와 여행날짜)

location(장소) :                   date(날짜):      /      /     ( mm/  dd  / yyyy)

4.5 what foods have you eaten 

outside the athelete town?

    (선수촌 밖에서 먹은 음식)

○ Yes (있음) ○ No (없음) ○ Unknown (모름) 

If Yes, what did you eat and when did you eat?

(있음일 경우 먹은 음식과 먹은 날짜 기입)

food :                   date:      /      /     ( mm/  dd  / yyyy)

5. Contacts (접촉자)

5.1 contacts 

(접촉자)

N=                (Total number of contacts) 

Name(이름) type of Contact(접촉종류) 
Symptom of Hepatitis A

(증상여부)

Post expose prophylaxis

(노출후 예방조치)

□ Household □ sexual □ Others □Yes □ No
□Vaccination

□Others:          

□ Household □ sexual □ Others □Yes □ No
□Vaccination

□Others:          

□ Household □ sexual □ Others □Yes □ No
□Vaccination

□Others:          

3.3 visiting medical 

service

    (의료기관방문력)

○ Hospitalized (입원)  Name of Hospital :                  

                       Admission date (      /      /      ,  mm/  dd  / yyyy)  

○ Outpatient (외래)   Name of clinicl :                  

                      Visit date (      /      /   ,  mm/  dd  / yyyy)  

○ Polyclinic (폴리클리닉) Name of clinicl :                  

                         Visit date (      /      /   ,  mm/  dd  / yyyy)  

○ Not visit (미방문)

3.4 Isolation

    (격리)

○ Isolated(격리)

   ▶ ○ Dormitory(선수촌내)  ○ Hospital (병원) 

     (Date of isolation :      /      /       ~     /      /     

                        (mm/  dd  / yyyy)    (mm/  dd  / yyyy) 

○ Not isolated(격리 되지 않음)

3.5 Underlying 

disease

    (기저질환)

                          

3.6 

regular medication

(복용약물)

                         

3.7 laboratory test 

results

    (혈액검사결과)

Anti-HAV IgG □ Positive (양성) □ Negative (음성)  □ Not done(미실시)

AST

ALT

3.8 Vaccination

    (백신접종력)

○ Once (1회) (Date:      /      /   ,  mm/  dd  / yyyy)    

○ Twice (2회) (last vaccinated date:      /      /   ,  mm/  dd  / yyyy) 

○ Not done (미실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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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7 로타바이러스감염증

1. 개요

1) 정의 : 로타바이러스(Rotavirus)의 감염에 의한 급성위장관염

2) 위기분석 : 주로 영유아를 중심으로 발생되나 겨울철 장관감염증의 주요 

병원체이기에 관광객 등에서 발생 가능성이 있음

2. 역학적 특성

1) 병원체 : Group A Rotavirus

‣ 70nm의 비피막형 이중나선 RNA 바이러스로 Reoviridae속에 속함

‣ 그룹 A형∼ C형 로타바이러스가 사람에게만 발생

- 그룹 A형 로타바이러스가 사람에게서 흔히 발생 

- 그룹 B형 로타바이러스는 어린 연령대에서는 잘 일어나지 않으나 중국에서는 

집단 발생한 사례 발생

- 그룹 C형은 가끔 사람에게서 집단발생을 일으키는 것으로 알려져 있음

‣ 유전형(genotypes)은 P 유전형과 G 유전형의 조합으로 명명되고 전 세계적 분포

양상은 지역별, 시기별로 매우 다양하게 변화 

- 사람에게서는 G1P1A[8], G2P1B[4], G3P1A[8]과 G4P1A[8]이 대부분을 차지

2) 병원소 : 사람

3) 전파경로

‣ 대부분 사람과의 직, 간접 접촉으로 전파

- 분변-경구감염 통한 전파

- 오염된 음식물이나 호흡기를 통해서도 전파

- 대변으로 오염된 가구 혹은 장난감과 같은 표면에서도 바이러스가 발견되기 

때문에 매개물을 통하여 감염이 전파

- 가족 내, 시설 내, 병원 내 그리고 어린이 보육 시설에서의 전파가 흔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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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계절성

‣ 로타바이러스 감염은 온대기후에서 주로 겨울에 발생

‣ 열대기후에서는 온대기후보다 계절성이 덜해 연중 발생

5) 전염기간

‣ 대변 내 로타바이러스 배출은 임상 증상이 나타나기 전에 시작되어 대개 2주 

이내에 전파가 가능

‣ 그러나 설사가 소실된 후 57일까지도 로타바이러스가 배출되기도 함

3. 임상양상

1) 잠복기 : 24~72시간

2) 임상증상

‣ 주요 증상은 구토, 발열, 수양성 설사

‣ 보통 증상은 4∼6일 정도 지속 됨

4. 발생현황

1) 국내

‣ 유치원/보육시설/산후조리원/초등학교를 중심으로 집단환자가 발생하며, 2016년

11건 발생 

<그룹 A형 로타바이러스 집단발생 현황>

구  분 2007년 2008년 2009년 2010년 2011년 2012년 2013년 2014년 2015년 2016년

집단발생(건) 0 0 0 1 3 3 3 3 4 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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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도별, 주별 로타바이러스 환자발생 신고현황>

* 2017년 자료는 잠정통계

2) 국외

‣ 로타바이러스에 대한 예방접종이 시행되기 전인 1986년부터 2000년까지 매년 

약 200만 명 이상의 영아가 로타바이러스 감염으로 입원

‣ 개발도상국에서 5세 이하에서 발생하는 설사증상자의 30~50%가 로타바이러스 

감염증임

- 생후 2~3년 이내에 감염되며, 6~24개월 연령대에서 임상증상 발생이 높음

- 5세 미만의 소아에서 심한 설사로 입원한 경우 로타바이러스 양성으로 진단된

경우가 나라에 따라 20~73%로 차이가 있음

‣ 2001년부터 전 세계 59개 국가의 196개 감시 사이트에서 로타바이러스 감염 

감시사업을 시행하고 있는데, 지역마다 차이는 있었으나 로타바이러스가 심한 

설사의 주요 원인으로 관찰

‣ 현재 G1P[8], G2P[4], G3P[8], G4P[8], G9P[8]의 5개 혈청형이 전 세계 로타

바이러스 감염의 약 90%를 차지하며, 그 중 G1P[8]이 가장 흔함

- 그러나 아시아와 아프리카에서는 유행하는 혈청형이 더 다양하며 동시에 몇 가지

혈청형이 유행

- 같은 지역이라고 하더라도 시기에 따라 유행하는 혈청형이 다를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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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타바이러스로 인한 사망률>

5. 감시

장관감염증 표본감시체계

- 표본감시기관 : 200병상 이상 병원급이상 의료기관(189개)

* 올림픽지역(4) : 강릉아산병원, 원주기독병원, 춘천성심병원, 성지병원

- 신고범위 : 환자

- 신고대상

                             <신고대상 장관감염증 종류>

구분 종류

세균

(11)

살모넬라균 감염증, 장염비브리오균 감염증, 장독소성대장균(ETEC) 감염증, 장침습성대장균(EIEC)

감염증, 장병원성대장균(EPEC) 감염증, 캄필로박터균 감염증, 클로스트리듐 퍼프린젠스 감염증, 

황색포도알균 감염증, 바실루스 세레우스균 감염증, 예르시니아 엔테로콜리티카 감염증, 리스테리아

모노사이토제네스 감염증

바이러스

(5)

그룹 A형 로타바이러스 감염증, 아스트로바이러스 감염증, 장내 아데노바이러스 감염증, 노로

바이러스 감염증, 사포바이러스 감염증

원충

(4)
이질아메바 감염증, 람블편모충 감염증, 작은와포자충 감염증, 원포자충 감염증

집단발생 : 시간, 장소 등 역학적 연관성이 있는 2명 이상의 집단에서 설사, 구토

등의 장관감염증상*이 있는 경우

* 장관감염증상 : 설사, 복통, 오심, 구토, 발열 등이 주 증상이며, 사례정의에 필요한 

임상증상 중 ‘설사’는 평소에 비해 더 많이 수양성 변이나 무른 변을 보는 경우 또는 

1일 3회 이상 하는 경우로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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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진단을 위한 검사기준

검체(대변, 직장도말물)에서 특이 항원 검출

검체(대변, 직장도말물)에서 특이 유전자 검출

7. 치료

1) 대증 치료

‣ 치료제는 없음 

‣ 설사나 구토, 발열로 인한 탈수 및 전해질의 불균형이 발생할 수 있으므로 수액

보충과 전해질 이상 교정 등

8. 관리

1) 환자관리

‣ 환자 격리(증상유무와 관계없이 확진검사결과 양성인 경우)

2) 접촉자 관리

‣ 공동노출자 및 접촉자 발병여부 관찰

3) 환경관리

‣ 환자의 간호에 필요한 물품(배변 후 처리를 위한 물휴지 등)은 환자와 가까이 

배치하여 물품으로 인한 전파 기회 최소화

‣ 모든 환경 표면은 청결한 수준의 청소를 유지하는 것이 중요

‣ 청소 과정에서 모아진 환자의 분변이나 구토물은 다른 환경 표면이나 사람들을 

오염시키지 않도록 즉시 폐기함

‣ 효과적인 소독제로는 염소계(20,000ppm)소독제 등을 사용하여 소독

‣ 환자주변을 정리하기 위한 걸레와 다른 곳을 청소한 걸레는 구별되어야 하며, 

하나의 걸레로 모든 표면을 닦지 않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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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 예방

일반적 예방

- 흐르는 물에 비누로 30초 이상 손씻기

- 음식은 충분히 익혀먹기

- 물은 끓여 마시기

- 채소, 과일은 깨끗한 물에 씻어 껍질 벗겨먹기

- 설사증상이 있는 경우에 조리하지 않기

- 위생적으로 조리하기

붙임 역학조사서

※ 노로바이러스 감염증 편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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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8 레지오넬라 폐렴

1. 개요

1) 정의

‣ 레지오넬라균(Legionella spp.)에 의한 감염증

‣ 레지오넬라증(폐렴형)과 폰티악열(독감형)이 있으며 레지오넬라 폐렴은 심각한 

감염증을 나타내고 폰티악열(독감형)의 경우 경미한 증상을 나타냄

2) 위기분석

‣ ’17년 7월이후 전반적으로 신고건수가 증가하여 매년 20건 내외 신고가 지속되고

있으나 실제 발생사례는 더 많을 것으로 추정

‣ 평창올림픽 기간동안 국내 숙박시설의 이용객 증가에 따른 발생이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며, 숙박시설·목욕시설등을 통한 유행 가능성이 있음 

‣ 특히, 올림픽 주변 신규 숙박시설의 경우 적절한 사전 소독조치가 이루어지지 

않을 가능성이 매우 높으므로 이용객들에서 집단 발생 가능성이 있음

2. 역학적 특성

1) 병원체 : 레지오넬라균(Legionella spp.)

2) 병원소

‣ 냉각탑수, 건물의 수계시설(샤워기, 수도꼭지), 가습기, 호흡기 치료기기, 온천 등과

같은 에어로졸 발생시설과 관련됨

‣ 가정용 배관시설, 식료품점 분무기, 자연 및 인공온천 등도 감염원이 될 수 있음

3) 전파경로

‣ 대형건물의 냉각탑수, 에어컨디셔너, 샤워기, 호흡기 치료기기, 수도꼭지, 장식분수, 

분무기 등의 오염된 물에 존재하던 균이 비말형태로 인체에 흡입되어 전파됨

‣ 레지오넬라균은 온수시설, 샤워기, 와류욕 (whirlpool 또는 spas) 그리고 에어컨과

같은 냉방시설의 냉각탑수, 증발형 콘덴서, 가습기, 치료용 분무기, 호흡기 치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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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치, 장식용 분수 등의 인공적 환경뿐만 아니라, 하천, 호수, 토양 등의 자연

환경에서 검출됨

‣ 레지오넬라균은 이러한 환경수계에 이미 존재하고 있는 담조류, 아메바 등을 

영양으로 증식하고 있다가 에어로졸이 발생하였을 때 사람의 호흡기를 통하여 

폐포까지 들어가 증식하여 질병을 일으킴

‣ 따뜻한 재순환수로 채워진 저수탱크가 있는 냉각탑과 응축기는 열 차단장치로서

레지오넬라균이 증식할 수 있는 최적의 조건을 가지며, 이 때 생성되는 비말은 

가깝게는 200m에서 1.6~3.2㎞의 먼 거리까지 전파될 수 있음

‣ 샤워기나 수도꼭지를 통한 온수 비말도 전파의 원인이 되며, 레지오넬라균에 

오염된 물로 세척한 호흡기 치료장치나 분무기를 사용하였을 때도 감염됨

4) 전염기간 : 해당사항 없음

3. 임상양상

1) 잠복기 

‣ 레지오넬라 폐렴 : 2일 ~ 10일

‣ 폰티악열(독감형) : 5시간 ~ 3일(평균 24 ~ 48시간)

2) 임상증상

‣ 폐렴형 : 만성폐질환자, 흡연자, 면역저하환자 등에서 빈발함

- 발열, 오한, 마른기침이나 소량의 가래를 동반하는 기침, 근육통, 두통, 전신 

쇠약감, 식욕부진, 위장관 증상, 의식장애

- 흉부 X-선 : 폐렴

3) 합병증

- 폐농양, 농흉, 호흡부전, 저혈압, 쇼크, 횡문근 융해증, 파종성 혈관내 응고, 

신부전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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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발생현황

1) 국내

‣ 감시현황

- 2000년 법정감염병으로 지정되었으며, 2001년 2명이 신고된 이후 2005년까지

10명 이내로 신고되다가, 2006년 이후 20~30명의 환자가 신고되고 있음

- 2001년 이후 연간 환자발생 보고는 전반적으로 증가하는 양상을 보였고, 2006년

이후로는 매년 20~30건이 보고되고, 2016년 128건으로 크게 증가

<연도별 레지오넬라증 신고인원>

구분 2007년 2008년 2009년 2010년 2011년 2012년 2013년 2014년 2015년 2016년

신고수(명) 19 21 24 30 28 25 21 30 45 128

발생률

(10만명당)
0.04 0.04 0.05 0.06 0.06 0.05 0.04 0.06 0.09 0.25

2) 국외

‣ 대부분의 경우 산발적으로 발생하며 집단발생은 여름과 초가을에 주로 발생하고

산발적 발생은 연중 발생함

‣ 미국의 경우 2000년 이후 레지오넬라 폐렴 신고사례 약 4배 증가하여, 2015년 

약6,000건 신고됨

* 실제 발생은 더 많을 것으로 추정하고 있으며, 증가 원인은 인구 고령화, 고위험군 증가, 

노후된 배관시설, 기후변화 등으로 인한 실제 발생 증가(true increase), 진단 및 신고 

향상으로 인한 보고건수 증가 등의 요인이 모두 있을 것으로 추정 

- 레지오넬라증으로 연간 8,000~18,000명이 입원치료를 받는 것으로 추정 

- 레지오넬라증 환자의 절반은 중환자실 치료, 사망률은 약 10% 

‣ 유럽의 경우 2013년 5,851건의 레지오넬라증 사례 신고, 인구 10만명당 1.14건 신고

- 지역사회감염 73%, 여행관련감염 19%, 병원내감염 8%, 사망률은 10%

- 10만명당 0.1건 이하로 신고되는 국가는 진단 및 신고 개선 필요성 제기



167

5. 감시 : 전수감시

<진단·신고기준>

◈ 신고범위 : 환자, 의사환자

◈ 신고를 위한 진단기준

  ○ 환자 : 레지오넬라증에 부합되는 임상증상을 나타내면서 확인 진단을 위한 검사기준에

따라 감염병병원체 감염이 확인된 사람

  ○ 의사환자 : 임상증상 및 역학적 연관성을 감안하여 레지오넬라증이 의심되며, 추정 

진단을 위한 검사기준에 따라 감염이 추정되는 사람

◈ 임상증상

  ○ 폐렴형 : 만성폐질환자, 흡연자, 면역저하환자 등에서 빈발함

    - 발열, 오한, 마른기침이나 소량의 가래를 동반하는 기침, 근육통, 두통, 전신 쇠약감, 

식욕부진, 위장관 증상, 의식장애 등을 보임

    - 흉부 X-선 : 폐렴

    - 합병증 : 폐농양, 농흉, 호흡부전, 저혈압, 쇼크, 횡문근 융해증, 파종성 혈관내 응고, 

신부전 등

  ○ 독감형(폰티악 열) : 유행시 발병률은 90% 이상이며 기저질환이 없는 사람에서 빈발함

    - 2일 내지 5일간 지속되는 급성 발열성 질환

    - 권태감, 근육통 등의 증상이 시작된 후 발열 및 오한이 동반되고 마른기침, 콧물, 

인두통, 설사, 구역, 어지러움증 등

◈ 진단을 위한 검사기준

  ○ 확인 진단

    검체(호흡기분비물(기관지세척액, 기관지폐포액, 기관지흡인물, 객담), 폐조직, 흉수, 

혈액 등)에서 레지오넬라균 분리 동정

    검체(소변)에서 특이 항원 검출

    회복기 혈청의 항체가가 급성기에 비하여 4배 이상 증가

  ○ 추정 진단

    검체(호흡기분비물, 폐조직, 흉수, 혈액 등)에서 직접형광항체법으로 특이 항원 검출

    검체(혈액)에서 간접형광항체법으로 단일항체가 1:128 이상 또는 그 외 검사법으로 

특이 항체 검출

    검체(호흡기 분비물, 폐조직, 흉수, 혈액 등)에서 특이 유전자 검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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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진단

인체 검체에서 균배양

혈청학적 진단: 간접형광항체법 (IFA; indirect fluorescent antibody assay)

소변에서 항원 검출

직접면역형광항체법 (DFA; direct fluorescent antibody assay)에 의한 항원 검출

유전자 검사법

7. 치료

마크로라이드(macrolide)계 항생제, 퀴놀론(quinolones), 테트라사이클린(tetracycline)

- 에리스로마이신, 독시사이클린, 아지트로마이신, 레보플록사신, 시프로플록사신, 

목시플록사신, 클라리스로마이신 등을 사용 가능

※ β-lactam계열, 모노박탐, 아미노글리코사이드 계열은 세포 내 활성도가 낮아서 레지오넬라증

치료에 적합하지 않음

면역기능저하환자

  - 아지스로마이신 또는 레보플록사신을 10~14일간 사용

8. 관리

급수시설에 대한 레지오넬라 환경관리 실시

9. 예방

급수시설에 대한 레지오넬라 환경관리 실시



169

붙임 역학조사서

Province County Date of investigation
Personal 
number

Legionellosis Case Report Form

Investigator

(조사자) 

Institution(소속기관) : Date of investigation(조사일) : 

    /      /     ( mm/  dd  / yyyy)Name(이름) : Telephone No.(연락처) :

Date reported to CDC 

(신고일)

     /      /        

( mm/  dd  / yyyy)

Reporting clinic

(신고기관)

Clinician

(담당의사)

Type of Reporting Site

(신고처 유형)

○ 폴리클리닉 (○ 평창    ○ 강릉)

○ 선수의무실 (○  평창   ○  정선   ○ 강릉)       ○ 관중의무실 (○  평창   ○  정선   ○ 강릉)

○ 지정/협력의료기관 ( ○  원주기독병원   ○ 강릉아산병원 )        ○ 강원지역 의료기관 

○ 기타 (                                                 )

1. Personal information(인적 정보)
1.1 Name

(이름)

1.2 Date of birth

(생년월일)

     /      /        

( mm/  dd  / yyyy)

1.3 Mobile

(연락처)

1.4 Sex

(성별)

○ Male (남) 

○ Female (여)

1.5 Age

(나이)

1.6 Nationality

(국적)

1.7 Address in Korea

(거주지주소)

1.8 Occupation

(직업)

○ ① Athlete(선수) sport entries(종목)                       

○ ② Coach · Staff(코치, 스텝) 

○ ③ Health care workers(Doctor, Nurse etc.)(의료인)

○ ④ Spectator(관중)   

○ ⑤ Worker with Poultry(가금류 관련 업무 종사자)

○ ⑥ Others(기타)               

1.9 Travel history abroad(해외여행력) ○ Yes (있음) ○ No (없음) ○ Unknown (모름) 

1.10 Arrival(입국일)
       /      /          ∼      /      /        

( mm/  dd  / yyyy)         ( mm/  dd  / yyyy)

1.11 Place of last stay

(within 14 days before arrival)

(입국 전 14일 이내 체류지역)

Country            City          Period     /      /          ∼      /      /    

(국가명)           (도시명)       (기간)   (mm/dd/yyyy)          (mm/dd/yyy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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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Test and Diagnosis (검사 및 진단)

2.1 Case classification ○ Confirmed (환자)     ○ Suspected (의사환자)   

2.2 Laboratory 

testing for N. 

meningitidis

(실험실 검사)

Method
Collection date

( mm/ dd / yyyy)
Result

Culture     /     /    
○ Positive(specify:                           ) ○ Negative  

○ Unknown   ○  Not done

Urinary antigen    /     /    ○ Positive   ○ Negative  ○ Unknown   ○  Not done

PCR    /     /    ○ Positive   ○ Negative  ○ Unknown   ○  Not done

Fourfold rise in 

antibody titer
   /     /    

○ Positive( 1st       /    /         ,       :   )

          ( 2nd        /    /         ,       :   )

○ Negative  ○ Unknown   ○  Not done

Single high 

titer(1:128)
   /     /    

○ Positive(specify:    :    )  ○ Negative 

○ Unknown   ○  Not done

3. Clinical information(임상 정보)

3.1. Date of onset of symptoms

      (증상발생일)

     /      /        

( mm/  dd  / yyyy)

3.2. Presentation

(임상진단)

□ Legionnaires’ disease(pneumonia, clinical or x-ray diagnosis)

□ Pontiac fever(fever and myalgia without penumonia)

□ Others (                                       )

3.2 Sign and Symptoms

(증상)

Fever

(발열)

□ Yes □ No □ Unknown

Hightest Temp :          
Chill(오한) □ Yes □ No □ Unknown

Cough

(기침)
□ Yes □ No □ Unknown

General ache 

/myalgia(근육통)
□ Yes □ No □ Unknown

Anorexia

(식욕부진)
□ Yes □ No □ Unknown

headache

(두통)
□ Yes □ No □ Unknown

vomiting

(구토)
□ Yes □ No □ Unknown

diarrhea

(설사)
□ Yes □ No □ Unknown

sputum

(가래)
□ Yes □ No □ Unknown

Fatigue

(피로감)
□ Yes □ No □ Unknown

Shortness of 

breath(숨가쁨)
□ Yes □ No □ Unknown

Dyspnea

(호흡곤란)
□ Yes □ No □ Unknown

Others

(기타)
                      

3.5 Underlying disease

(기저질환)
                          

3.6 Hospitalized

□ Yes □ No □ Unknown

Name of Hospital :                  Admission date (      /      /      ,  mm/  dd  / yyyy)  

ICU admission  □ Yes □ No □ Unknown

3.7 Progress and 

Outcome

(치료경과)

○ Continuation of treatment(치료 중) (○ improving(호전)  ○ aggravating(악화)  ○ stationary(유지) )

○ Discharge (퇴원) (○ recovery(회복)  ○ Transfer(전원)  ○ Deceased(사망))

○ Other(기타)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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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Epidemiologic information (역학 정보)

4.1 Risk factor

(위험요인)

• Chronic disease : ○ Yes (있음) ○ No (없음) ○ Unknown (모름) 

    If “yes”  

    □ Respiratory  □ Chronic renal disease □ Cardiac □ Diabetes

    □ Other (                                    )

• Immunocompromised :  ○ Yes (있음) ○ No (없음) ○ Unknown (모름) 

    if “Yes”, 

    □ Medication(e.g. Corticosteroids)  □ Oncology treatment 

    □ Transplant recipient 

• Smoker : ○ Yes (있음) ○ No (없음) ○ Unknown (모름) 

• Others (                                                        )

4.2 Place visited for previous 2 

weeks (방문장소)

□ Hotel □ Spa pools □ Swimming pool □ Others (                        )

if did you visit above any place,

  Name of the place :                                            

  Visit date : (      /      /      ,  mm/  dd  / yyyy)  

4.3 Medical history for previous 

2 weeks

  (의료기관방문력)

○ Hospitalized (입원)  Name of Hospital :                  

                       Admission date (      /      /      ,  mm/  dd  / yyyy)  

○ Outpatient (외래)   Name of clinic :                  

                      Visit date (      /      /   ,  mm/  dd  / yyyy)  

○ Polyclinic (폴리클리닉) Name of clinic :                  

                         Visit date (      /      /   ,  mm/  dd  / yyyy)  

○ Not visit (미방문)

4.2 Travel history in Korea for 

previous 2 weeks

    (여행력)

○ Yes (있음) ○ No (없음) ○ Unknown (모름) 

If “Yes”, location and date (“예” 일 경우 여행장소와 여행날짜)

location(장소) :                   date(날짜):      /      /     ( mm/  dd  / yyyy)

5. Transmission (감염경로)

5.1 transmission 

route suggested

(추정)

○ Healthcare associated, nosocomial

○ Travel associated

○ Community acquired

○ Domestically acquired

○ Unknown 

5.2 Potential 

o u t b r e a k 

assessment 

(유행가능성)

○ Sporadic case

○ Cluster

○ Unknow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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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 기타감염병

9-1 조류인플루엔자인체감염증(AI)

1. 개요

1) 정의 : 조류인플루엔자 바이러스 인체 감염에 의한 급성 호흡기 감염병

2) 위기분석 : 지난절기와 유사한 철새를 통한 가금류에서의 유행이 지속될 경우

평창올림픽 기간에도 발생이 지속될 가능성이 있으나 바이러스의

유전적 특성상 관광객의 노출로 인한 인체감염 발생 가능성은 

극히 낮을 것으로 추정

2. 역학적 특성

1) 병원체 : Orthomyxoviridae에 속하는 RNA바이러스로, 입자의 크기는 80

∼ 120nm이고, 주로 A형 인플루엔자바이러스에 포함됨

2) 병원소 : 가금류(오리, 닭 등)

3) 전파경로 : 조류 인플루엔자 바이러스에 감염된 조류와의 접촉 또는 감염된

동물의 배설․분비물에 오염된 사물과의 접촉을 통해 발생

4) 전염기간 : 해당사항 없음

3. 임상양상

1) 잠복기 : 2일 ~ 7일(최대 10일)

2) 임상증상 : 결막염증상부터 발열․기침․인후통․근육통 등 전형적인 인플루엔자

유사증상(Influenza-like illness)이 가능, 폐렴․급성호흡기부전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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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증 호흡기 질환도 발생, 간혹 구역․구토․설사의 소화기 증상과

신경학적 증상이 발생 

4. 발생현황

1) 국내

- 발생보고 없음

2) 국외 

‣ 아시아 지역(중국, 인도네시아, 베트남, 캄보디아 등)과 이집트, 터키, 아제르

바이잔 등 총 17개 국가 발생

‣ 주요 AI 바이러스 아형별 현황(출저 : 홍콩보건부, WHO/2018.1 기준) 

항목 H5N1 H7N9 H5N6 H9N2 H10N8

발생국
전세계 16개국

(동남아, 중동지역)

중국

유입국가 4개국

(홍콩, 대만, 

말레이시아, 캐나다)

중국

중국, 

방글라데시,

이집트

중국 

최근 발생국
이집트, 

인도네시아
중국, 홍콩 중국 중국 -

인체감염

발생사례

2003-2017.10

확진 860

(사망 454, 

52.8%) 

2013-2017.12

확진 1,623

(사망 620, 

38.2%)

2014-2017.12

확진 19

(사망 10, 52.6%)

1998-2017.12

확진 34

(사망 1)

2013.11.-2014.2.

확진 3

(사망 2)

사람간

전파사례

가족간 제한적 

전파 

가족간, 병원내 

제한적 전파 
없음 없음 없음

발생양상

이집트, 인도네시아

풍토병 양상 

그 외 산발적 발생

계절적 유행

(10-4월)
산발적 발생 산발적 발생 산발적 발생

위험요인
가금농장, 

생가금류 시장
생가금류 시장

가금농장, 

생가금류 시장

가금농장, 

생가금류 시장
생가금류 시장

조류 기준 

병원성

고병원성/

저병원성

저병원성

고병원성

(‘17년 첫 보고)

저병원성/

고병원성
저병원성 저병원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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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감시 : 전수감시

<조류인플루엔자 H7N9 진단·신고 기준>

◈ 신고범위 : 환자, 의사환자

◈ 신고를 위한 진단기준

  ○ 환자 : 조류인플루엔자 인체감염증(H7N9)에 부합하는 임상증상을 나타내면서 진단을 

위한 검사기준에 따라 감염병병원체 감염이 확인된 사람

  ○ 의사환자

    - 의심환자 : 38℃ 이상의 발열을 동반한 기침 또는 호흡곤란 등 급성 하부호흡기감염 

증상을 보이면서 증상 발현 10일 이내에 다음 역학적 특성 중 하나 이상의 경우에 해당함  

     1. 의심환자, 추정환자 또는 환자와 2미터 내에서 긴밀한 접촉(예, 간병, 대화, 만지기 등)이

있었음 

     2. 동물이나 사람에서 조류 인플루엔자가 발생한 지역에서 가금류 또는 야생조류 또는 

그들의 몸체 일부 또는 그 사체(死體)에 대한 노출, 또는 그들의 분변에 오염된 환경에

의한 노출(운반 등 각종 취급, 살처분, 털뽑기, 도축, 조리 및 조리 준비 과정 등)이 

있었음

     3. 동물이나 사람에서 조류 인플루엔자가 발생한 지역의 가금류를 생으로 또는 덜 익혀

먹은 적이 있음  

     4. 가금류나 야생조류가 아니더라도 조류 인플루엔자 바이러스에 감염된 것으로 확인된

동물(예, 고양이나 돼지 등)과 긴밀한 접촉이 있었음  

     5. 실험실이나 기타 환경에서, 조류 인플루엔자 바이러스를 함유하고 있을 것으로 의심

되는 동물이나 사람의 검체를 취급한 적이 있음

    - 추정환자

     1. 의심환자 기준을 만족하면서 다음 중 하나 이상의 조건을 만족하는 경우

      ⋅ 인플루엔자 A 감염에 대해서 실험실적으로 양성 판정을 받았으나 조류 인플루엔자 

바이러스 감염에 대한 실험실적 근거가 충분하지 않음  

      ⋅ 흉부 엑스선 상 급성 폐렴 소견을 보이면서 호흡부전(저산소증, 심한 빈호흡)이 있음 

     2. 원인 미상의 급성 호흡기 질환으로 사망한 사람으로서, 추정환자 또는 환자와 시간, 

공간 및 노출력과 관련하여 역학적 연관성이 있다고 간주되는 경우

◈ 임상증상

  ○ 발열을 동반한 호흡기증상, 증상 발생 5~7일 만에 급속히 악화

◈ 진단을 위한 검사기준

  ○ 검체(비인두도찰물, 비인두흡인물, 객담, 기관흡인물, 폐포세척액)에서 H7N9 바이러스 분리

  ○ 회복기 혈청의 항체가가 급성기에 비하여 4배 이상 증가

  ○ 검체(혈액)에서 특이 항체 검출

  ○ 검체(비인두도찰물, 비인두흡인물, 객담, 기관흡인물, 폐포세척액)에서 인플루엔자

바이러스의 두 가지 이상 특이 유전자 검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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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진단 

검체(호흡기 검체, 혈액 검체)에서 바이러스 분리

검체(호흡기 검체, 혈액 검체)에서 특이 유전자 검출

회복기 혈청의 특이항체가가 급성기에 비하여 4배이상 증가

- 단, H5N1의 경우 회복기 형철의 중화항체가는 1:80 이상

인플루엔자 특이항체 확인

7. 치료 : 격리병상 이송 및 항바이러스제 치료적 용법 투약 실시

8. 관리

의심환자 발생 대비 AI 인체감염 대책반과 24시간 연락체계 유지

- AI 의심환자 발생 시 현장 역학조사관이 1차 사례조사*, AI 인체감염 대책반 

판단에 따라 의심환자 분류 및 임시격리

* 역학적 연관성(조류 노출력, 해외 방문력(AI발생국), 확진환자접촉력 등 필수확인) 및 증상 조사

- 강원도보건환경연구원(강릉분원)에서 PCR 검사 후 질병관리본부에서 확진

* 확진환자 경우에만 국가지정 격리병상으로 이송

- AI 인체감염 대책반 현장 출동, 환자 및 접촉자 관리

9. 예방

축산 농가 및 철새도래지 방문 및 접촉 자제

고위험군 계절인플루엔자 접종 권고

손씻기 실시 

호흡기 증상이 있는 경우 마스크 착용 

국내외 발생농가를 방문하여 동물과 접촉 후 10일 이내 발열, 기침 등 호흡기 

증상 발생시 즉시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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붙임 조류인플루엔자 인체감염증 기초 역학조사서

                시‧도 시‧군‧구 대상구분 조사년월일 일련번호

조류인플루엔자 인체감염증 기초 역학조사서
[대상구분 : 농장 종사자(1), 살처분 참여자(2), 대응요원(3), 기타(4), 해외여행객(5)]

조사자  
소속:             시․도                시․군․구               

조사일 :       년    월    일
성명: 연락처 : 

1. 기초조사

1.1 이름

    Name 

성 Family Name 이름 First Name
1.2 국적
Nationality 

1.3 주민등록번호
(외국인일 경우, 외국인

등록번호 또는 여권번호 

기입)

1.4 생년월일
      Birth date

           년      월      일
1.5 성별
      Sex

        □ 남     □ 여

1.6 주소
      Address in Korea

1.7 직업(직장명)
Occupation

1.8 연락처
    Contact information

1.8.1 전화번호
Telephone/Mobile

(연락 가능한 연락처, 가급적 휴대전화 번호로 기재)

1.8.2 이메일주소
E-mail

2. 역학적 연관성 (위험요인 노출력-국내인 경우) (해당사항에 ☑표시)

2.1 

증상발생 10일 이내에 

국내 AI 발생농장 출

입력

증상발생 10일 이내에 다음과 같은 작업을 한 사실이 있습니까?

2.1.1 AI 발생농가 또는 예방적 살처분 농가에 출입 □ 예 □ 아니오 □ 모름

2.1.2 노출력

2.1.2.1 작업한 날짜 2.1.2.2 지 역 2.1.2.3 노출형태

      년    월    일       년    월    일 □ 농장종사자

□ 살처분 참여자

□ 대응요원

□ 기타 (            )

      년    월    일       년    월    일 

      년    월    일       년    월    일 

2.2 

증상발생 10일 이내에 

국내 AI 위험지역에서 

동물사체와 접촉

증상발생 10일 이내에 다음과 같은 사실이 있었습니까?

2.2.1 동물사체(고양이, 야생조류 등)와 접촉하였음 □ 예 □ 아니오 □ 모름

2.2.1.1 노출형태  

  □ 야생조류사체수거

  □ 기타(                            )

2.2.1.2 접촉한 동물사체의 종류는 무엇입니까? ___________________

2.2.2 동물사체를 접촉한 장소가 AI 발생지역입니까? □ 예 □ 아니오 □ 모름

2.2.3 동물사체를 접촉한 장소가 야생철새에서 AI가 

확진된 지역입니까?

□ 예 □ 아니오 □ 모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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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역학적 연관성(위험요인 노출력-국외인 경우) (해당사항에 ☑표시)

3.1

증상발생으로

부터 10일 전 

기간에 외국

여행 여부

□ 있음      □ 없음      □모름

▶ 있었던 경우

2.1.1 국 가 2.1.2 도 시 2.1.3 체류기간 2.1.4 귀국일 2.1.5 입국경로

1      년    월    일 ~     년    월    일     월     일
□ 인천공항

□ 기타 (       )

2      년    월    일 ~     년    월    일     월     일
□ 인천공항

□ 기타 (       )

3.2.1 여행지 중, 중국의 다음 도시가 있었습니까?    

□광둥성 □구이저우성 □랴오닝성 □마카오 □상하이 □산둥성 □쓰촨성 □안후이성 □장시성 

□장쑤성 □저장성 □푸젠성 □충칭 □허베이성 □허난성 □후베이성 □후난성 □기타(              )
※ 위 발생지역은 상황에 따라 변동될 수 있음

3.2.2 해외 AI 발생지역을 방문하였고, 다음과 같은 접촉이 있었습니까?

3.2.3 귀국 여행(항공/선박 등) 중 증상이 있었습니까?              □ 있음  □ 없음   □ 모름

      귀국편 : 항공/선박     편명 :                 출발지 :                출발일 :

3.2.2.1 가금류(닭, 오리 등)와 직접 접촉(만지기, 털뽑기, 살처분 등) □ 예 □ 아니오 □ 모름

3.2.2.2 야생조류와 직접 접촉 □ 예 □ 아니오 □ 모름

3.2.2.3 생가금류 시장에서 가금류 접촉 □ 예 □ 아니오 □ 모름

3.2.2.4 확진환자와 접촉 □ 예 □ 아니오 □ 모름

4. 역학적 연관성(위험요인 노출력-국내·외 모두) (해당사항에 ☑표시)

4.1 환자

접촉력

증상발생 10일 이내에 다음 환자와 접촉한 사실이 있습니까?

4.1.1 조류인플루엔자 확진자와 접촉하였음 □ 예 □ 아니오 □ 모름

4.1.2 조류인플루엔자 의심 또는 추정환자와  접촉하였음 □ 예 □ 아니오 □ 모름

4.1.3 기타 원인이 명확하게 밝혀지지 않은 급성호흡기 

증상으로 치료받은 또는 사망한 사람과 접촉하였음
□ 예 □ 아니오 □ 모름

▶ 위(4.1.1, 4.1.2, 4.1.3)의 항목에 ‘예’ 라고 답한 경우

4.1.4 개인보호구 착용 여부   □ 예 (N95 또는 일반마스크,LevelD이상 보호복)   □ 아니오

▶ 위(4.3.1, 4.3.2, 4.3.3)의 항목에 ‘아니오’ 라고 답한 경우

4.1.5 다른 추정되는 감염 경로를 기술하여 주십시오 

5. 임상증상

5.1 최초 노출일         년       월       일 5.2 최초 증상 발생일         년       월       일

5.3 최종 노출일         년       월       일 5.4 최초 발생 증상 (5.5에서 골라 기재)

5.5 

조사당시까지 있었던

호흡기증상

(해당 증상에 ☑표시)

5.5.1 발열(38°C 이상) □ 예 (       ℃) □ 아니오 □ 모름

5.5.2 기침 □ 예 □ 아니오 □ 모름

5.5.3 인후통 □ 예 □ 아니오 □ 모름

5.5.4 가래 □ 예 □ 아니오 □ 모름

5.5.5 숨가쁨 □ 예 □ 아니오 □ 모름

5.5.6 객혈 □ 예 □ 아니오 □ 모름

5.5.7 기타 (호흡기 이외 동반증상) (                ) (             ) (         )

5.6 투약 및 예방접종

5.6.1 항바이러스제를 복용하고 있습니까? □ 예 □ 아니오 □ 모름

5.6.1.2 항바이러스제 투약 시작일         년       월       일

5.6.2 계절인플루엔자 백신 예방접종력  □ 예 □ 아니오 □ 모름

5.6.2.2 계절인플루엔자 백신 예방접종일         년       월       일

5.6.3 해열제 등 다른 약을 복용하고 있습니까? □ 예 □ 아니오 □ 모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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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접촉자조사 (증상발생일 기준으로 조사 당시 지침 또는 역학조사관이 정하는 기준 (기간/범위)에 따른 접촉자)

6.1 가족 또는 기타 동거인3) 접촉력

3) 법적 관계와 관계없이 증상 발생일 현재 실질적으로 같은 생활공간에서 거주하고 있는 사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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붙임 조류인플루엔자인체감염증 역학조사서

<역학조사관용 역학조사서>

                시‧도 시‧군‧구 대상구분 조사년월일 일련번호

조류인플루엔자 인체감염증 역학조사서
[대상구분 : 농장 종사자(1), 살처분 참여자(2), 대응요원(3), 기타(4), 해외여행객(5),]

조사자  
소속:             시․도                시․군․구               

조사일 :       년    월    일
성명: 연락처 : 

본 조사서는 조류․신종인플루엔자 의심환자의 감시와 역학조사를 위한 것입니다.  

1. 기초조사

1.1 이름

    Name 

성 Family 

Name
이름 First Name

1.2 국적
Nationality 

1.3 주민등록번호
(외국인일 경우, 외국인

등록번호 또는 여권번호 

기입)

1.4 생년월일
     Date of Birth

           년      월      일
1.5 성별
      Sex

        □ 남     □ 여

1.6 주소
      Address in Korea

1.7 직업(직장명)
Occupation

1.8 연락처
    Contact information

1.8.1 전화번호

Telephone/Mobile

(연락 가능한 연락처, 가급적 핸드폰 번호로 기재)

1.8.2 이메일주소

E-mail

2. 핵심요약 (3.~9.항 모두 작성 후 핵심내용을 이곳에 알아보기 쉽게 서술)

2.1 환자분류

2.2 현재증상 2.3 최초증상발생일

2.3 조사당일환자상태 2.4 입원/격리병원명

2.5 여행력

2.6 위험요인노출

2.7 접촉자조사

2.8 사람간전파가능성

2.9 중요사항

2.10 기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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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여행력

3.1 

증상발생으

로부터 10일 

전 기간에 

외국여행 여

부

□ 있음      □ 없음      □모름

▶ 있었던 경우

3.1.1 국 가 3.1.2 도 시 3.1.3 체류기간 3.1.4 귀국일 3.1.5 입국경로

1
      년    월    일 ~      년    월   

일
    월    일

□ 인천공항

□ 기타 (     )

2
      년    월    일 ~      년    월   

일
    월    일

□ 인천공항

□ 기타 (     )

3
      년    월    일 ~      년    월   

일
    월    일

□ 인천공항

□ 기타 (     )

3.1.6 귀국 여행(항공/선박 등) 중 증상이 있었습니까?        □ 있음      □ 없음      □모름

      귀국편 : 항공/선박     편명 :                 출발지 :                출발일 :

3.2 

증상발생 10

일 이내에 

국내여행 여

부

□ 있음      □ 없음      □모름

▶ 있었던 경우

3.2.1 지역 

(읍면동 및 구체적 장소)
3.2.2 체류기간 3.2.3. 구체적 여행내역

1       년    월    일 ~      년    월    일

2       년    월    일 ~      년    월    일

3       년    월    일 ~      년    월    일

4. 진단 및 신고 관련  (해당되는 경우에 모두 √ 표시)

4.1 

의심사항

4.1.1 38도 이상의 발열 □ 있음   □ 없음

4.1.2
4.1.1에 있음으로 체크한 경우 다음 중 한 가지 이상의 

임상적 증상이 있습니까?
□ 기침   □ 숨가쁨   □ 인후통 

4.1.3

4.1.2 에 한 가지 이상 체크한 경우 증상발생이전 10일간 다음 중 하나 이상의 역학적 특성이 

있습니까? 

□ 의심환자, 추정환자 또는 환자와 2미터 내에서 긴밀한 접촉(예, 간병, 대화, 만지기 등)이 있었음 

□ 동물이나 사람에서 조류 인플루엔자가 발생한 지역에서 가금류 또는 야생조류 또는 그들의 몸체 

일부 또는 그 사체(死體)에 대한 노출, 또는 그들의 분변에 오염된 환경에 의한 노출(운반 등 

각종 취급, 살처분, 털뽑기, 도축, 조리 및 조리 준비 과정 등)이 있었음  

□ 동물이나 사람에서 조류 인플루엔자가 발생한 지역의 가금류를 생으로 또는 덜 익혀 먹은 적이 

있음  

□ 가금류나 야생조류가 아니더라도 조류 인플루엔자 바이러스에 감염된 것으로 확인된 동물(예, 

고양이나 돼지 등)과 긴밀한 접촉이 있었음  

□ 실험실이나 기타 환경에서, 조류 인플루엔자 바이러스를 함유하고 있을 것으로 의심되는 

동물이나 사람의 검체를 취급한 적이 있음

4.1.4
상기 3가지 기준에 따라 차례로 체크한 결과 의심환자에 

합당합니까?4)
□ 예 □ 아니오

4) ‘13.4.24일자 대만 발생 환자사례를 볼 때, 조류인플루엔자 A(H7N9) 환자 (확진 또는 의사환자)와 접촉하였거나, 

다른 조류( 가금류, 야생조류)와 접촉하였는지의 여부 등 역학적 연관성을 확인해야 하나, 역학조사상 의심환자 

판단을 위해 반드시 접촉력이 없어도 의심환자로 간주할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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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2 

추정사항

4.2.1

4.1.4 에서 의심환자에 합당하면서 

흉부엑스선상 급성폐렴소견을 보이며 

호흡부전(저산소증, 심한 빈호흡) 소견이 있습니까?

□ 예    
□ 아니오

4.2.2

4.1.4 에서 의심환자에 합당하면서

인플루엔자A 감염에 대해서 실험실적으로 양성 판정을 

받았으나 조류인플루엔자 바이러스 감염에 대한 실험실적 

근거가 아직 충분하지 않은 상태입니까?

□ 예 □ 아니오

4.2.3 4.2.3.1 

원인 미상의 급성 호흡기 질환으로 사망한 

사람입니까?
□ 예 □ 아니오

▶ 4.2.3.1에 ‘예’ 라고 체크한 경우 

4.2.3.1.1

추정환자 또는 (확진)환자와 시간, 공간 및 

노출력을 고려해볼 때 역학적 연관성이 

있다고 간주할 수 있습니까?

□ 예 □ 아니오

4.2.4
상기 4.2.1, 4.2.2, 4.2.3 중 한 가지라도 있음에 체크한 결과 

추정환자에 합당합니까?
□ 예 □ 아니오

4.3 

확진 사항 

4.3.1

검체 채취 여부 □ 예 □ 아니오

▶ 채취한 경우  □ 혈액 □ 인후도말 □ 기타

   검체 송부일 :          년       월       일

4.3.2

4.1.4 에서 의심환자 또는 

4.2.4 에서 추정환자에 합당하면서 

질병관리본부에서 다음 검사방법에 의해 

조류인플루엔자 바이러스 병원체 감염이 확인되었습니까?

□ 예 □ 아니오

▶ ‘예’ 에 체크한 경우 

확인 방법

□ 바이러스 분리 

□ 두가지 서로 다른 PCR 

target을 이용한 PCR양성 

(예, 인플루엔자 A와 H7 HA)

□ 증상 발현 10일 이내 

채취한 급성기 혈청과 

회복기 혈청에 대한 

중화시험결과 

중화항체가의 4배 이상의 

상승. 단 회복기 혈청의 

중화항체가는 1:80 

이상이어야 함.

□ 증상발현 14일 이후에 

채취한 단일 혈청에서 

마이크로중화 항체가가 

1:80 이상이며 다른 

혈청검사 양성 결과

4.3.3 바이러스 타입 (항원형)

□ H5N1  □ H5N6  

□ H7N7 

□ H9N2  □ H7N9

□기타  (H   N   )

4.3.4 확인일 :           년       월       일

4.4 최종 환자 판정

          □ 의심환자            □ 추정환자          □확진환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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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임상양상

5.1 최초 증상 발생일           년       월       일 5.2 최초 발생 증상 
(5.5에서 골라 기재)

5.3 최초의료기관방문일           년       월       일 5.4 최초방문의료기관

5.5 

조사당시까지 있었던

호흡기증상

(해당 증상에 ☑표시)

5.5.1 발열(38°C 이상) □ 예 (       ℃) □ 아니오 □ 모름

5.5.2 기침(Cough) □ 예 □ 아니오 □ 모름

5.5.3 가래(Sputum) □ 예 □ 아니오 □ 모름

5.5.4 숨가쁨(Shortness of breath) □ 예 □ 아니오 □ 모름

5.5.5 객혈(Hemoptysis) □ 예 □ 아니오 □ 모름

5.5.6 기타 (호흡기 이외 동반증상) (               ) (               ) (            )

5.6

조사 당시 환자 상태

5.6.1 현재병원 입원일       년    월    일 (병원명 :             )

5.6.2 국가지정입원치료병상여부 □ 예 □ 아니오

5.6.3 입원중 음압병실격리여부 □ 예 □ 아니오 □ 모름

5.6.4 중환자실 입실 여부 □ 예 □ 아니오 □ 모름

5.6.5 인공호흡기 사용 □ 예 □ 아니오 □ 모름

5.6.6 환자의식상태5) □ 대화가능 □ 대화불가능 □ 기타(       )

5.6.7 퇴원일 (사망환자는 사망일)       년    월    일 (병원명 :             ) □ 사망

5.7 

신장기능 관련 소견

5.7.1 현재까지 시간당 소변량 입원시 (     cc) 입원중최저치(     cc) 조사당일 (    cc)

5.7.2 현재까지 BUN/Cr 변화 입원시(   /    ) 입원중최고치(   /   ) 조사당일(    /    )

5.7.3 급성신부전 여부 □ 예 □ 아니오 □ 모름

5.7.4 투석여부 □ 예 □ 아니오 □ 모름

5.7.5 투석종류 □ 혈액투석 □ 복막투석 □ 기타(         )

5.7.6 기타 신장기능 관련 소견 (                                                      )

5.8

흉부방사선소견

□ X-RAY □ CT □ MRI □기타

촬영일 :              년          월       

    일

판독소견 : 

□ X-RAY □ CT □ MRI □기타

촬영일 :              년          월           

일

판독소견 : 

□ X-RAY □ CT □ MRI □기타

촬영일 :              년          월       

    일

판독소견 : 

□ X-RAY □ CT □ MRI □기타

촬영일 :              년          월           

일

판독소견 : 

5) 환자 의식 상태는 정상적인 대화가 가능하거나, 졸려하거나 일부 알아듣기 부정확 또는 어려운 측면이 있어도 의사 소통이 가

능한 정도면 ‘대화 가능’에 체크, 진정/마취/수면제등을 투여하지 않고도 환자가 대화가 불가능한 수준의 의식수준을 가지고 

있으면 ‘대화 불가능’에 체크, 진정/마취/수면제 등을 투여해 진정되어있는 상태이거나 기타 다른 기재사항이 필요한 경우 

‘기타’에 체크후 사유를 기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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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9

심전도 및 기타 

심장관련 검사 소견

5.10

뇌파/뇌척수액 및 

그외 기타 검사 소견

5.11

치료 약제

5.11.1 환자는 발병 이전에 계절 인플루엔자 예방접종을 받은 적이 있습니까?

□ 있음 (접종일:        년     월     일)   □ 없음      □모름

5.11.2 환자는 발병 이전에 예방적 항바이러스제 투여를 받은 일이 있습니까?

(oseltamivir, zanamivir, peramivir)

□ 있음      □ 없음      □모름

▶ 있는 경우

항바이러스제 명

용량

복용기간       년      월      일 ~       년      월      일

5.11.3 환자에게 항바이러스제를 투여하고 있습니까?

(oseltamivir, zanamivir, peramivir)

□ 있음      □ 없음      □모름

▶ 있는 경우

5.11.4 환자에게 현재 투여 중인 항바이러스제 모두 기재해주십시오.

항바이러스제명 용량 기간 내성검사결과

1

2

3

4

5

항바이러스제 명

용량

복용기간       년      월      일 ~       년      월      일

5.12

조류인플루엔자 

감염 과거력

5.12.1 환자는 조류인플루엔자 인체감염증으로 진단 또는 치료받은 사실이 있습니까?

□ 있음         □ 없음 

▶ 있었던 경우 (국가명 :                           )

    5.12.2 과거 병원 진료일 또는 입원일    년    월   일 (병원명 :                )

5.13 

기타 질환 과거력

(해당 병력에 ☑표시)

□ 과거력이 있음   □ 특별한 다른 과거력이 없음   □ 과거력을 파악할 수 없음 

▶ 과거력이 있는 경우

5.13.1 호흡기계 □ 천식 □ 결핵 □ 기타

5.13.2 심혈관계 □ 고혈압 □ 급성심근경색 □ 심부전 □ 기타

5.13.3 신장질환 □ 신부전 □ 기타

5.13.4 면역계

□ 장기이식력 장기명: 이식년도:

현재복용면역억제제명 : 

□ 장기이식 이외의 사유로 면역억제제 복용 사유 : 

약품명 : 복용기간 : 

□ 자가면역질환 (             ) □ HIV/AIDS □ 기타

5.13.5 내분비계 □ 당뇨 □ 기타

5.13.6 신경계 □ 뇌경색 □ 뇌출혈 □ 기타

5.13.7 수술력
수술명: 년도:

수술명: 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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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위험요인 (해당사항에 ☑표시)

6.1 직업력

발병 10일 이내에 다음과 같은 작업을 한 사실이 있습니까?

6.1.1 직업적으로 감염이 확인된 또는 의심되는 동물과 접촉 □ 예 □ 아니오 □ 모름

6.1.2 조류인플루엔자 검체를 취급하는 실험실에서 근무 □ 예 □ 아니오 □ 모름

6.1.3 보건․의료기관에서 일하고 있음 □ 예 □ 아니오 □ 모름

6.2 조류 접촉력

발병 10일 이내에 다음과 같은 사실이 있었습니까?

6.2.1 가금류, 야생조류와 접촉하였음 □ 예 □ 아니오 □ 모름

6.2.1.1 접촉한 가금류, 야생조류는 무엇입니까? ___________________

6.2.2 동물을 접촉한 장소가 최근 6개월간 AI 발생으로 인해 

동물 이동 금지 조치가 있었던 장소임
□ 예 □ 아니오 □ 모름

6.3 환자 접촉력

발병 10일 이내에 다음 환자와 접촉한 사실이 있습니까?

6.3.1 조류인플루엔자 확진자와 접촉하였음 □ 예 □ 아니오 □ 모름

6.3.2 조류인플루엔자 의심 또는 추정환자와  접촉하였음 □ 예 □ 아니오 □ 모름

6.3.3 기타 원인이 명확하게 밝혀지지 않은 급성호흡기 

증상으로 치료받은 또는 사망한 사람과 접촉하였음
□ 예 □ 아니오 □ 모름

▶ 위(6.3.1, 6.3.2, 6.3.3)의 항목에 ‘예’ 라고 답한 경우

   6.3.4 보호복 착용 여부   □ 예    □ 아니오

▶ 위(6.3.1, 6.3.2, 6.3.3)의 항목에 ‘아니오’ 라고 답한 경우

   6.3.5 다른 추정되는 감염 경로를 기술하여 주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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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접촉자조사 (증상발생일 기준으로 조사 당시 지침 또는 역학조사관이 정하는 기준 (기간/범위)에 따른 접촉자)

7.1 가족 또는 기타 동거인6) 접촉력

이름 성별 생년월일 관계 동거여부 동거기간 발열/호흡기증상유무 치료상황 비고

□발열 □호흡기증상 □입원 □통원

□발열 □호흡기증상 □입원 □통원

□발열 □호흡기증상 □입원 □통원

□발열 □호흡기증상 □입원 □통원

□발열 □호흡기증상 □입원 □통원

□발열 □호흡기증상 □입원 □통원

□발열 □호흡기증상 □입원 □통원

□발열 □호흡기증상 □입원 □통원

7.2 개인보호장비 없이 접촉한 의료인

이름 성별 생년월일 관계 동거여부 동거기간 발열/호흡기증상유무 치료상황 비고

□발열 □호흡기증상 □입원 □통원

□발열 □호흡기증상 □입원 □통원

□발열 □호흡기증상 □입원 □통원

□발열 □호흡기증상 □입원 □통원

□발열 □호흡기증상 □입원 □통원

□발열 □호흡기증상 □입원 □통원

□발열 □호흡기증상 □입원 □통원

□발열 □호흡기증상 □입원 □통원

7.3 기타 해당 사례의 생활공간 이동7) (시간 순으로 기술)

날짜 및 시간 이동수단 및 장소 접촉자 (필요시 그림으로 설명, 접촉자정보를 모를 경우 추정접촉자수로 기술)

6) 법적 관계와 관계없이 증상 발생일 현재 실질적으로 같은 생활공간에서 거주하고 있는 사람 

7) 증상발생 전후로 역학조사관이 정하는 일정 기간 동안의 공간적 이동 내역. 부족시 ‘9. 조사자 또는 역학조사관 의견’란에 기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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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 조사자 또는 역학조사관 의견

8. 환자 치료 경과 (증상발생일 기준 한달 후, 완료된 경우에만 작성)

8.1 치료경과

□ 생존 (□ 중환자실 입원지속 □ 일반병동 입원지속 □ 퇴원 후 외래 추적)

□ 사망 (사망일 :          년        월        일 / 선행사인 :                      )

□ 추적조사 불가 (사유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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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2 수막구균성수막염

1. 개요

1) 개요 : 수막구균(Neisseria meningitidis, Meningococcus)에 의한 감염증

2) 위기분석 : 발생가능성은 낮으나, 과거 군중행사에서 발생사례가 있으므로

주의 필요

2. 역학적 특성

1) 병원체

‣ 수막구균 (Neisseria meningitidis, Meningococcus)

‣ 그람 음성 호기성 쌍구균으로 사람만이 숙주이며, 정상인의 비인두(nasopharynx)

점막에 집락을 형성

‣ 병원성 균주는 외피 밖에 다당질 협막(polysaccharide capsule)을 가짐

* 협막이 없는 균주는 위상변이(phase variation) 때문이거나 협막형성 유전자가 없는 경우이며,

병원성이 없음 

‣ 다당질 협막에 대한 면역원성에 따라 혈청군(serogroup)으로 분류

- 최소 13개의 혈청군(A, B, C, D, X, Y, Z, E, W-135, H, I, K, L)이 있음

- 사람에게 침습적인 질병을 일으키는 혈청군은 A, B, C, W-135, Y이 대부분

    ‧ A혈청군은 과거 범유행을 일으켰던 혈청군이고 현재 아프리카에 흔함

    ‧ B와 C혈청군은 여러 국가에 흔하며, 특히 호주와 뉴질랜드에서는 B혈청군이 

80%에 달함

    ‧ W-135는 메카 성지순례자들에서 유래하여, 2000~2001년 세계적 유행

    ‧ Y혈청군은 미국, 일본, 남아프리카공화국에 흔함

2) 병원소

‣ 사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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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전파경로

‣ 환자나 건강한 보균자의 코나 입의 점막에 있던 수막구균이 비말이나 직접 접촉에

의해 다른 사람에게 전파됨 

- 새로 전파된 수막구균은 비인두 점막에 부착한 후 증식하고 1%이하에서 점막 

세포를 투과해 혈액으로 들어가 발병

‣ 성인의 약 5~10%가 무증상 보균자이고, 대부분 병원성이 없으며 소수에서 

수막구균이 점막을 뚫고 혈행으로 전파되어 전신 증상을 일으킴

3. 임상양상

1) 잠복기 : 2일~10일 (평균 3~4일)

2) 임상증상

‣ 수막구균 감염증은  50%가 수막염, 40%가 패혈증, 10% 기타 감염(폐렴, 관절염, 

후두개염, 중이염, 심낭염 등) 임

‣ 수막구균성수막염 

- 두통, 발열, 경부경직, 오심, 구토, 의식 저하

- 점출혈(petechia)이나 전격자색반(purpura fulminans)이 동반되기도 함

‣ 수막구균 패혈증 

- 감기와 같이 경증부터 발병 24시간이내에 사망할 정도로 전격성인 경우가 흔함

- 갑작스런 발열, 오한으로 시작

- 점출혈(petechia)이나 전격자색반(purpura fulminans)이 동반되기도 함

- 저혈압, 범발성 혈관내 응고증, 산증, 부신출혈, 신부전, 심부전, 혼수 등을 

특징으로 하는 패혈성 쇼크로 급속히 진행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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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발생현황

1) 국내(평창, 강릉, 정선 포함)

‣ 1960년대 이후 매년 40명 이하의 소규모 발생

‣ 2003년 38명을 정점으로 감소하여 2015년 6건, 2016년 6건 신고됨

- 선진국에서의 발생률(10만명당 0.5~4명)으로 추정하면, 매년 250~2,000명이 

발생할 것으로 예상되나 신고건수는 매년 10명 내외 

<연도별 수막구균성수막염 신고 건수> 

구분 2006년 2007년 2008년 2009년 2010년 2011년 2012년 2013년 2014년 2015년 2016년

신고수(명) 11 4 1 3 12 7(2) 4 6 5 6(1) 6

발생률

(10만명당)
0.02 0.01 0.00 0.01 0.02 0.01 0.01 0.01 0.01 0.01 0.01

2) 국외

‣ 세계적으로 중요한 공중보건상의 문제로, 매년 50만명의 환자 발생 추정

‣ 발병률은 대부분의 선진국에서 인구 10만명당 0.5~4명, 개발도상국은 10만명당

10~25명

- 미국은 1990년대 말 10만명당 1.2건에서 2007년 10만명당 0.4건 미만으로 감소

* 1990년대에는 혈청군 B, C가 주로 분리, 2000년대에는 Y가 가장 흔함

‣ 유행은 주로 개발도상국에서 발생하지만 경우에 따라 유럽이나 북아메리카 등의

선진국에서도 일어남

- 아프리카의 에티오피아부터 세네갈에 이르는 sub-Sahara지역은 수막염벨트라고

불리며, 반복적*으로 혈청군 A 수막구균 유행 발생

* 2~4년간 유행 후 8∼14년의 휴지기 이후 다시 유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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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감시 : 전수감시

<진단·신고기준>

◈ 신고범위 : 환자, 의사환자

◈ 신고를 위한 진단기준

○ 환자 : 수막구균 감염증에 부합되는 임상증상을 나타내면서 진단을 위한 검사기준에

따라 감염병병원체 감염이 확인된 사람

  ○ 의사환자 : 임상증상 및 역학적 연관성을 감안하여 수막구균 감염이 의심되나 진단을

위한 검사기준에 부합하는 검사결과가 없는 사람

◈ 임상증상

  ○ 초기에 발열, 근육통, 전신쇠약, 인두염 등이 나타나며, 피부에 출혈소견이 동반

되기도 함

  ○ 수막염이 가장 흔하며 뇌막염의 증상(두통, 구토, 고열, 의식저하)이나 뇌막자극 

징후를 보임

  ○ 수막염 없이 패혈증이 발생할 수 있으며, 패혈증시 저혈압, 범발성 혈관내 응고증, 

산증, 부신출혈, 신부전, 심부전, 혼수 등을 특징으로 하는 패혈성 쇼크로 급속히 

진행할 수 있음

◈ 진단을 위한 검사기준

  ○ 검체(뇌척수액, 혈액, 비인두도찰물 등)에서 N. meningitidis 분리 동정

6. 진단

배양검사

현미경 검사(도말검사)

- 뇌척수액 침사를 직접 슬라이드에 도말 하고 그람 염색을 실시

- 현미경 검경을 통해 대형핵 백혈구 내외에서 그람 음성 쌍구균 확인

7. 치료

3세대 세팔로스포린(세프트리악손 또는 세포탁심) 사용

의심 환자는 즉각 항생제를 투여해야 사망률과 후유증을 줄일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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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관리

환자 관리 : 비말격리 (항생제 치료 시작 후 24시간까지)

접촉자관리 

- 예방적 화학요법 실시

- 밀접접촉자가 발열 등 초기증상 발생 시 즉각적으로 항생제 치료

9. 예방

1) 접종대상: 수막구균 감염 고위험군에 한하여 접종 

- 보체 결핍 등 면역체계 장애

- 비장이 없거나 (비장 절제 등) 또는 기능적 무비증 

- 수막구균을 취급하는 실험실 담당자

- 신입 훈련병 

- 아프리카 수막염벨트를 포함한 수막구균 유행지역 여행자나 체류자, 사우니아라비아 메카 순례 여

행자

- 소속 집단 또는 거주지역에서 수막구균 감염 유행 시

- 접종을 고려할 수 있는 경우 : 기숙사에 거주할 대학교 신입생

2) 국내 사용 중인 수막구균 백신    

멘비오 메낙트라

성분
수막구균(A, C, Y, W-135)

디프테리아변이독소(CRM197)단백결합백신

수막구균(A, C, Y, W-135)

디프테리아톡소이드(DT)단백결합백신

적응증 수막구균 A, C, Y, W-135에 의한 감염병 예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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붙임 역학조사서

Province County Date of investigation
Personal 
number

Meningococcal Disease Case Report Form

Investigator

(조사자) 

Institution(소속기관) : Date of investigation(조사일) : 

    /      /     ( mm/  dd  / yyyy)Name(이름) : Telephone No.(연락처) :

Date reported to CDC 

(신고일)

     /      /        

( mm/  dd  / yyyy)

Reporting clinic

(신고기관)

Clinician

(담당의사)

Type of Reporting Site

(신고처 유형)

○ 폴리클리닉 (○ 평창    ○ 강릉)

○ 선수의무실 (○  평창   ○  정선   ○ 강릉)       ○ 관중의무실 (○  평창   ○  정선   ○ 강릉)

○ 지정/협력의료기관 ( ○  원주기독병원   ○ 강릉아산병원 )        ○ 강원지역 의료기관 

○ 기타 (                                                 )

1. Personal information(인적 정보)
1.1 Name

(이름)

1.2 Date of birth

(생년월일)

     /      /        

( mm/  dd  / yyyy)

1.3 Mobile

(연락처)

1.4 Sex

(성별)

○ Male (남) 

○ Female (여)

1.5 Age

(나이)

1.6 Nationality

(국적)

1.7 Address in Korea

(거주지주소)

1.8 Occupation

(직업)

○ ① Athlete(선수) sport entries(종목)                       

○ ② Coach · Staff(코치, 스텝) 

○ ③ Health care workers(Doctor, Nurse etc.)(의료인)

○ ④ Spectator(관중)   

○ ⑤ Worker with Poultry(가금류 관련 업무 종사자)

○ ⑥ Others(기타)               

1.9 Travel history abroad(해외여행력) ○ Yes (있음) ○ No (없음) ○ Unknown (모름) 

1.10 Arrival(입국일)
       /      /          ∼      /      /        

( mm/  dd  / yyyy)         ( mm/  dd  / yyyy)

1.11 Place of last stay

(within 14 days before arrival)

(입국 전 14일 이내 체류지역)

Country            City          Period     /      /          ∼      /      /    

(국가명)           (도시명)       (기간)   (mm/dd/yyyy)          (mm/dd/yyyy)

2. Test and Diagnosis (검사 및 진단)

2.1 Case classification ○ Confirmed (환자)     ○ Suspected (의사환자)   

2.2

Laboratory 

testing for N. 

meningitidis

(실험실 검사)

Sample 

type

Collection date

( mm/ dd / yyyy)
Result

Sero

-group

Blood
    /     /    

Gram neg dip seen : ○ Yes ○ No  ○ Unknown 

Cultured : ○ Yes ○ No  ○ Unknown 

    /     /    PCR detected :  ○ Yes ○ No  ○ Unknown 

CSF
    /     /    

Gram neg dip seen : ○ Yes ○ No  ○ Unknown 

Cultured : ○ Yes ○ No  ○ Unknown 

    /     /    PCR detected :  ○ Yes ○ No  ○ Unknown 

Other
    /     /    

Gram neg dip seen : ○ Yes ○ No  ○ Unknown 

Cultured : ○ Yes ○ No  ○ Unknown 

    /     /    PCR detected :  ○ Yes ○ No  ○ Unknow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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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Clinical information(임상 정보)
3.1. Date of onset of symptoms

      (증상발생일시)

     /      /        ,    onset time :       am/pm     □ Unknown

( mm/  dd  / yyyy)

3.2. Presentation

(임상진단)

□ Septicemia □ Bacteremia □ Meningitis □ Pneumonia

□ Septic arthritis  □ Epiglottitis/pharyngitis  □ Conjunctivitis

□ Other (                                                  )

3.3.Sign and Symptoms

(증상)

Fever

(발열)

□ Yes □ No □ Unknown

Hightest Temp :          

Nausea/vomiting

(오심/구토)
□ Yes □ No □ Unknown

Headache

(두통)
□ Yes □ No □ Unknown

Neck stiffness

(경부강직)
□ Yes □ No □ Unknown

Petechial/

purpuric rash

(점상출혈/자반)
□ Yes □ No □ Unknown

Photophobia

(눈부심)
□ Yes □ No □ Unknown

Confusion

(혼돈)
□ Yes □ No □ Unknown

Consciousness 

change

(의식변화)
□ Yes □ No □ Unknown

Others

(기타)

3.4 Underlying disease

(기저질환)
                          

3.5 Hospitalized

□ Yes □ No □ Unknown

Name of Hospital :                  Admission date (      /      /      ,  mm/  dd  / yyyy)  

ICU admission  □ Yes □ No □ Unknown

3.6 

Complication

(합병증)

□ Hearing loss  □ Amputation of digit(s) □ Amputation of limb(s) □ Skin scarring

□ Neurological deficit □ No complication □ Other (                               )

□ Unknown

3.7 Progress and 

Outcome

(치료경과)

○ Continuation of treatment(치료 중) (○ improving(호전)  ○ aggravating(악화)  ○ stationary(유지) )

○ Discharge (퇴원) (○ recovery(회복)  ○ Transfer(전원)  ○ Deceased(사망))

○ Other(기타) (                                                                 )

3.8 

V a c c i n a t i o n　

status(prior to onset)

(백신접종력)

○ Yes(접종함)  specify                                (      /      /      ,  mm/  dd  / yyyy)

○ No(접종 안함)  ○ Unknow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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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Epidemiologic information (역학 정보)

4.0 Risk factor

(위험요인)

○ Chidcare facility  ○ School or University  ○ Military

○ Residence in dormitory (specify :                                            )

○ Smoker 

○ Others (                                      )

4.1 A contact of person with 

known case  for previous 2 

weeks

    (유사사례 접촉력)

○ Yes (있음) ○ No (없음) ○ Unknown (모름) 

If “Yes”, contact type and date (“예”인 경우, 접촉종류와 날짜 기재)

○ Roomate ○ Same team including staff ○ others :               

Last contact date:      /      /     ( mm/  dd  / yyyy)

3.3 Medical history for previous 

2 weeks

  (의료기관방문력)

○ Hospitalized (입원)  Name of Hospital :                  

                       Admission date (      /      /      ,  mm/  dd  / yyyy)  

○ Outpatient (외래)   Name of clinic :                  

                      Visit date (      /      /   ,  mm/  dd  / yyyy)  

○ Polyclinic (폴리클리닉) Name of clinic :                  

                         Visit date (      /      /   ,  mm/  dd  / yyyy)  

○ Not visit (미방문)

4.2 Travel history in Korea for 

previous 2 weeks

    (여행력)

○ Yes (있음) ○ No (없음) ○ Unknown (모름) 

If “Yes”, location and date (“예” 일 경우 여행장소와 여행날짜)

location(장소) :                   date(날짜):      /      /     ( mm/  dd  / yyyy)

4.Game attendes after symptom 

onset

   (증상발생 이후 경기참석 여부)

○ Yes (있음) ○ No (없음) ○ Unknown (모름) 

If “Yes”, which game did you attend?

stadium:                        date :        /      /        ( mm/  dd  / yyyy)

stadium :                        date :        /      /        ( mm/  dd  / yyyy)

stadium :                        date :        /      /        ( mm/  dd  / yyyy)

5. Contacts (접촉자)

5.1 Contacts 

(접촉자)

*접촉자 관리는 

별도의 접촉자 

명단 작성 

N=                (the number of contact) 

Name(이름) Type of Contact (접촉종류) Symptom (증상여부) Antibiotics(항생제 투약) 

□ Roommate  

□ Same team including staff   

□ Others (                    )

□Yes □ No □ Unknown

□Yes (    /    /      ) 

□ No

□ Unknown

□ Roommate  

□ Same team including staff   

□ Others (                    )

□Yes □ No □ Unknown

□Yes (    /    /      ) 

□ No

□ Unknow

□ Roommate  

□ Same team including staff   

□ Others (                    )

□Yes □ No □ Unknown

□Yes (    /    /      ) 

□ No

□ Unknow

□ Roommate  

□ Same team including staff   

□ Others (                    )

□Yes □ No □ Unknown

□Yes (    /    /      ) 

□ No

□ Unknow

□ Roommate  

□ Same team including staff   

□ Others (                    )

□Yes □ No □ Unknown

□Yes (    /    /      ) 

□ No

□ Unknow



195

붙임� 1 감염병의 신고·보고 및 역학조사 체계

구분 감염병 신고․보고
역학조사 주관 역학조사

시기
주관부서

개별 유행

1군

콜레라

장티푸스

파라티푸스

세균성이질

장출혈성대장균감염증

A형간염

지체없이 

신고·보고
시·군·구

아래의

유행역학조사

기준에 따름

지체없이
감염병

관리과

3군

결핵3)

지체없이 

신고·보고

시·군·구

시·군·구

(시·도, 

중앙)

7일 이내

결핵에이즈

관리과

결핵조사과

레지오넬라증 시·도
시·도

(중앙)
3일 이내 감염병

관리과
수막구균성수막염 시·군·구5) 시·도 지체없이

4군

중동호흡기증후군

(메르스)
지체없이 

신고·보고
시․도

시·도

(중앙)

지체없이
위기대응

총괄과
동물인플루엔자

인체감염증 중앙

바이러스성출혈열

지정
장관감염증,

급성호흡기감염증4)

표본감시, 

7일이내 신고, 

주 1회보고

-

아래의

유행역학조사

기준에 따름

-
감염병

관리과

※ 역학조사 주관이 “중앙”이라 함은 관할 시·군·구 및 시․도에 중앙(주관부서)이 직접 지원함을 말함

※ 시․군․구 역학조사반이 주관하는 역학조사 대상 감염병 중 사망, 중증합병증, 비전형적인 사례인

경우 임상경과, 주치의 의견, 사망원인판단, 역학조사반 의견 등 심층역학조사는 시·도 역학

조사반에서 실시
1) 2) 수두/유행성이하선염 : 개별 사례 역학조사는 수두(폐렴, 뇌염 등), 유행성이하선염(뇌수막염, 

고환염) 등 합병증 또는 사망이 발생한 사례에 한하여 시․군․구 역학조사반에서 실시
3) 결핵 : 도말양성환자의 개별역학조사서에 대해서는 3일이내 실시, 유행은 국가결핵관리지침 내 

중점사례기준에 따름
4) 급성호흡기감염증 : 산후조리원 등에서 집단발생 시 역학조사 실시
5) 1명의 환자가 발생한 개별사례라도 집단생활자(기숙사, 군대 등) 중 발병되어 집단발병 가능성이

있는 경우는 시도가 지체 없이 역학조사 시행 

□ 유행 역학조사 실시 기준(1군 감염병 및 장관감염증(수인성·식품매개질환), 급성호흡기감염증)

구분 유행 역학조사 실시 기준 

중앙

○ 시․도 역학조사반의 역학조사가 불충분하거나 불가능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 긴급한 역학조사가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 두 개 이상의 시도에서 발생하는 경우

시․도
○ 시군구 역학조사반의 역학조사가 불충분하거나 불가능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 두 개 이상의 관할 시군구에서 수인성․식품매개질환, 급성호흡기감염증 유행의 경우

시․군․구 ○ 관할지역에서 발생하는 수인성․식품매개질환, 급성호흡기감염증 유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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붙임� 2 감염병 발생 시 조치사항

1) 환자 관리

감염병명 조치사항

수인성․식품매개감염병

○ 신속한 환자발견 및 의심병원체 확진검사

○ 역학조사를 통한 감염원 및 감염경로 파악

○ 환자격리 및 주변 환경 소독

○ 해당 감염병 정보제공 및 보건교육

호흡기 감염병

○ 호흡기 증상이 있는 경우 접촉 제한 및 마스크 착용

○ 신속한 환자발견 및 의심병원체 확진검사

○ 역학조사를 통한 감염원 및 감염경로 파악

○ 환자격리 및 주변 환경 소독

○ 해당 감염병 정보제공 및 보건교육

홍역
○ 역학조사를 통한 감염원 및 감염경로 파악

○ 환자격리 및 접촉자 조사

결핵

○ 환자 발생 시 결핵 신고 및 사례조사 실시  

○ 전염성 환자인 경우 2주간 복약확인, 근로자 또는 학생은 전염성 

소실 시까지 업무종사 및 등교 일시제한 조치

○ 결핵 치료 및 보건교육 실시

○ 가족 및 집단에 대한 접촉자 조사 시행 

중동호흡기증후군

(메르스)

○ 중동호흡기증후군(메르스) 의심환자 발견

○ 의심환자 국가지정격리병상 이송 및 격리

○ 중동호흡기증후군(메르스) 확진검사 시행

○ 접촉자 조사 및 수동감시 시행

○ 의심환자 격리해제 및 교육

바이러스성출혈열

○ 바이러스성출혈열 의심환자 발견

○ 의심환자 국가지정격리병상 이송 및 격리

○ 바이러스성출혈열 확진검사 시행

○ 접촉자 조사 및 능동감시 시행

○ 의심환자 격리해제 및 교육

동물인플루엔자인체감염증

(AI)

○ 동물인플루엔자인체감염증 의심환자 발견 및 격리

○ 동물인플루엔자인체감염증 확진검사 시행

○ 검사결과 양성의 경우 국가지정격리병상 이송 및 격리

○ 항바이러스제 치료적 용법 투약 실시

○ 접촉자 조사 및 수동감시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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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접촉자 관리

감염병명 접촉자관리

수인성․식품매개감염병

○밀접접촉자는 마지막 폭로가능 시점부터 감염병의 최대 잠복기간까지 

발병여부를 감시

○식품업종사자, 수용시설 종사자 등은 검사결과가 나올 때 까지 음식취급, 

보육, 환자간호 등 금지

○A형간염의 경우 2주 이내 예방접종 또는 면역글로불린 접종 실시

○증상 발생시 즉시 의료기관을 방문하도록 지도

호흡기감염병

○밀접접촉자는 마지막 폭로가능 시점부터 감염병의 최대 잠복기간까지 

발병여부를 감시

○증상 발생시 즉시 의료기관을 방문하도록 지도

홍역

○면역력 있는사람 : 증상발생 모니터링

○면역력 없는 사람(감수성자) : 노출후 72시간 이내 백신 접종

○감수성자 중 백신접종이 금기인 경우: 노출후 6일 이내에 면역글로블린 접종

결핵

○접촉자조사 실시 

- 결핵검사 : 대상자 전원 흉부 X선 검사(필요시 추가 흉부 CT검사) 시행
  * 결핵 의심 소견이 있는 경우 객담검사 시행

- 잠복결핵감염검사 : 대상별로 해당 잠복결핵감염검사 실시 

- 접촉자조사 대상 전원에 대해 추구 흉부 X선 검사 실시 등 추구관리

○잠복결핵감염자에 대해 잠복결핵감염치료 실시(치료 동의자에 한함) 및 

추구관리 

예방접종 대상 감염병

○환자 발생 집단 내에서 유행종료 시점까지 추가환자 발생 감시

○증상 발생시 즉시 의료기관을 방문하도록 지도

○환자 접촉자 중 면역이 없는 경우 예방접종 또는 노출 후 예방요법 시행

중동호흡기증후군

(메르스)

○중동호흡기증후군(메르스) 의심환자의 밀접접촉자는 노출일로부터 14일간 

수동감시 실시, 의심환자 격리해제 시 종료

○중동호흡기증후군(메르스) 확진환자의 밀접접촉자는 노출일로부터 14일간 

격리 및 능동감시(1일 1회이상 전화) 실시

○(밀접접촉자) 역학조사관이 접촉자로 확인한 자로 적절한 개인보호구를 

착용하지 않고 다음 중 하나 이상에 해당하는 경우

- 환자와 2미터 이내에 머문 경우

- 같은 방 또는 공간에 머문 경우
  *의료기관내 공간(응급실,의무실,처치실,검사실,중환자실,병실,병동 등)

  *교통수단 공간(버스,기차,항공기 등), 거주시설 공간(고시원,기숙사,요양시설   등), 

공용시설(식당,체육관,찜질방 등)

- 환자의 호흡기 분비물과 직접 접촉한 경우

○(일상접촉자) 확진환자와 동일한 시간 및 공간에서 활동한 자 중 의심 또는 

확진 환자의 유증상기에 적절한 개인보호구를 착용하지 않고, 감염노출 

또는 접촉을 배제할 수 없어 모니터링과 관리가 필요하여 역학조사관 등이 

판단한 자

바이러스성출혈열

○바이러스성출혈열 의심환자의 접촉자는 의심환자의 결과판정 전까지 

수동감시

○바이러스성출혈열 확진환자의 접촉자는 노출정도에 따라 중위험/고위험 

구분, 중위험접촉자는 능동감시/일부 활동제한 권고 등, 고위험접촉자는 

자가격리, 능동감시

조류인플루엔자

인체감염증

○최종노출일 이후 10일간 모니터링, 첫 노출 후 48시간 이내 항바이러스제 

투여(1일2회권장), 일회성 노출시에는 5일간투여하고 지속적노출(가족내접촉)인

경우 10일간 투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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붙임� 3 감염병 환자 입원격리 의료기관

1) 강원도 지역

의료기관명 소재지 전화번호

계 - -

강릉의료원 강릉시 경강로 2007 033-610-1200

해당 감염병

(메르스, 동물인플루엔자

인체감염증 포함)

강원대학교병원 춘천시 백령로 156 033-258-2000

강릉동인병원 강릉시 강릉대로 419 033-651-6161

해당 감염병

(메르스, 동물인플루엔자 

인체감염증 제외)

원주기독병원 원주시 원일로 20 033-741-0114

원주의료원 원주시 서원대로 387 033-761-6911

춘천성심병원 춘천시 삭주로 77 033-240-5000

속초의료원 속초시 영랑호반길 3 033-630-6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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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국가지정 음압병상 현황 (2018.1월 기준)

* 충남도·세종시(국가지정 입원치료병상 부재)는 충북지역 충북대병원의 병실 활용

연번 시․도 의료기관명

1

서울

국립중앙의료원

2 서울대병원

3 서울의료원

4 중앙대병원

5 한일병원

6
부산

부산대병원

7 부산시의료원

8
대구

대구의료원

9 경북대병원

10

인천

가천대길병원

11 인하대병원

12 인천의료원

13
광주

조선대병원

14 전남대병원

15 대전 충남대병원

16 울산 울산대병원

17
경기

명지병원

18 분당서울대병원

19
강원

강원대병원

20 강릉의료원

21 충북 충북대병원

22 충남 단국대천안병원

23 전북 전북대병원

24 전남 국립목포병원

25 경북 동국대경주병원

26 경남 경상대병원

27 제주 제주대병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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붙임� 4 감염병별 격리기준

감염병명 격리 입원기준 격리 입원 기관
입원치료비

지원

수인성․식품

매개감염병

○각 감염병별 격리해제의 검사기준을 충족

할 때까지 격리치료

○입원치료 대상 : 제1군 감염병(콜레라,장티푸스,

파라티푸스,세균성이질,장출혈성대장균감염증,

A형간염)

- 법정감염병 진단․신고 기준에 따라 환자, 

의사환자, 병원체보유자로 진단된 경우

협력의료기관

(단, 협력의료기관 내 입원가능

시설이 없는 경우, 1인실 입원

가능한 시설에 격리치료)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41조, 제42조

-내국인(지방비부담)

-외국인(국고100%)

예방접종 대상 

감염병

○감염병 격리기준에 따라 격리치료

○입원치료 대상 : 홍역

협력의료기관

(단, 협력의료기관 내 입원가능

시설이 없는 경우, 1인실 입원

가능한 시설에 격리치료)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41조, 제42조

결핵

○다제내성(광범위약제내성 포함) 전염성 호흡기

결핵환자

○치료 비순응 환자

협력의료기관

(단, 협력의료기관 내 입원가능

시설이 없는 경우, 1인실 입원

가능한 시설에 격리치료)

결핵예방법 

제20조

중동호흡기

증후군

(메르스)

○의심환자 분류 시(역학조사관 판단 분류) 

지체없이 국가지정격리병상 이송 및 격리 시행

○역학적 연관성이 낮고 경증 호흡기증상인 

의심환자는 1회 검사 결과 음성 후 격리해제

○역학적 연관성이 높거나 중증 호흡기증상인

의심환자는 2차 검사 결과 음성 후 격리 해제

○확진환자는 증상이 모두 사라진 다음 48

시간이 지나고 24시간 간격으로 PCR 검사

결과 2회 음성이 나올때까지 격리

국가지정 입원치료병상  및 

지역별 거점병원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41조, 제42조

-내국인(지방비부담)

-외국인(국고100%)

바이러스성

출혈열

○의심환자 분류 시(역학조사관 판단 분류) 

지체없이 국가지정격리병상 이송 및 격리 

시행

○의심환자의 경우 1차 검사 결과 음성이면 

증상발현시점 72시간 이후에 2차 RT-PCR

실시하여 음성이명 격리 해제하고, 능동감시만

유지

○확진환자는 증상이 72시간 동안 없고, 일상

생활이 가능하며, 24시간 이상 간격으로 

2회의 RT-PCR에서 음성이면 격리해제

국가지정 입원치료병상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41조, 제42조

-내국인(지방비부담)

-외국인(국고100%)

동물인플루엔자

인체감염증

○의심환자 분류 시(역학조사관 판단 분류) 

지체없이 격리치료

○검사결과 양성의 경우 국가지정격리병상 

이송 및 격리 시행

협력의료기관

(단, 협력의료기관 내 입원가능

시설이 없는 경우, 1인실 입원

가능한 시설에 격리치료), 국가

지정격리병원 및 지역별 거점병원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41조, 제42조

-내국인(지방비부담)

-외국인(국고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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붙임� 5 인후 및 비인두 도찰물 채취 방법

검체 채취 및 보관 시 유의사항

•인후 및 비인두 도찰물 채취방법

  ‒ 바이러스수송배지 (Virus Transport Medium, VTM) 키트 안에 동봉된 면봉을 이용,  환자 인후 또는 비인두 

부위를 도찰한다.

<비인두도찰 검체 채취 방법>

출처: 인플루엔자, 신종인플루엔자 범 부처 사업단(TEPIK)

•검체 용기 보관 방법

  ‒ 수송배지가 담긴 병에 도말한 면봉을 담그고 병마개 부위에서 면봉을 부러뜨린 후 뚜껑

을 단단히 잠그도록 한다.

  ‒ 부러뜨릴 때 안쪽에 손이 닿아 오염되지 않게 주의한다.

  ‒ 검체가 담긴 병은 즉시 냉장고(4℃)에 보관한다.

•검체채취 후 반드시 채취용기에 환자의 인적사항(성명, 성별, 연령) 및 채취일을 기입한다.

• ʻ검사의뢰서 및 동의서ʼ를 작성하여 검체와 함께 의뢰한다.

   (4℃ 유지).

부러뜨림

검체보관 및 수송시 유의사항

∙검체 수송 시에는 질병관리본부에서 제정한 “감염성물질 안전 수송 지침” 내용을 준수하여 진행한다. 

∙아이스박스에 얼음 또는 냉매를 넣어 냉장 (4℃ 정도)으로 내부가 유지되도록 한다.

∙반드시 실험실 검사의뢰서 및 동의서를 같이 송부하여야 한다.

∙검체 채취 후 4℃ 냉장고에 보관하였다가 가능한 48~72시간 이내에 보건환경연구원으로 바로 송부하도록 한다. 

※ 주의：72시간 이내 송부가 어려운 경우 ‒70℃에서 보관하도록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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붙임� 6 중동호흡기증후군 검체 채취 및 검사방법 

� 검체 종류

하기도 및 상기도검체*, 혈액 등 3종류 검체 필수 채취

* 하기도검체 채취가 불가능한 경우 상기도검체 및 혈액검체만 송부할 수 있으나, 상기도검체 

및 혈액검체의 검사결과가 음성이어도 양성을 배제할 수 없고 역학과 임상을 고려하여 결과를

판정해야 함

< 검체 종류 용기 및 용량 채취시기 및 회수 >

번호 검체 종류 용기 및 용량 채취시기 및 회수

1 하기도

․ 객담

․ 기관지흡입물

․ 기관지 폐포 세척액 중 선택

․ (용기) 멸균 50ml 튜브

․ (검체량) 3ml 이상 ․ (적정시기)증상 발현 후 

7일 이내

⁕ 단, 7일 이후라도 증상

지속 시 검체 채취 가능 

․ (간격)증상발현 후 

48~72시간

․ (회수)2회

2 상기도

․ 인두도찰물

(비인두와 구인두 혼합)

․ 비인두흡인물

․ 비강흡인물 중 선택

․ (인두도찰물용기)하나의 VTM배지에 비인두와

구인두 도찰물 동시 채취

․ (흡인물용기) 멸균 50ml 튜브

․ (흡인물검체량) 3ml 이상

3 혈액
․ (용기)Plain 튜브

․ (검체량) 5~10ml

� 검체 채취 방법

검체 채취 시, N95 동급의 마스크, 장갑, 가운, 고글 등의 개인보호구를 필수 적으로

착용해야 함

하기도 검체 채취 방법

- 객담(Sputum) : 멸균용기(객담통 등)에 타액 등이 포함되지 않도록 기침을 

유도하여 채취

* 검체가 오염되지 않도록 주의하고 수송 시 누출되지 않도록 완전히 밀봉(3중 포장)

<객담 채취 방법>

1. 구강 세척 2. 무균용기 사용 3. 기침유도하여 

객담채취

4. 완전밀봉

(4℃유지)



203

- 기관지 폐포세척액(Bronchoalveolar lavage fluid, BAL) : 국소 병변(focal lesion)이

관찰되는 폐엽(lobe)에서 호흡기내과 전문의 주관으로 채취

상기도 검체 채취 방법

- 비인두도찰물과 구인두도찰물을 동시에 채취하여 하나의 VTM 배지에 담아 수송

- 비인두도찰물(Nasopharyngeal swab) : 콧구멍을 지나 하비갑개 중하부(구인두)에서

가서 분비물을 긁어서 채취

- 구인두도찰물(Oropharyngeal swab) : 혀를 누르고 인두후벽에서 분비물을 

긁어서 채취

검체 포장 방법

- 환자로부터 채취된 검체가 포함된 1차 용기를 소독처리(70% ethanol)한 후 

라벨 작성

* 병원명, 검체종류, 채취일, 환자명, 성별, 나이 등의 정보 표시

- 소독 처리된 1차 용기를 흡수제(종이타올 등)로 감싼 후 2차 용기에 넣음

- 2차 용기의 뚜껑을 단단히 잠근 후 3차 용기에 넣음

- 검체 의뢰서를 3차 용기 뚜껑 사이에 넣은 후 포장

- 3차 수송용기 겉면에 보내는 사람, 받는 사람, 응급상황 시 연락처를 기재

- 3차 수송용기를 아이스박스에 넣은 후 냉매제(아이스팩)를 용기 주변 4면에 

삽입

- 포장된 아이스박스의 겉면에 감염성 물질 표식, UN 3373 표식, 방향 표식, 

보내는 사람, 받는 사람, 응급상황 시 연락처 등을 기재

구분 1차 용기 2차 용기 3차 용기

포장용기

<포장용기 예시>



204

붙임� 7 수인성·식품매개감염병 검체 채취 방법

� 인체 검체 채취방법 및 수송

대변검체 채취방법(대변채취키트 사용) 

   ① 대변채취키트(키트는 중앙의 얇은 대변용기와 이를 고정하고 있는 본체로 구성)

   ② 평평한 바닥에 글씨가 있는 부분이 위로 향하게 대변채취키트를 놓고 본체의

양쪽 접혀진 부분을 이용하여 양쪽 가장자리를 세움, 키트의 대변용기(둥그런

얇은 종이)를 잘 정돈하여 접시모양으로 만듬, 본체의 양쪽 끝에 달려있는 

고정용 스티커의 아래쪽 종이를 제거함

   ③ 키트를 변기의 중앙부분으로 내린 후 변기의 뒤쪽으로 약간 이동시켜 고정용

스티커를 변기 좌석부분에 고정(변기 좌석의 약간 뒤쪽으로 위치하게 고정)

   ④ 대변을 본 후 검사에 필요한 만큼만 대변 검체(2g 이상) 채취 스푼을 사용하여

대변 채취통에 담음

   ⑤ 키트의 대변용기와 본체가 연결된 네 귀퉁이의 고정 부분을 세워 대변이 담긴

대변용기를 변기속에 버림

   ⑥ 남겨진 키트 본체는 변기 좌석에서 제거하여 휴지통에 버림

   ⑦ 채변통은 4℃ 냉장보관함

직장도말 채취방법

   ① 오염을 막기 위해 손을 깨끗하게 씻고 위생장갑을 착용, 그 후 봉투를 개봉하고

직장도말용 면봉을 봉투에서 빼지 않은 채 수송배지의 뚜껑을 연 후

   ② 직장도말용 면봉을 수송 배지액에 적심

   ③ 대상자의 항문에 힘을 빼게 한 다음, 한손으로 엉덩이를 벌리고 다른 한 손으로

항문에 직장도말용 면봉을 2.5∼4cm 정도 삽입하고 천천히 돌려 검체를 채취

   ④ 직장도말용 면봉에 대변이 충분히 묻어 있음을 육안으로 확인한 후, 면봉이 

오염되지 않게 주의하여 수송배지에 넣음, 이 때 확인되지 않은 검체는 폐기하고

재 채취

   ⑤ 검체명, 검체 종류, 채취날짜 등 필요사항을 수송배지에 기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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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장도말 검체 채취 방법

� 인체 검체 수송

대변검체 및 직장도말의 보존 및 수송

－ 검체는 수인성·식품매개 감염병 검체검사 의뢰서(서식21)를 첨부하여 검사기

관으로 수송하는 것을 권고함

－ 대변검체는 채취 후 24시간 이내에 냉장상태로 검사기관에 수송

－ 수송배지 및 검체용기는 검체가 새지 않도록 잘 밀봉하고 방수용 라벨 부착 

－ 각각의 검체 용기를 격벽이 있는 상자에 얼음이나 얼음팩을 넣고 얼음 또는 

얼음팩에 직접 닿지 않도록 운송 

혈액검체

－ 아이스박스에 얼음이나 아이스팩을 넣어 냉장상태를 유지하여 수송하여야 함 

－ 장티푸스, 파라티푸스 : 혈액 3mL 채취하여 항응고제가 첨가된 시험관에 넣어

시험기관으로 이송, 채혈 후 적어도 30분 이내에 검사실로 보내고 부득이한 

경우 냉장 보관함

－ A형간염 : 혈액 3mL 채취하여 항응고제가 첨가되지 않은 시험관에 넣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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붙임� 8 감염병 검사 체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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붙임� 9 주요 감염병별 발생지역

감염병명 발생국가 또는 발생지역

중동호흡기  

증후군

(MERS)

아라비안반도 및 그 인근 국가(지역) 

바레인, 이라크, 이란, 이스라엘, 요르단, 쿠웨이트, 레바논, 오만, 카타르, 

사우디아라비아, 시리아, 아랍에미리트, 예멘

조류인플루엔자

인 체 감 염 증

(AI-H7N9)

중국*

* 지난 절기 발생지역(27개): 장쑤성, 광둥성, 저장성, 안후이성, 후난성, 장시성, 

푸젠성, 구이저우성, 산둥성, 쓰촨성, 허베이성, 후베이성, 허난성, 상하이, 

마카오, 랴오닝성, 광시성, 충칭, 깐수성, 티벳, 베이징시, 톈진, 지린성, 산시(陝西)성, 

산시(山西)성, 내몽골자치구, 윈난성, 신장

바이러스성  

출혈열

(라싸열)

라싸열 토착지역 및 최근 유행지역 

- (토착지역) 대부분 기니, 시에라리온, 라이베리아, 나이지리아 같은 서아프리카 지역

- (최근 유행발생) 부르키나파소(’17.3), 베냉(’16.6), 나이지리아(’16.5), 라이베리아(’16.5)

지카바이러스

감염증

지역 최근 발생국가(73개국)
과거 발생국가

(12개국)

아시아

(11개국)

몰디브, 싱가포르, 인도네시아, 태국, 방글라데시, 캄보디아, 

라오스, 말레이시아, 필리핀, 베트남, 인도

중남미

(48개국)

가이아나 공화국, 과테말라, 그레나다, 니카라과, 네덜란드령

보네르·세인트유스타티우스·사바, 네덜란드령 신트마르텐, 

네덜란드령 아루바, 네덜란드령 퀴라소, 도미니카공화국, 

도미니카 연방, 멕시코, 영국령 몬트세랫, 미국령 버진

아일랜드, 바하마, 바베이도스, 베네수엘라, 벨리즈, 볼리비아, 

브라질, 수리남, 세인트 빈센트 그레나딘, 세인트 루시아, 

세인트키츠네비스 연방, 아르헨티나, 앤티가바부다, 에콰도르, 

엘살바도르, 영국령 버진아일랜드, 영국령 앵귈라, 영국령 

터크스가이코스군도, 온두라스, 자메이카, 코스타리카, 콜롬비아,

쿠바, 트리니다드 토바고, 파나마, 파라과이, 페루, 푸에르토리코, 

프랑스령 기아나, 프랑스령 생마르탱, 아이티

칠레(이스터섬), 

프랑스령 생바르텔르미,

과들루프, 

마르티니크, 

영국령 케이맨제도

북미

(1개국)

미국(플로리다 주 Miami-Dade county (Miami city 포함), 

Broward county, Pinellas county, Palm Beach county 및 

텍사스 주 Cameron county) 

-

오세

아니아

(13개국)

마셜제도, 사모아, 솔로몬제도, 통가, 

파푸아뉴기니, 피지

쿡제도, 프랑스령 

폴리네시아, 

프랑스령 뉴칼레도니아,

바누아투, 미국령

사모아, 마이크로

네시아, 팔라우공화국

아프리카

(12개국)

기니비사우, 앙골라, 카보베르데, 가봉, 세네갈, 부르키나파소,

브룬디, 카메룬, 중앙아프리카공화국, 코트디부아르, 나이지리아,

우간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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붙임� 10 평창올림픽 대비 신종감염병 환자관리 체계(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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붙임� 11 PyeongChang 2018 Olympic Games Health Care Guide

  12. Public Health Services and Related Policies

Public health services including, but not limited to, disease surveillance, 

communicable disease control, health protection (through water and air quality 

control) and environmental health issues will be in place throughout the 

venues where the Games are held.

We request that the NOCs report any member of their delegation who shows 

persistent signs of fever, diarrhea, conjunctival redness, or rash to the medical

staff at the venue medical stations or the polyclinics. Our public health 

officers will conduct further epidemiological investigations and make appropriate

interventions as necessary, while providing any important updates on the situation.

The PyeongChang 2018 Winter Games will be a smoke-free Games. Smoking and 

tobacco consumption in any form will be prohibited within all PyeongChang 

2018 venues. There will be designated areas for smoking outside of the venues.

There are no vaccination requirements for entry into the Republic of Korea. 

However, participants and tourists are reminded that there are risks of viral and

bacterial food-borne illnesses, especially when consuming food purchased from 

street vendors. Frequent hand-washing and consumption of bottled water are 

strongly recommended. As such, Hepatitis A vaccination is recommended as a 

precau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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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ince the Olympics take place during the peak of the influenza season, those 

who have not yet been vaccinated are strongly advised to receive influenza 

vaccination before the event. When coughing, participants and tourists are 

urged to cover their noses and mouths with their sleeves consider wearing 

masks.

No vaccines or medications are necessary for diseases transmitted by 

mosquitos, such as malaria and Japanese encephalitis, as there is no risk of 

transmission during the winter season.

To prevent the spread of STDs/STIs, the use of condoms and safe sex habits 

are strongly advised.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