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책으로 만나는 감염병 이야기 
- 설연휴에 읽기 좋은 감염병 관련 도서 -

#메르스 # 바이러스 유행
 3년 전 우리 사회는 메르스 사태를 겪었다. 저 먼 중동에서 낙타를 통해 전파된 한 명의 환자가 

비행기를 통해 한국에 들어왔고, 우리 사회의 수많은 안전망들을 피해 많은 사상자와 손실을 

입혔다. 우리가 흔히 아는 감기나 독감을 일으키는 바이러스가 아닌, 걸린 것만으로도 사람을 

사망에 이르게 하는 바이러스. 그 바이러스의 위험성을 우리 사회에 여실히 깨닫게 해주었다. 

 이 책의 저자는 메르스 이전에 이 책을 지었지만 책 곳곳에서는 메르스를 예견하는 통찰력이 

드러나 있다. HIV(AIDS 유발 바이러스)나 에볼라바이러스처럼 다른 동물에서 전파된 바이

러스가 사람에게 위협이 될 수 있음을 경고하였고, 세계화를 통해 어디서 발생하든 전 세계로 전

파될 수 있음을 경고하였다. 그의 경고는 슬프게도 한국에서 완벽히 현실화가 되었다. 

 메르스 유행은 종결이 선언되었지만 우리는 아직도 메르스를 무서워하고 대비하고 있다. 

그러나 더 무서운 것은 지금도 세계 곳곳에서 발생하고 있는 새로운 바이러스들이다. 세계는 

좁아졌지만 아직 우리는 세계의 많은 위협이 우리 근처로 오는 것에 대해 대비하지 못하고 

있다. 이 책은 후반부에 우리가 그 위협에 어떻게 대비해야 하는지 친절하게 설명하고 있다. 

여러모로 바이러스 유행의 시작부터 끝까지 알려주는 흥미로운 책이 아닐 수 없다. 

(경기도 역학조사관 양경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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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염병정보]

#에볼라 #CDC #역학조사관 #생물테러 #음모
 로스앤젤레스에서 공포의 감염병 발생! 오한, 발작에 가까운 두통, 설사, 토혈 그리고 죽음, 

그러기까지 채 이틀도 걸리지 않았다. 

 1976년 아프리카 자이르(현 콩고민주공화국)에서 발생했던 에볼라바이러스병이 미국 로스

앤젤레스를 시작으로 제2, 제3의 도시로 확산된다. CDC(질병통제센터)의 신입 역학조사관 

닥터 마리사는 역학조사 중 감염자의 기묘한 공통점을 확인하게 되고 그 뒤에 가려진 음모가 

있음을 직감하게 되는데....  

 1987년 출간 당시 뉴욕타임스의 베스트셀러로 선정된 <감염>은 1995년 국내에서 출판되었

고, 메르스가 있었던 2015년 중판으로 다시 발간되었다. 이 책의 저자 로빈쿡은 의학스릴러

계의 거장으로 돌연변이, 코마 등 30편이 넘는 의학 소설을 집필했다. 실제 하버드 출신의 안과

의사인 로빈쿡은 에볼라라는 엄청난 위력을 가진 감염병 위에 현실성을 더해 빠른 전개와 
놀라운 흡입력으로 독자들에게 마치 눈앞에서 영화를 보고 있는 것과 같은 몰입도를 
선사한다.

 한편의 감염병 위기대응 시나리오를 보는 듯한 착각을 불러일으키는 <감염>에는 에볼라바이

러스병 외에 마버그열, 레지오넬라증 등과 같은 감염병도 등장해 감염병에 관심 있는 독자들의 

흥미를 더하며, 미국 CDC와 EIS(Epidemic Intelligence Service)시스템도 엿볼 수 있다. 

(경기도 감염병관리지원단 연구원 박은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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