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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번주는 수두 248건, 유행선이하선염 104건, 성홍열 70건, C형간염 45건 순으로 신고되었습니다.
□ 신학기 개학으로 인해 유행성이하선염은 지난 4주 평균대비 증가 양상을 보이고 있으며, 수두는 지난 해 동기간 대비 비슷한
수준으로 신고되고 있으나 지속적인 주의가 필요합니다.
* (동기간 대비 누적 신고건수) 수두 : '17년 3,346건, '18년 3,375건 / 유행성이하선염 : '17년 514건, '18년 635건

- 건강한 학교생활을 위해 30초 이상 비누로 손씻기, 감염이 의심되면 보건교사에게 알리기, 의심 증상 시 곧바로
병원에서 진료받고 환자는 전염기간 동안 등원 및 등교하지 않기 등을 준수합시다.

"건강한 신학기 맞이 학교감염병 예방이 필요해요!" ☞ 바로가기
□ 국내외 주요 감염병 소식
- (국내) 인플루엔자 유사증상을 보이는 환자들의 의료기관 방문이 지속적으로 감소하고 있습니다.
* 도내 인플루엔자 표본감시 의료기관 1,000명당 의사환자분율 : 7주차 26.6명 →8주차 16.1명 →9주차 15.1명→10주차 10.9명

- (국외) 소말리아 바나디르에서 수집한 환경검체에서 백신 유래 폴리오바이러스 제2형(cVDPV2)주가 분리 되었으나
현재까지 이와 관련된 급성이완성마비(AFP) 사례는 보고되지 않았습니다.
브라질에서 황열이 급속히 확산되고 있습니다(723명 환자 중 237명 사망).
□ 이번주에는 부천시보건소 감염병관리팀의 주요 사업과 부천시 어린이 건강체험관 에 대해 소개합니다.

2018년 제10주차 경기도 감염병환자 신고현황
지난 4주 평균대비
수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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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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클릭! 하시면 보다 자세한 감염병 현황을 보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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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건

쯔쯔가무시증 브루셀라증 장티푸스
CJD/vCJD 홍역 장출혈성대장균감염증 풍진 폐렴구균

(경기도 감염병 주간소식 통계 이용 시 주의사항)
- 감염병 신고현황은, 발행일 기준으로 질병관리본부 감염병웹통계시스템(is.cdc.go.kr)에 제공되는 자료에 기초하여 작성되었습니다.
- 2017, 2018년 자료는 변동 가능한 잠정통계로, 각 질병별로 규정된 신고범위(환자, 의사환자, 병원체보유자)의 모든 신고건을 포함합니다.
- 별도의 감시체계로 운영되는 결핵, HIV 및 표본감시대상 감염병은 제외되었습니다.
◎ 경기도 감염병 주간소식은 경기천년체로 작성되었으며, http://www.gg.go.kr/archives/3735027에서 다운로드 받아 설치하면 가장 최적화된 내용을 보실 수 있습니다.
◎ 경기도 감염병 주간소식을 정기구독하고 싶으시거나 내용에 관련된 문의가 있으시면, E-mail(gidcc2014@gidcc.or.kr)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부천시보건소 감염병관리팀”을 소개합니다.
"시민의 건강과 안전을 우선으로 행정의 경쟁력을 강화하였습니다"
2016년부터 2017년까지 2차례의 행정체제 개편으로 감염병 위기대응 시스템 구축을 위한 건강안
전과가 신설되었으며 감염병관리팀이 통합되었습니다. 감염병관리팀은 21명의 팀원이 있으며 6명이
감염병 군별 관리, 예방 및 홍보 등의 업무를 담당하고 있습니다.
장기간의 직무 경험이 요구되는 감염병관리 전문인력 양성을 위해 2018년 1월 1일 감염병 전문관
제도 도입으로 김은옥 감염병관리팀장이 전문관 1호로 선발되어 현장에서 역량을 발휘하고 있습니다.

"2018년에는 감염예방 및 신속 대응 역량강화를 위해 새롭게 추진하고 있습니다"
1. 역량강화 직무교육
감염병 신속 대응을 위해 마련된 이번 교육은 감염병 관리 인력 전원이 참석한 가운데 2회에 걸쳐 진행되었습니다.
2018년 감염병관리 인력 전문화를 위해 부천성모병원 감염내과 교수를 강사로 1차에는 내성과 관리, 2차에는 법정감염병 예방관리 및
Level D 보호복 착탈의 실습을 주제로 직무교육을 실시하여 담당인력의 역량을 한층 높이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2. 일차의료기관 감염관리 실태조사
의료기관 감염 예방 및 감염관리에 대한 불신과 불안 해소를 위해 일차의료기관 100개소를 선정하여 감염관리 실태조사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예방접종 위탁의료기관 중 일차의료기관의 일회용 주사용품 관리 실태와 일회용품 재사용 방지 등 청결한 환경을 유지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감염을 예방하고자 추진하는 것 입니다.

3. 병문안 문화개선사업 전개
의료기관 병문안 문화개선 지원 협약 체결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메르스 등과 같은 고병원성, 고감염성 질환 발생 시 출입자 파악으로 조기에
신속히 대응하고, 관행적으로 인식되어 온 우리의 병문안 문화 및 의료기관 입원환자 보호와 안전한 의료환경 조성을 위해 의료기관 병문안
문화개선사업 전개하고 있습니다.

4. 개인위생 예방수칙 예방활동
어린이집 유아 대상 찾아가는 “손씻기 손인형극”교육을 새롭게 실시하고 있습니다.
면역력이 약해 질병에 노출되기 쉬운 어린이집 200개소 유아를 대상으로 전문극단과 연계하여
찾아가는 손인형극 공연으로 교육 효과를 높이고 개인위생 예방수칙 실천으로 집단감염 예방
및 감염병 차단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 합니다.

문화도시의 볼거리, 최고의 건강체험관 『튼튼섬』 부천시 어린이 건강체험관
어린이 건강교육을 리드하는 『튼튼섬』 부천시어린이건강체험관은 부천시의 행정체제 개편에 따른 여유청사를 시민에게 제공 하고자
경기도 특별 보조금 지원을 받아 국내 최대규모로 조성되었으며 2017년 12월 26일 개관하였습니다.
부천시 어린이 건강체험관에서는 체험형 놀이, 게임, 함께하는 프로그램을 통해서
유아기부터 건강의 중요성과 건강한 생활 습관을 형성할 수 있도록 6개 테마관 10개주제 22개 콘텐츠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또한, 어린이가 건강한 시민으로 자랄 수 있도록 넓은 공간을 활용한 입체적인 체험 아이템과 다양한 프로그램으로
공간구조와 테마공간을 준비하여 여러분을 초대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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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E WEEKLY NEWS
밑줄을

클릭! 하시면 경기도감염병관리지원단 홈페이지에서 자세한 내용을 보실 수 있습니다.

국내소식

해외 감염병 발생 소식

※ 매일 언론을 통해 발표되는 경기도 및 국내 주요 감염병소식을

※ 세계보건기구(WHO) 에 보고된 감염병집단소식(DONs)은

www.gidcc.or.kr/gypd-type/국내소식에서 한 눈에 확인하세요.

www.gidcc.or.kr/gypd-type/국외소식에서 번역된 전문을 확인 하세요.

[보건복지부] 학생들의 신학기 학교생활 시작, 인플루엔자·
수두·유행성이하선염 등 감염병 주의 당부 3.2(금)

백신 유래 폴리오바이러스 제2형(poliovirus type 2)소말리아(Somalia)
- 소말리아에서 백신 유래 폴리오바이러스 제2형(cVDPV2)이
확인되었음.

[보건복지부] 결핵예방 피내용 BCG 백신, 6월 중 공급
재개 3.7(수)

· 2018년 1월 4일과 11일에 모가디슈(Mogadishu, 소말리아
수도)의 바나디르(Banadir) 지역에서 수집한 환경표본 중 3개의
cVDPV2 strain이 분리되었음.

[식품의약품안전처] 크로노박터 검출 ‘기타영·유아식’ 및
금속성 이물 검출 ‘만두류’ 제품 회수 조치 3.9(금)

· 이 최신 균주는 2017년 10월 22일과 11월 2일에 같은 지역에서
수집한 환경 표본에서 확인된 cVDPV2와 유전적으로 관련 있음.

[식품의약품안전처] 봄나들이 철 다중이용시설 전국 일제
점검 실시 3.13(화)

· 현재까지 이와 관련된 급성이완성마비(AFP:acute flaccid

[식품의약품안전처] 봄철에는 조리된 식품의 보관온도를
지켜주세요! 3.14(수)

황열(Yellow fever)-브라질(Brazil)

paralysis) 사례는 발견되지 않았음.

- 2017년 7월 1일부터 2018년 2월 16일 사이, 브라질에서는 723
명의 황열 환자가 보고되었음(사망 237명 포함).
· 이는 2016 / 2017년 동기간 대비 높은 수준임(576명 발생, 184

[경기도청] 경기도, 신학기 학교급식시설 식중독 예방
합동점검 3.5(월)

명 사망).
· 이러한 증가는 인구 밀도가 가장 높고 이전에 황열 예방접종을
권장하지 않았던 지역을 중심으로 바이러스가 전파되어 발생한

[경기도청] 노로바이러스는 겨울철에만? … 1년 내내 조심
해야 3.7(수)

것으로 보임.

경기도감염병관리지원단 교육 및 행사
부천시보건소 질병모니터요원 교육
일시 / 장소 : 2018.3.22(목) 14:30 ~ 16:30 / 경기도 부천시 경인옛로 73, 소사어울마당 소향관
대상 : 질병모니터요원 200~250명 [담당 : 이유라(031-738-0304)]
안산단원보건소 질병모니터요원 교육
일시 / 장소 : 2018.3.27(화) 16:00~18:00 / 단원구청 대회의실
대상 : 질병모니터요원 200~250명 [담당 : 성연희(031-738-0310)]
실험실 진단검사 실무교육
일시 / 장소 : 2018.3.28(수) 10:00~12:00 / 경기도보건환경연구원
대상 : 보건소검사실담당자 45명 [담당 : 김나영(031-738-03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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