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경기도 감염병 주간소식은 경기천년체로 작성되었으며, http://www.gg.go.kr/archives/3735027에서 다운로드 받아 설치하면 가장 최적화된 내용을 보실 수 있습니다.
 ◎ 경기도 감염병 주간소식을 정기구독하고 싶으시거나 내용에 관련된 문의가 있으시면, E-mail(gidcc2014@gidcc.or.kr)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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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4주 평균대비

증가 감소 변동없음

(경기도 감염병 주간소식 통계 이용 시 주의사항)
- 감염병 신고현황은, 발행일 기준으로 질병관리본부 감염병웹통계시스템(is.cdc.go.kr)에 제공되는 자료에 기초하여 작성되었습니다.
- 2017, 2018년 자료는 변동 가능한 잠정통계로, 각 질병별로 규정된 신고범위(환자, 의사환자, 병원체보유자)의 모든 신고건을 포함합니다. 
- 별도의 감시체계로 운영되는 결핵, HIV 및 표본감시대상 감염병은 제외되었습니다.

       클릭! 하시면 보다 자세한 감염병 현황을 보실 수 있습니다.

□ 이번주는 수두 285건, 성홍열 124건, 유행성이하선염 109건, C형간염 55건 순으로 신고되었습니다. 

□ 신학기 개학으로 인해 수두, 성홍열, 유행성이하선염은 지속적으로 증가 양상을  보이고있어 주의가 필요합니다.

□ 전남 여수시 낙포동 사포부두 해수에서 올해 첫 번째로 비브리오패혈증균이 분리(3월 28일)되었습니다.
    경기도에서도 지난주 비브리오패혈증 의심사례 1건이 신고되어 주의가 필요합니다.               
    - 비브리오패혈증 예방을 위해 어패류 익혀 먹기 ,  바닷물 접촉 주의 ,  위생적으로 조리하기 *를 준수합니다.  
        * 어패류는 5도 이하로 저온 보관, 어패류는 85도 이상 가열처리, 어패류를 조리 시 해수를 사용하지 말고 흐르는 수돗물에 깨끗이 씻기 등    
    
□ 국내외 주요 감염병 소식   
     - (국내) 인플루엔자 유사증상을 보이는 환자들의 의료기관 방문이 지속적으로 감소하고 있습니다.  
         * 도내 인플루엔자 표본감시 의료기관 1,000명당 의사환자분율 :  10주차 10.9명 → 11주차 8.2명 → 12주차 7.8명→ 13주차 7.3명

      - (국외) 소말리아 4개 지역에서  콜레라로 1,613명의 환자와 9명의 사망자가 보고되었습니다. 
                          남아프리카공화국에서 생산하는 육류 제품에서  리스테리아증 실험실 확진  978건이 보고되었습니다.  
                   해당 제품은 아프리카 15개국에  수출되고 있어 관련 제품들에 대한 리콜을 실시하였습니다. 

□ 이번주에는  생애 주기별 주의해야 할 감염병 안내 및 예방수칙에 대해 알아보았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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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질병관리본부

신생아기
(4주이내)

영유아기
(0-6세)

학령기
(7-18세)

청장년기
(19-64세)

노년기
(65세이상)

·산후조리원, 신생아실
  감염관리 강화
   (환경소독, 전염기간 중 격리 등)

·개인위생수칙 준수하기
   (손씻기, 기침예절 등)

예방수칙

·예방접종 받기
  (유행성이하선염, 수두, 인플루엔자 등)

·어린이집, 유치원, 학교 감염병관리 강화
   (환경소독, 전염기간 중 격리 등) 

·개인위생수칙 준수하기
   (손씻기, 기침예절 등)

예방수칙

·예방접종 권고
  (A형 간염)

·2주이상 기침 시,
  결핵검진 받기

·개인위생수칙 준수하기
   (손씻기, 기침예절 등)

예방수칙

·야외활동 시,
  작업복 착용하기

·2주이상 기침 시,
  결핵검진 받기

·예방접종 받기(인플루엔자)

·개인위생수칙 준수하기
   (손씻기, 기침예절 등)

예방수칙

생애 주기별
주의해야 할 감염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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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E WEEKLY NEWS

[보건복지부]질병관리본부, 비브리오패혈증 주의 당부 

3.29(목)

[보건복지부] 병원마다 제각각, 2018년 비급여 진료비용 

공개 4.1(일)

[질병관리본부] 질병관리본부, ‘일본뇌염 주의보’ 발령 

4.3(화)

[식품의약품안전처]가정간편식 제조.판매업체 전국 합동

점검 실시3.29(목)

[경기도청] 道 축산차량, 거점소독시설 경유해야‥현재 29

개소 운영 3.30(금)

[경기도청] 점점 빨라지는 비브리오패혈증 발생시기 … 

해산물 익혀 먹어야 4.2(월)

[경기도청] 도 보건환경연구원, 4월부터 말라리아 매개 모

기 밀도조사 돌입 4.5(목)

해외 감염병 발생 소식

콜레라(Cholera)-소말리아(Somalia)
- 2017년 12월에 시작된 유행으로 2018년 3월18일 현재까지 

4개지역(히란, 바나디르, 주바, 샤벨레)에서 1,613명의 환자가 

보고되었고 이 중 9명 사망(치명률 = 0.6%).

- 히란 주의 벨레트웬에서 시작된 유행은 2018년 1월 초 바나디르 

지역으로 퍼져나갔고, 2월 초에는 주바 남부에서 샤벨레 중부 

지역까지 확산되었음.

·  2018년 66개의 대변 샘플 중 19개에서 비브리오 콜레라 O1 

Ogawa형이 확인되었음.

· 모든 피해 지역에서는 안전한 물과 위생시설에 대한 접근이 

어려운 상태임.

리스테리아증(Listeriosis)-남아프리카공화국(South 
Africa)
- 2017년 1월 1일부터 2018년 3월 14일까지 남아프리카공화국에서 

리스테리아증(식품매개 질환) 실험실 확진 978건 보고.

- 유전체 분석 결과, 91%에서 Listeria monocytogenes 

Sequence Type 6 (ST6)로 확인되었고, 동일한 유형이 ‘폴로니

(Polony)’라고 불리는 육류제품(돼지고기 훈제 소시지)에서 확

인되었음. 또한 관련 제품의 제조업체 환경에서도 같은 유형이 

확인되어 2018년 3월 4일 보건부는 이 제품을 유행의 원인으로 

보고하였음.

- 해당 식품가공업체 및 소매 업체(3개소)에서는 아프리카지역의 

15개국에 수출하고 있어 이들 국가는 관련 제품에 대한 리콜을 

실시하였음.

- 보고된 사례의 9%는 ST6와 다른 유형으로 확인되어 현재 두 

가지 이상의 유행이 지속되고 있는 상황임.

※ 세계보건기구(WHO) 에 보고된 감염병집단소식(DONs)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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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밑줄을        클릭! 하시면 경기도감염병관리지원단 홈페이지에서 자세한 내용을 보실 수 있습니다.

국내소식

※ 매일 언론을 통해 발표되는 경기도 및 국내 주요 감염병소식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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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기도감염병관리지원단 교육 및 행사

안양시보건소 동안보건과 질병모니터요원 교육

일시 / 장소 : 2018.4.6(금) 15:00~17:00 / 동안구청 5층 회의실                                                                          

대상 : 질병모니터요원 100명 [담당 : 성연희(031-738-0310)]

                                                                                                                                 

성남시분당구보건소 질병모니터요원 교육

일시 / 장소 : 2018.4.10(화) 14:00~16:30 / 정남교육지원청                                                                            

대상 : 질병모니터요원 150명 [담당 : 김나영(031-738-0305)]

안성시보건소 질병모니터요원 교육

일시 / 장소 : 2018.4.11(수)  16:00~17:00 / 안성맞춤아트홀 4층 회의실                                                                                 

대상 : 질병모니터요원 90명 [담당 : 조수남(031-738-03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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