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정의

장티푸스는 Salmonella Typhi 라는 세균에 의해 발생하는 감염병입니다. 

오염된 물이나 음식물에 의해 감염될 수 있는 대표적인 수인성 및 식품매개감염병이죠! 오염된 토양에서 재배된 과일과 야채, 

오염된 물에서 양식된 어패류를 통해서도 감염될 수 있는데, 동물에게는 전혀 영향을 미치지 않고 사람에게만 영향을 끼치는 

균입니다. 남녀노소 구분없이 누구나 감염될 수 있고, 계절적 차이도 크게 나타나지 않아 연중 발생이 가능합니다.

증상 : 언어 속의 장티푸스(위험한 철학책, 최훈) 
                           우리나라에서 장티푸스는 열병, 염병 등으로 불리기도 했습니다. 

                           열병이라는 이름에서도 나타나듯 장티푸스의 가장 흔한 증상은 발열이며, 두통, 근육통, 마른기침, 설사                                                             

                               등 전신 증상이 주로 나타납니다.

                            감염병(돌림병)을 가리키기도 하는 또 다른 이름인 염병이라는 말은, 장티푸스가 대표적인 감염병이기                                        

                            때문에 붙여진 것 같습니다. 또, 아시다시피 이 단어는 욕으로도 쓰이는데요, 항생제가 흔치 않았던 

                       예전에는 1명이 이 병에 걸리면 그 마을 사람 전체가 죽을 정도로 치사율이 매우 높고, 전염성이 강한

                            무시무시한 병이었습니다. 따라서, 염병에 걸린다는 것은 곧,  죽는다는 것을 간접적으로 나타내는

                            욕으로 사용되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항생제과 예방접종이 개발되어 얼마든지 치료가 가능합니다.

관리 : 역사 속의 장티푸스(위험한 요리사 메리, 수전켐벨)
1906년, 미국에서 있었던 일입니다. 한 상류층의 저택에서 가족과 하인들 6명이 장티푸스에 걸렸습니다.

1907년 역학자 조지 소퍼는 그 집의 개인 요리사 메리를 원인제공자로 지목했습니다. 

어떻게 된 일일까요? 메리가 요리사로 일한 집마다 장티푸스 환자가 발생하였고, 

그녀는 아무 증상도 없었지만, 계속해서 장티푸스균을 몸 밖으로 배출하는 보균자였기 때문입니다. 

장티푸스는 전파력이 크기 때문에 우리나라에서는 입원치료를 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그리고,

조리종사자 등 음식을 취급하시는 분은 항생제 사용 종료 48시간 후 24시간 간격으로 3번의 대변 검사를 

통해 장티푸스균이 나오지않을 때까지 근무를 하지 않으셔야 합니다.

해외현황 : 문학 속의 장티푸스(셜록홈즈, 아서 코일)
                            어릴 적 재미있게 읽었던 셜록홈즈에도 장티푸스 이야기가 숨어져 있었다는 것을 아시나요? 

                            홈즈의 친구인 왓슨은 의사였죠! 홈즈를 만나기 전인 인도에서 군의관으로 있던 시절의 일입니다. 그는                                                 

                              [저주스러운 인도인의 병], 장티푸스에 걸려 영국으로 송환되었습니다. 약도 없던 시절이었기에 왓슨은 

                            발열로 인해 엄청난 고생을 하고나서도 수개월간 휴양을 해야 했습니다. 

                            2017년 우리 경기도에서도 인도 여행을 떠났던 학생들이 집단으로 장티푸스에 걸린 적이 있으며, 

                            2018년 5월 현재에는 라오스, 캄보디아, 인도, 필리핀, 베트남에 다녀오신 분들이 장티푸스에 걸렸습니다.             

                            해외여행 가실 때는 해당 지역에 장티푸스가 유행하는지 미리 확인하세요!

예방
장티푸스는 손 씻기, 안전한 음식 먹기 등 개인위생 수칙을 잘 지키는 것으로도 충분히 예방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장티푸스가 유행하는 곳으로의 여행을 계획 중이라면, 적어도 출발 2주전에 예방접종도 함께 챙기시면 좋아요!

<배경그림 출처 : 세계 장티푸스 발생현황(2016), https://vizhub.healthdata.org/gbd-compare/>

무더운 여름, 여행을 준비 중이신가요?

장티푸스(Typhoid fever)는 예방이 가능한 감염병입니다!

전국적으로 장티푸스의 신고건수가 증가하고 있습니다. 

경기도의 경우, 전년 동기간 대비(5.19.기준) 130.8% 증가하였으며, 이 중 해외여행력이 있는 사람이 40.0%입니다.   

https://vizhub.healthdata.org/gbd-compare/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