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일본,대만, 홍콩 홍역 유행 중 
  일본과 대만에서 해외유입으로 인한 홍역이 유행하였습니다. 특히 일본은 유행이 확산되고 있어  유행지역 여행 시 

    주의가 필요합니다. 

   
 유행의 시작

 -  대만 항공사 승무원(최초환자)이 태국에서 감염된 후 일본 오키나와현으로 여행을 가 증상발현,  홍역 확진을 

      판정받았습니다. 최초환자를 통해 직장동료 2명과 일본 오키나와현 지역 주민들 및 여행자들이 감염되었고,

     감염된 직장동료 2명을 통해 항공사 승무원들과 같은 회사 사무실 직원들이 감염되었습니다.

 - 나고야 지역에 거주하는 10대 소년이 오키나와현에 놀러와서 감염되어 아이치현으로 확산되었습니다.

     * 확진환자 현황(5.30 기준) : 오키나와현 88명, 아이치현 24명, 후쿠오카현 19명, 도쿄11명, 기타지역13명

 - 일본 홍역 유행은 오키나와현에서 아이치현과 카나가와현을 거쳐 현재 도쿄까지 확산되었습니다 

 - 일본과 대만 정부는 백신 미접종자를 대상으로 예방접종 권고 및 증상 발현 시 자발적 신고 안내하고 있으며, 

     홍콩-대만-일본-WHO는 지속적으로 홍역 유행상황 공유하며 공동 대응 중에 있습니다.

    

                                                 
 

                                                               

<시간경과에 따른 홍역 유행발생 현황>

 홍역 어떻게 예방 할 수 있나요?  

  - 우리나라는 어린이 홍역(MMR) 예방접종률이 높아 해외에서 홍역바이러스가 유입되더라도 대규모 유행 가능성은 

     매우 낮으나 면역력이 충분하지 못한 사람들에서 소규모의 환자 발생이 있을 수 있습니다.

  - 유행지역을 방문 전, 사전 예방접종력을 확인하여 미접종자 또는 미완료자는 접종 후 출국합니다.

  - 입국 시 발열, 발진 증상이 있을 경우 국립검역소 검역관에게 반드시 신고하고, 귀가 후 홍역(잠복기 7～21일) 

     의심 증상(발열, 발진 등)이 나타날 경우 다른 사람과의 접촉을 최소화하고 질병관리본부 콜센터 ☎1339에 

     문의하여 안내에 따라 의료기관을 방문합니다.

일본, 대만, 홍콩 여행 전  홍역  예방접종 확인하세요! 

[4.22]
홍콩 확진 4건
-모두 남성, 9달~38세
-2건: 해외유입(중국, 인도네시아)
-2건: 국내발생

[4.11]
나고야에 거주하는
10대 소년
오키나와 방문

[3.17.~4.초]
최초환자로부터 감염된 두 명의 동료는
심각한 증상이 나타날 때까지 계속 일함

[3.20]
일본에서 홍역검사
(양성판정)

[3.17~19]
최초환자(Index Case)
-국적: 대만
-직업: Tigerair Flight 승무원
-태국(잠복기)에서 감염되어
Tigerair Flight타고
오키나와로 휴가 감

-감염된 상태에서 동료
두 명 감염(남 34세, 여 28세)

3월 4월

[4.13.~14]
Tigerair Flight 사무실 직원 증상발현
[4.18]
확진 판정

[4.24]
오키나와현 확진 70건
아이치현 환자 발생

[4.24]
대만 확진 23건
-7건: 해외유입(최초환자 포함)
-16건: 국내발생

• 12건: Tigerair Flight 승무원과 사무실 직원
• 4건: 해외유입 된 7건 중, 2건과 같은 병원방문이력

5월

[5.10]
오키나와현 확진 94건
아이치현, 카나가와현, 도쿄 환자 확산

[5.15]
대만 이번 홍역 유행 종료 선언
-확진 24건

• 7건: 해외유입
• 17건: 국내발생

-총 모니터링 7,563건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