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여행 전 말라리아 위험지역 확인하세요!

말라리아 원충에 감염된 매개모기가 사람을 물어서 감염 · 전파되는 질환입니다. 말라리아에 감염되면 

발열과 권태감이 초기에 수일간 지속되다가 오한, 발열, 땀흘림 후 해열이 반복적으로 나타납니다.  우리나라는 

삼일열 말라리아만 발생하고 비교적 치료가 잘 되는 편이지만, 해외에서는 지역에 따라 열대열 말라리아가 

발생하는 경우가 많은데 이 경우 적절한 치료를 받지 못하면 사망할 수 있습니다.

[감염병정보] 말라리아 ☞ 바로가기

말라리아란?

(국내) 매년 전년도의 환자 발생현황을 토대로 정해진 기준에 따라 질병관리본부에서 말라리아 위험지역을 

선정하고 있습니다. 경기도 휴전선 인접지역, 인천광역시, 강원도 북부지역이 포함됩니다. 위험지역은 읍면동 

단위에서 위험, 경계, 주의 3등급으로 분류되며  매년 새롭게 지정되고 있습니다.

(국외) 미국 CDC's yellow book의 국가별 발생정보를 

기준으로 선정되며 약 95개국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특히, 우리나라는 가나, 나이지리아, 우간다, 카메룬, 케냐, 인도, 

인도네시아, 중국, 필리핀 등을 여행한 후 감염된 사례가 많이 

보고되고 있습니다.  CDC Yellow Book 2018 ☞ 바로가기

[출처] 질병관리본부 해외여행을 위한 말라리아 예방지침

말라리아 위험지역이란?

말라리아 위험지역을 여행 한다면
모기에 물리는 것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모기 기피제 및 모기장을 사용하고, 야간 외출 시 밝은색의 긴 옷을 

입습니다. 또한 매개모기가 활동하는 오후 8시-오전 5시 외출을 자제하도록 합니다.

모기에 물린 후 말라리아 의심 증상이 나타나면 즉시 의료기관에 방문하여 여행력을 알리고 진료를 받도록 

합니다.

말라리아 예방약 복용 
국내 말라리아 위험지역을 방문할 경우에는 말라리아 예방약 복용을 권고하고 있지 않습니다. 그러나 해외 

위험지역을 여행(장기체류 및 이주 포함)할 경우, 국가별 발생하는 말라리아 종류 및 약제에 대한 내성이 

다르기 때문에 최소한 출국 3주 전에 의료기관을 방문하여 의사와 상담 후 적절한 예방약을 복용해야 합니다.

* 예방약의 종류에 따라 위험지역에서 벗어난 후에도 길게는 4주까지 복용해야 합니다.

말라리아 위험지역 여행 후 헌혈제한  
수혈로 인한 전파를 차단하기 위해 말라리아 환자 및 말라리아 발생국가 여행자는 헌혈을 금지하고 있습니다. 

국내  말라리아 헌혈 제한지역*에서 거주나 군복무(연중 6개월 이상 숙박)시는 2년간 체류할 경우(연중 

1일이상- 6개월 미만 숙박) 1년간 전혈 헌혈 및 혈소판성분 헌혈을 할 수 없으며 혈장성분 헌혈만 가능

합니다.

* (인천)강화군, 옹진군, 영종·용유도지역 및 무의도지역 (강원) 철원군 (경기) 파주시, 김포시, 연천군 

        <2018년 국내 말라리아 위험지역> 

http://www.gidcc.or.kr/8934/
https://www.cdc.gov/features/yellowbook/index.html
http://www.cdc.go.kr/CDC/together/CdcKrTogether0302.jsp?menuIds=HOME001-MNU1154-MNU0004-MNU0088&fid=51&q_type=&q_value=&cid=61535&pageNum=1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