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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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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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클릭! 하시면 보다 자세한 감염병 현황을 보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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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년 제45주 (2018.11.4.-11.10.)

경기도 감염병 주간소식

□ 이번 주는 수두 568건, 쯔쯔가무시증 94건, 유행성이하선염 93건, 성홍열 71건 순으로 신고되었습니다.

□  인플루엔자 유행시기를 맞아 인플루엔자 유사증상을 보이는 환자들의 의료기관 방문이 급격히 증가하고 있습니다.

      ※ 도내 인플루엔자 표본감시 의료기관 1,000명당 의사환자 분율 : 43주 6.2명→44주 7.4명→45주 9.8명

   - 인플루엔자는 예방접종으로 70~80% 예방이 가능합니다. 예방접종 후 항체 형성까지 약 2주가 걸리고, 머지않아

      유행이 발생할 것을 감안하여 고위험군(어린이, 어르신, 임산부 등)은 늦어도 11월까지 예방접종을 완료 하도록 합니다. 

   - 인플루엔자 무료예방접종 대상자*는 11월까지 지정의료기관 및 보건소를 방문하여 예방접종을 받도록 합니다.

       * 대상 : 생후 6개월~12세 어린이(2006년 1월 1일 ∼ 2018년 8월 31일 출생아), 만65세 이상 어르신(1953년 이전 출생자)

          어른신 예방접종은 11월 16일부터 보건소에서만 진행, 주소지와 상관없이 가까운 보건소에서 접종 가능           

□ 국외 주요 감염병 소식   

   - 콩고민주공화국에서 에볼라바이러스병 유행이 4개월간 지속되고 있습니다. ※ 총 308명(사망 189명 포함)

       철저한 대응에도 불구하고 베니(Beni) 지역과  부템보(Butembo) 지역을 중심으로 전파가 지속되고 있으며 

       11월 6일 이후, 29명의 추가 확진 환자가 보고되었습니다.                  

□ 이번 주는 평택시 송탄보건소 김옥자 감염병관리팀장님의 <경기도 감염병관리 역량강화 실무교육(FETP)를 마치며>를

    담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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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클릭! 하시면 보다 자세한 감염병 현황을 보실 수 있습니다.

(경기도 감염병 주간소식 통계 이용 시 주의사항)
- 감염병 신고현황은, 발행일 기준으로 질병관리본부 감염병웹통계시스템(is.cdc.go.kr)에 제공되는 자료에 기초하여 작성되었습니다.
- 2018년 자료는 변동 가능한 잠정통계로, 각 질병별로 규정된 신고범위(환자, 의사환자, 병원체보유자)의 모든 신고건을 포함합니다. 
- 별도의 감시체계로 운영되는 결핵,  HIV/AIDS 및 표본감시대상 감염병은 제외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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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7년 2월, 평택시 송탄보건소에 감염병관리팀이 생기면서 감염병관리팀장으로 자리를 옮기게 되었

습니다.  처음 하는 업무라 걱정이 앞섰지만 잘해내고 싶은 마음이 그보다 더 컸던 거 같습니다. 그러나 

2명(팀장, 담당자)이 감당하기엔 많은 업무량과 담당자 교육 마다 시간을 맞추기라도 하듯이 발생하는 

수인성 집단 발생 건들을 보며 어떻게 해야 할지 갑갑하고 힘들었습니다.  교육의 필요성은 느꼈지만 과

제가 많은 교육보다는 머릿속을 비우고 힐링할 수 있는 교육이 제게는 더 절실했습니다.  

  

평택시 송탄보건소 감염병관리팀  

김옥자 팀장

  2018년 경기도 감염병관리 역량강화 실무교육(이하, FETP)은 이전과는 

다르게 경기도감염병관리지원단에서 진행했습니다. 처음에는 낯설고, 

두렵고, 146시간을 언제 이수할까 까마득하게만 느껴졌었습니다. 그러나 

지원단에서 다양한 교육장소를 마련해 주시고 힐링과 역량강화가 동시에 

이루어질 수 있도록 세심하게 배려해 주셔서 긴 교육을 무사히 이수하게 

뿐만 아니라 과제 우수상까지 받게 되었습니다. 지면을 통해 이희영단장님 

이하 지원단 식구들 모두에게 진심으로 감사의 마음을 전합니다.   

  

경기도 감염병관리 역량강화 실무교육(FETP)을 마치며

   함께 교육을 받았던 시, 군, 구 담당자들과 업무를 공유하고 알아갔던 시간들도 좋았고 실무에 도움이 되는

강의들을 들을 수 있어서 정말 좋았습니다. 그래서인지 요즘은 역학조사 결과를 분석할 때 잠복기가 기가 

막히게 일치하고, 예전에는 어렵게 느껴지던 식중독 원인균 찾아내는 과정이 흥미롭게 느껴집니다. 

  10개월간 FETP를 통해 배웠던 이론과 실습이 제가 일하고 있는 현장에서 빛을 바라길 기대합니다.

  감사합니다.

감염병 감시체계로

염려하는 바이러스와 세균이 

    지구에서 사라지는 날

병앓이를 하는 환자들이

담담하고

당당하게

자식 앞에 설수 있겠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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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E WEEKLY NEWS

[질병관리본부] “올바른 항생제 사용을 위해 다함께 약속

해요!” 제2회 항생제 내성 예방주간 기념식 개최(관계부처 

합동) 11.12(월)

[질병관리본부] 만65세 이상 어르신, 11월 16일부터는 

보건소에서 인플루엔자 예방접종하세요! 11.15(목)

[경기도청] 경기도형 시스템 구축, 감염병 일일감시 본격 

가동, ‘감염병 걱정 없는 경기도’ 11.12(월)

[경기도청] 검색어로 살펴본 감염병 순위 … 해외유입감염병에 

대한 우려 높아 11.13(화)

[경기도청] 경기도, 겨울철 노로바이러스 식중독 주의 당부 

11.14(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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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개인 보호구(Level C, D) 착탈의 실습 교육 영상 안내

경기도감염병관리지원단에서 제작한 개인보호구(Level C, D) 착탈의 실습 교육 영상이 경기도감염병관리지원단 홈페이지 

(www.gidcc.or.kr) 및 유튜브(www.youtube.com)에 업로드 되었습니다. 업무에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 Level C 착탈의 실습 교육 동영상 : 지원단 홈페이지에서 보기 /  유튜브에서 보기

 · Level D 착탈의 실습 교육 동영상 : 지원단 홈페이지에서 보기 /  유튜브에서 보기

해외 감염병 발생 소식

에볼라바이러스병(Ebola virus disease)-콩고민주공화국

(Democratic Republic of the Congo)

- 콩고 민주 공화국의 에볼라바이러스 발병이 4개월째 지속됨 

· 철저한 대응에도 불구하고, 베니(Beni)와 부템보(Butembo) 

  지역에서 전파가 지속됨

- 2018.11.6.이후 29명 새로운 확진자 발생

 · 베니(Beni)15명, 부템보(Butembo)7명, 칼룽가타(Kalunguta)

   4명,  마발라코(Mabalako)2명, 부호비(Vuhovi)1명

· 마발라코(Mabalako)에서 발생한 두 사례는 베니(Beni)에

  거주하던 엄마와 신생아로 치료중임

- 의료 종사자 28명이 확진자로 보고됨 

- 2018.11.6.까지 주요 발생 현황 (북키부 주-8개 health 

   zone, 이투리 주-3개 health zone)

 · 308명(273 확진, 35 의심)

· 사망 189명(154 확진, 35 의심)

· 88명의 환자가 회복되어 에볼라 치료 센터에서 퇴원함

- 지속된 감염으로 콩고 민주 공화국 및 주변 국가 에볼라

   바이러스병 위험 확산됨

· 우간다는 경계태세 강화하며 의료종사자와 최전방의

  근로자들에게 예방접종을 시작함

경기도감염병관리지원단 교육 및 행사

표본감시 의료기관 및 관계 기관 간담회

일시 / 장소 : 2018. 11.16.(금) 11:00~13:00 / 노보텔 앰버서더 수원

대상 : 중심병원 및 중소병원 감염관리실장, 5개 시군보건소장, 도 감염병관리지원단장 등 [담당 : 홍희윤(031-738-0306)]

시흥시보건소 가을철 열성질환 교육

일시 / 장소 : 2018. 11.20.(화) 16:30~17:30 / 시흥시 농업기술센터 2층 교육실

대상 : 시흥시 농축산부서 70명 [담당 : 박은정(031-738-03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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