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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절. 일러두기

2017년 수인성 및 식품매개감염병
발생현황

1. 대상

2. 수인성 및 식품매개감염병의 정의 및 종류(2018년도 수인성 및 식품매개감염병 관리지침)

 2017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경기도 내 시·군 보건소에 유행 신고 접수되어 질병관리보고시스템을 통해 경기도 

및 질병관리본부에 보고된 수인성 및 식품매개감염병(집단설사) 129건

수인성 및 식품매개감염병의 분류 

수인성 및 식품매개감염병은 병원체에 따라 세균, 바이러스, 원충으로 분류하며(표 1-1), 유행 역학조사에서 인체 및 

환경 검체 검사 결과를 통해 규명함.

정의

'수인성 및 식품매개감염병'은 병원성 미생물에 오염된 물 또는 식품 섭취 등으로 인하여 설사, 복통, 구토 등의

위장관 증상이 주로 발생하는 감염병을 말함.

'수인성 및 식품매개감염병의 유행'은 특정한 질환이 평상시의 발생수준을 상회하는 것 또는 2명 이상의 사람이 

동일한 음식물(음용수 포함)을 섭취한 것과 관련되어 유사한 질병양상을 나타내는 것을 말함(WHO, 2008).

'장관감염 증상'은 설사, 복통, 오심, 구토, 발열 등이 주 증상이며, 사례정의에 필요한 임상증상 중 '설사'는

평소에 비해 더 많이 수양성 변이나 무른 변을 보는 경우 또는 1일 3회 이상 하는 경우로 함.

유행 역학조사 적용범위

수인성 및 식품매개감염병 유행 역학조사의 범위는 시간, 공간 등 역학적 연관성이 있는 2명 이상의 집단에서 

병원성 미생물에 오염된 물 또는 식품섭취 등으로 인하여 설사, 복통, 구토 등의 장관감염 증상이 발생하는 경우임.

수인성 및 식품매개감염병 역학조사가 적용되는 범위는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에 규정된

'제1군감염병' 및 제3군감염병 중 '비브리오패혈증', 지정감염병 중 '장관감염증'

-

-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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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1-1] 수인성 및 식품매개감염병의 분류

질환명구분

세

균

제 1 군

감 염 병

제 3 군

감 염 병

장 관

감 염 증

제 1 군

감 염 병

장 관

감 염 증

장 관

감 염 증

콜레라

장티푸스

파라티푸스 

세균성이질

장출혈성대장균 감염증

그룹 A형 로타바이러스 감염증 

아스트로바이러스 감염증

장내아데노바이러스 감염증

노로바이러스 감염증

사포바이러스 감염증

이질아메바 감염증

람블편모충 감염증 

작은와포자충 감염증

원포자충 감염증

Rotaviral gastroenteritis

Astroviral gastroenteritis

Adenoviral gastroenteritis

Noroviral gastroenteritis

Sapoviral gastroenteritis

Amoebiasis(Amoebic dysentery)

Giardiasis

Cryptosporidiosis

Cyclosporiasis

Rotavirus(Group A)

Astrovirus 

Enteric adenovirus

Norovirus

Sapovirus

Entamoeba histolytica

Giardia lamblia

Cryptosporidum parvum

Cyclospora cayetanensis

살모넬라균 감염증

장염비브리오균 감염증

장독소성대장균 감염증(ETEC)

장침습성대장균 감염증(EIEC)

장병원성대장균 감염증(EPEC)

캄필로박터균 감염증

클로스트리듐 퍼프린젠스 감염증

황색포도알균 감염증

바실루스 세레우스균 감염증

예르시니아 엔테로콜리티카 감염증

리스테리아 모노사이토제네스 감염증

Salmonellosis

Vibrio parahaemolyticus gastroenteritis

ETEC2)  gastroenteritis

EIEC3)  gastroenteritis

EPEC4)  gastroenteritis

Campylobacterosis

Clostridium perfringens gastroenteritis

Staphylococcus aureus gastroenteritis

Bacillus cereus gastroenteritis

Yersiniosis

Listeriosiss

non-typhoid Salmonella spp.

Vibrio parahaemolyticus

Enterotoxigenic E.coli

Enteroinvasive E.coli 

Enteropathogenic E.coli

Campylobacter jejuni

Clostridium perfringens

Staphylococcus aureus

Bacillus cereus

Yersinia enterocolitica

Listeria monocytogenes

Cholera

Typhoid fever

Paratyphoid fever

Shigellosis

EHEC1) gastoenteritis

Vibrio cholerae O1,O139

Salmonella Typhi

Salmonella Paratyphi A, B, C

Shigella A, B, C, D

Enterohemorrhagic E.coli

비브리오 패혈증

A형 간염 Viral hepatitis A Hepatitis A Virus

Vibrio vulnificus sepsis Vibrio vulnificus

원

충

바

이

러

스

병원체명질환명

1) EHEC, Enterohemorrhagic E. coli
2) ETEC, Enterotoxigenic E. coli
3) EIEC, Enteroinvasive E. coli 
4) EPEC, Enteropathogenic E. coli

2017년 경기도 역학조사 결과보고서 사례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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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자료원

4. 용어 정의

경기도 내 시·군 보건소에서 경기도 및 질병관리본부에 보고한 수인성 및 식품매개감염병 유행 역학조사 결과

보고서

경기도 내 시·군 보건소에서 경기도에 보고한 소규모 유행 역학조사 결과보고서에 대한 경기도 역학조사반의 

평가 결과

경기도 내 시·군 보건소에서 경기도 및 질병관리본부에 보고한 대규모 유행 역학조사 결과보고서에 대한 질병

관리본부 중앙 역학조사반의 평가 결과

본 사례집에서 사용한 각 용어들에 대한 정의는 다음과 같음.

수인성 및 식품매개감염병(집단설사)은 시간, 장소 등 역학적 연관성이 있는 2명 이상의 집단에서 병원성 미생물에 

오염된 물 또는 식품섭취 등으로 인하여 설사, 복통, 구토 등 장관감염 증상이 발생하는 경우를 말함.

노출자는 수인성 및 식품매개감염병(집단설사)의 추정 폭로기간 내에 추정 발생장소에서 추정 위험요인에 노출된 

전체 집단을 의미하며, 사례(자)는 노출자 중 위장관감염 증상을 보여 사례 정의에 부합하는 자를 말함.

대규모 발생 건은 사례가 7인 이상 발생한 유행을 의미하며, 소규모 발생 건은 사례 7인 미만의 유행을 말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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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년 경기도 역학조사 결과보고서 사례집

1) 2017년도 감염병 역학조사 연보, 질병관리본부
2) 2015년도 감염병 역학조사 연보, 질병관리본부
3) 경기도 수인성 및 식품매개감염병(집단설사) 유행 역학조사 결과보고서 제출 건, 경기도 감염병관리과

[표 1-2] 연도별 수인성 및 식품매개감염병(집단설사) 발생건수(2014-2017)

1. 최근 3년(2015-2017) 발생현황

ISSUES

KEY FINDINGS

제2절. 경기도 수인성 및 식품매개감염병(집단설사) 발생현황

전국의 연도별 수인성 및 식품매개감염병(집단설사, 이하 집단설사) 발생건수는 2015년 422건, 2016년 557건, 

2017년 539건이었음.

학교 등 집단급식을 제공하는 집단시설 중심으로 장관감염증 집단발생이 증가하였음

(발생요약)

(전년대비 증감)

(지역성)

(계절성)

매년 증가하는 양상을 보이고 있으며, 2017년에는 29개 시·군(39개 보건소)에서 총 129건, 26,249명의 노출자 

중에서 2,486명의 사례(전체 발병률 9.5%)가 발생하였음

전년 122건에서 2017년 129건으로 전년대비 5.7% 증가하였음

전년에 발생이 많았던 수원시(22건), 화성시(12건), 용인시(10건)에서 계속적으로 많이 발생하였음

세균성(병원성대장균, 캄필로박터균, 살모넬라균 등) 감염증은 3~10월에 걸쳐 나타났고, 바이러스성(노로바이러스, 

로타바이러스) 감염증은 7월과 9월을 제외하고 연중 발생하였음

장관감염증 집단발생의 원인병원체로는 장흡착성대장균(EAEC), 추정감염원으로는 김치류 증가

25~26주차(17.06.18.-17.07.01)에 10곳에서 장관감염증이 집단 발생하는 특이적인 양상을 보임

최근 3년간(2015-2017) 경기도에서 발생한 집단설사의 발생건수는 2015년 120건, 2016년 122건, 2017년 

129건으로 매년 증가하는 양상을 보이고 있으며, 전국 발생 건수의 28.4%, 21.9%, 23.9%를 차지함(표 1-2).

구분 2014년 2015년 2016년 2017년

발생

건수

전국1) 409 422 557 539

(단위 : 건)

1132) 1201) 1221) 1293)

27.6% 28.4% 21.9% 23.9%

경기도

경기도 비율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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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9건의 집단설사 중 사례 7인 이상의 대규모 발생 건(이하 대규모)은 46건(35.7%), 사례 7인 미만의 소규모 발생 

건(이하 소규모)은 83건(64.3%)이었음.

대규모 건은 노출자 22,703명 중 2,170명의 사례가 발생하여 9.6%의 발병률을 보임.

소규모 건은 노출자 3,546명 중 316명의 사례가 발생하여 8.9%의 발병률을 보임.

2017년 경기도 남부지역의 집단설사 발생건수는 111건으로, 경기도 전체 발생건수의 86.0%를 차지하며, 매년

집단설사가 많이 발생하는 지역이 포함되어 있음.

경기도 남부는 과천시, 광명시, 광주시, 군포시, 김포시, 부천시, 성남시, 수원시, 시흥시, 안산시, 안성시, 안양시,

양평군, 여주시, 오산시, 용인시, 의왕시, 이천시, 평택시, 하남시, 화성시(가나다 순, 21개 지역)가 해당됨.

2016년에는 6개 지역(가평군, 과천시, 안성시, 양주시, 의정부시, 파주시)에서 집단설사 발생 신고가 없었으나, 

2017년에는 2개 지역(동두천시, 의정부시)에서만 발생 신고가 없었음. 특히, 의정부시는 2014년부터 계속적으로 

발생 신고가 없음.

발생건수가 많은 지역은 수원시(22건, 17.1%), 화성시(12건, 9.3%), 용인시, 김포시(각 10건, 7.8%) 순이었음. 

2016년에는 용인시, 수원시, 화성시의 순으로 발생건수가 많았으며, 지리적으로도 나란히 인접해 있는 이

세 지역에서 계속적으로 많이 발생하고 있음.

대규모 발생이 많은 지역은 용인시(5건, 10.9%), 안산시, 광명시(각 4건, 8.7%), 성남시, 여주시, 화성시(각 3건, 

6.5%)순이었고, 소규모 발생은 수원시(20건, 24.1%), 화성시(9건, 10.8%), 김포시(8건, 9.6%)의 순으로 많았음.

집단설사에 노출된 사람이 가장 많았던 지역은 광명시(3,623명), 남양주시(2,594명), 용인시(2,488명)였음.

광명시는 4건의 발생건수 모두 대규모 발생 건이었으며, 남양주시는 4건의 발생건수 중 3건이 소규모 발생

건이었음에도 많은 노출자가 있었음.

사례수가 많은 지역은 시흥시(365명)와 오산시(297명)였음.

대규모 발생이 가장 많았던 용인시는 189명(전체 10건)의 사례가 발생하였으며, 노출자 수가 가장 

많이 나타났던 광명시는 192명(전체 4건)의 사례가 발생하였음.

노출자수에 비해 사례수가 적어 발병률(사례수/노출자수*100)이 적게 나타난 지역은 남양주시로, 2,594명의

노출자 중 20명이 사례로 구분되어 0.8%의 발병률을 보임.

경기도 31개 시·군 중, 29개 시·군(39개 보건소)에서 총 129건의 집단설사가 발생 하였으며, 26,249명의 노출자

중에서 2,486명의 사례(전체 발병률 9.5%)가 발생함.

2. 2017년 지역별 발생현황

-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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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평군    1   1 -       5     3              60.0

고양시    3   1   2   724   73               10.1

과천시    2   2 -       4     4            100.0

광명시    4 -   4 3,623  192                5.3

광주시    3   1   2  2,029  109                5.4

구리시    3   2   1    890    42                4.7

군포시    2   1   1    191    15                7.9

김포시   10   8   2    200    44              22.0

남양주시    4   3   1 2,594    20                0.8

동두천시 - - - - - -

부천시    3   3 -     61      9               14.8

성남시    6   3   3 2,080     86                4.1

수원시  22 20   2 1,361    115                8.4

시흥시    3   2   1  1,185   365              30.8

안산시    6   2   4   283     92              32.5

안성시    2   1   1    157     19               12.1

안양시    4   4 -      18     10              55.6

양주시    4   2   2  1,581     62                3.9

양평군    3   1   2    973   233              23.9

여주시     6   3   3 2,005     48                2.4

연천군     1 -   1      88     33              37.5

오산시     2   1   1 1,106    297              26.9

용인시    10   5   5 2,488    189                7.6

의왕시     1   1 -      13       3              23.1

의정부시 - - - - - -

이천시     4   3   1     262      41               15.6

파주시     1 -   1       62      11               17.7

평택시     5   3   2      410    236              57.6

포천시     1 -   1      920      49                5.3

하남시     1   1 -         7       5               71.4

화성시   12   9   3      929      81                8.7

경기도 전체 129 83 46 26,249 2,486                9.5           

[표 1-3] 지역별 수인성 및 식품매개감염병(집단설사) 발생건수

구분 노출자수 사례수 발병률(%)4)
발생건수

7인 미만전체 7인 이상

4) 사례수/노출자수*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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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1] 지역별 수인성 및 식품매개감염병(집단설사) 발생건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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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2017년 월별 발생현황

월별 발생건수는 5월(17건,13.2%)과 8월(16건, 12.4%)에 가장 많았으며, 2016년에는 4월(14건, 11.5%), 9월과 

12월(각 13건, 10.7%)에 가장 많았음.

2017년 5월부터 8월까지의 발생건수는 전체 건수(129건)의 45.0%인 58건이었으며, 2016년 동기간(42건, 

35.0%)에 비해 증가함.

특히, 25~26주차(2017.06.18.~.07.01)에만 10건의 집단설사가 발생하는 특이적 증가 양상을 보였음.

대규모 발생은 6월(8건, 17.4%)과 8월(7건, 15.2%)에 가장 많았고, 소규모 발생은 5월(11건, 13.3%)과 4월

(10건, 12.0%)에 가장 많았음. 반면, 2016년에는 대규모 발생이 12월(8건, 18.2%)과 8월(7건, 15.9%)에 가장 

많았고, 소규모는 4월(9건, 11.8%), 5월과 11월(각 10.5%)에 가장 많았음.

[그림 1-2] 월별 수인성 및 식품매개감염병(집단설사) 발생건수

-



2017년 수인성 및 식품매개감염병 발생현황

경기도감염병관리지원단 15

[그림 2-1] 월별 수인성 및 식품매개감염병 집단설사 발생건수

[그림 1-3] 발생규모별 수인성 및 식품매개감염병(집단설사) 발생장소

4. 2017년 발생장소별 발생현황

집단설사가 신고된 발생장소는 배달 및 포장을 포함한 외식이 75건(58.1%)으로 가장 많았으며, 학교나 어린이집 등 

집단급식소가 51건(39.5%), 산후조리원이 3건(2.3%) 이었음.

집단급식소의 발생건수는 2016년 35건(총 120건5)) 중 29.2%)에서 51건(39.5%)으로 증가하였고, 배달 및 포장 등 

외식을 통한 발생건수는 2016년 84건(70.0%)에 비해 75건(58.1%)으로 감소하였음.

소규모 발생 건은 83건 중 69건(83.1%)이 외식으로 신고되었으며, 대규모 발생은 46건 중 39건(84.8%)이 집

단급식소를 통한 집단설사로 신고되었음.

전체 129건 중 질병관리본부 중앙역학조사반 및 경기도 역학조사반의 수인성 및 식품 매개감염병 결과보고서 

평가 결과를 통해 유행 발생장소가 규명된 건은 모두 117건(90.7%)이었고, 12건(9.3%)은 발생장소를 알 수

없는 ‘불명’으로 확인됨.

5) 경기도 감염병관리과에 제출되어 도 및 중앙 역학조사반의 평가 결과를 받은 유행 역학조사 건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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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4] 규모별 수인성 및 식품매개감염병(집단설사) 원인병원체 규명건수

-

-

5. 원인병원체 규명률

129건의 집단설사 유행 사례 중 원인병원체를 규명한 건은 85건(65.9%)이며, 2016년 55건(45.8%)보다 

증가하였음.

규명된 원인병원체는 모두 7종이며, 그 종류는 노로바이러스, 로타바이러스, 쿠도아충, 병원성대장균(장독소성

대장균, 장병원성대장균, 장부착성대장균), 살모넬라균, 비브리오균, 캄필로박터균이었음.

원인병원체가 규명된 85건 중 바이러스(노로바이러스, 로타바이러스)는 45건(52.9%), 세균(병원성대장균, 

살모넬라균, 비브리오균, 캄필로박터균)과 원충(쿠도아충)은 각 19건 (22.4%)이었음.

중복감염은 추정되는 원인병원체가 2가지 이상인 경우를 나타냈음. 중복감염으로 2가지 이상의 병원체가 

동시에 검출된 유행 사례는 2건(2.4%)이 있었으며, 모두 소규모 발생 건에서 나타남.

원인병원체로 가장 많은 비율을 차지하는 것은 노로바이러스(41건, 48.2%)였으며, 그 다음은 쿠도아충

(19건, 22.4%), 병원성대장균(14건, 16.5%)으로 나타남.

노로바이러스는 소규모 15건(36.6%), 대규모 26건(63.4%)의 원인병원체로 규명되었고, 쿠도아충은 19건

모두 소규모 발생 건의 원인병원체였으며, 병원성대장균은 소규모 3건(21.4%), 대규모 11건(78.6%)의 원인

병원체로 규명되었음.

살모넬라균이 원인병원체로 규명된 경우는 3건이었으며, 비브리오균과 캄필로박터균은 각 1건이었음. 모두

소규모 발생 건의 원인병원체로 나타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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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평군, 안성시, 오산시, 연천군, 파주시, 포천시, 하남시는 관내에서 발생한 모든 유행 사례건에 대한 원인

병원체를 규명하였음.

가평군과 의왕시는 각각 1건의 유행사례가 있었으며, 유행의 원인병원체를 규명하지는 못하였음.

성남시의 경우, 발생건수 6건 중에서 원인병원체를 규명하지 못한 1건을 제외한 5건의 원인병원체가 모두 바이러스로 

나타났으며, 여주시(6건 중 3건), 고양시(3건 중 2건), 군포시(2건 중 1건), 연천군(1건 중 1건)의 경우에도 원인병원체를 

규명하지 못한 건을 제외한 규명 건에서는 모두 바이러스로 나타남.

유행을 일으킨 원인병원체 규명건수가 가장 많은 지역은 수원시(14건, 63.6%), 용인시(9건, 90.0%),

화성시(7건, 58.3%)순이었음.

집단설사 발생건수가 가장 많았던 수원시는 22건 중 14건(63.6%)에 대해 원인병원체를 규명하였고, 이 중

10건이 원충(쿠도아충), 세균과 바이러스가 각 2건이었음. 대규모 발생이 가장 많이 나타난 용인시는 10건의

발생건수 중 9건(90.0%)에 대해 유행을 일으킨 원인병원체를 추정하였으며, 이 중 8건이 바이러스에 의한

유행으로 나타남. 화성시는 12건의 발생건수 중 7건에 대하여 원인병원체를 추정하였으며, 모두 바이러스로

인한 집단설사였음을 규명하였음.

-

[그림 1-5] 월별 수인성 및 식품매개감염병(집단설사) 원인병원체 규명건수

중복감염은 4월과 11월에 각 1건이 있었으며, 4월에는 노로바이러스와 캄필로박터균, 11월에는 노로바이러스와 

병원성대장균이 원인병원체로 추정되었음.

규명된 원인병원체를 월별로 분석한 결과, 세균은 3월부터 10월, 원충(쿠도아충)은 6월부터 12월, 바이러스는 

7월과 9월을 제외하고 연중 보고되었음. 특히, 1월과 2월에는 바이러스만 원인병원체로 규명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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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6] 지역별 수인성 및 식품매개감염병(집단설사) 원인병원체 규명건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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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7] 규모별 및 지역별 수인성 및 식품매개감염병(집단설사) 감염원 규명건수

5. 2017년 감염원 규명률

129건의 집단설사 중 감염원을 규명한 유행 건은 모두 53건(41.1%)이었으며, 감염원을 규명한 53건 중 대규모 

건은 12건(22.6%), 소규모 건은 41건(77.4%)이었음.

원인병원체가 원충(쿠도아충)인 19건 중 감염원을 규명한 건은 18건(94.7%)이며, 노로바이러스가 원인이었던 

41건 중 감염원을 규명한 건은 9건(22.0%)이었음. 유행의 원인 병원체가 병원성대장균이었던 14건 중에서는 

8건(57.1%)에 대한 감염원을 규명하였음.

발생한 사례에 대한 감염원을 모두 추정한 지역은 안양시(4건), 광주시(3건), 의왕시, 포천시, 하남시(각 1건)임.

성남시, 여주시, 남양주시, 양주시, 고양시, 구리시, 부천시, 군포시, 가평군, 연천군, 파주시는 발생한 모든 건에 

대해 유행의 감염원을 추정할 수 없어 ‘불명’건으로 분류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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