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이 자료는 [질병관리본부 KCDC] 의 질병정보에서 발취한 자료입니다.

☞ 장출혈성대장균감염증(enterohemorrhagic E. colibacillosis) ☜
1. 개요
⑴ 정의 :

장출혈성대장균(Enterohemorrhagic Escherichia coli) 감염에 의하여 출혈성 장

염을 일으키는 질환으로 발열과 경련성 복통, 물과 같은 설사가 주요 증상이며 심할 경우
혈변을 동반한 용혈성요독증후군(HUS)으로도 발전한다.
⑵ 발생현황
① 세계현황
- 1982년에 발견된 후 북아메리카, 유럽, 일본에서 유행 발생함
- 일본 : 1990년 집단환자 발생이 최초로 보고된 이래 1991년부터 1995년 사이에 29
건의 유행이 있었음. 1996년 유행당시 약 1만 2천명의 환자가 발생하여 12명이 사망하
였으며 이후 연간 1,500~ 2,500명 정도 발생하다가 광우병 발생 이후 1,000명 이하로
감소함
- 스코틀랜드 : 1996년 유행에 의해 496명의 환자가 발생하여 16명 사망
② 국내현황
- 2000년 법정감염병으로 지정된 이후 연간 50명 내외의 환자가 신고되고 있음
- 연중 발생하고 있으며 특히 6-8월에 발생이 많음. 연간 5세미만이 40~60%를 차지함
- 2004년에는 광주지역 집단발병으로 연간 118명이 신고된 바 있음
- 현황
구

분

2005년 2006년 2007년 2008년 2009년 2010년 2011년 2012년 2013년 2014년 2015년

신고수(명)

43

37

41

58

62

56

71

58

61

111

71

발생률
(10만명당)

0.09

0.08

0.08

0.12

0.12

0.11

0.14

0.11

0.12

0.22

0.14

* 2015년 자료는 변동 가능한 미확정 잠정통계임

2. 원인
⑴ 병원체
•

그람음성 간균으로 운동성이 있으며, lactose, fructose를 분해하여 산과 가스를 생성하
는 호기성 또는 통성 혐기성 세균

•

시가독소(shiga toxin 또는 verotoxin)를 생산하며, 주요 독소 유전자는 stx1, stx2임
- shiga 독소세포의 단백질 합성을 저해하여 세포를 사멸시키며 사람의 장 및 신장의
상피세포들의 주요 표적 세포가 됨. 사구체 상피세포의 손상과 모세혈관 폐색에 의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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급성신부전증 유발
※ 장출혈성대장균 혈청형170여종의 혈청군이 알려져 있으며, 주요 혈청형으로는 O157,
O26, O91, O111등이 있음
⑵ 전파경로
•

병원소 : 소, 양, 염소, 돼지, 개, 닭 등 가금류의 대변에서 Shiga 독소를 생성하는 E.
coli가 발견되며, 소가 가장 중요한 병원소임

•

전파경로
- 오염된 식품, 물을 통하여 감염되며 사람-사람 간 전파도 중요한 전파경로임
- 대부분의 발생은 소고기로 가공된 음식물에 의하며 집단 발생은 조리가 충분치 않은
햄버거 섭취로 발생하는 예가 많음

3. 증상 및 임상양상
⑴ 잠복기 : 2~8일
⑵ 임상증상
•

무증상 감염

•

오심, 구토, 비 혈변성 설사

•

복통, 미열, 오심, 구토, 수양성 설사에서 혈성 설사로 이행

⑶ 합병증 : 용혈성요독증후군, 혈전성혈소판감소성자반증 등
⑷ 용혈성요독증후군 : Shiga 독소생성 E. coli 감염이 용혈성요독증후군과 관련
•

말초혈액에서 미세혈관성 용혈성 빈혈: 혈색소 감소, 혈소판 감소, 혈청 합토글로빈
(Haptoglobin) 감소, 망상 적혈구 증가, 조각적혈구(Fragmented RBC), Coombs검사는
음성

•

소변 검사에서 적혈구, 단백 과립성 원주

•

저나트륨혈증, 저혈당, 혈액요소질소와 크레아티닌 상승

4. 치료
⑴ 보존적 치료 : 수분 공급 및 전해질 교정
⑵ 항생제 치료 : 장출혈성대장균 감염증이 의심되는 경우 용혈성요독증후군 유발 위험으로
항생제 사용은 권장되지 않음
⑶ 급성신부전 : 혈액 투석

5. 예방 및 관리
⑴ 예방
•

주된 감염원인 소를 비롯한 가축 사육 목장에 대한 종합적 감시와 도축장 및 육류 가공
처리 과정에 대한 오염방지책 수립

•

위험 식품에 대한 지속적 감시

•

육류 제품은 충분히 익혀 섭취하고, 날 것으로 섭취하는 야채류는 염소 처리한 청결한
물로 잘 씻어 섭취

•

철저한 개인위생(손 씻기 등)

⑵ 관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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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환자관리
- 격리기간 : 항생제 치료 종료 48시간 후부터 24시간 간격으로 2회 대변배양검사가 음
성일 때까지
- 환자, 보균자의 배설물에 오염된 물품 소독

•

접촉자 관리
- 발병여부 관찰 : 환자와 음식, 식수를 같이 섭취한 접촉자는 마지막 폭로가능 시점부
터 8일간 발병 여부를 감시
- 고위험군(식품업종사자, 수용시설 종사자 등)은 대변배양 검사결과가 나올 때까지는
음식취급, 탁아, 환자간호 등 금지
- 설사증상 발생시 즉시 의료기관을 방문하도록 지도

6. 신고
⑴ 신고범위 : 환자, 의사환자, 병원체보유자
⑵ 신고시기 : 지체 없이 신고
⑶ 신고를 위한 진단기준
•

환자 : 장출혈성대장균감염증에 부합되는 임상증상을 나타내면서 진단을 위한 검사기준
에 따라 감염병병원체 감염이 확인된 사람

•

의사환자 : 임상증상 및 역학적 연관성을 감안하여 장출혈성대장균감염증이 의심되나 진
단을 위한 검사기준에 부합하는 검사결과가 없는 사람

•

병원체보유자 : 임상증상은 없으나 진단을 위한 검사기준에 따라 감염병병원체가 확인된
사람

⑷ 임상증상
•

무증상 감염, 복통, 미열, 오심, 구토, 수양성 설사에서 혈성 설사로 이행, 비혈변성 설
사 등을 보임

•

설사 후에 용혈성 요독 증후군 또는 혈전성 혈소판 감소성 자반증이 발생

⑸ 진단을 위한 검사기준
•

검체(대변 등)에서 Shiga 독소 유전자를 보유한 E. coli균 분리 동정

⑹ 신고방법 : 법정감염병 진단․신고 기준에 내용을 작성하여 관할 보건소로 팩스 또는 웹
(http://is.cdc.go.kr)으로 신고

< 감염병환자 및 접촉자 격리기간>
•

적은 수의 균주로도 감염이 발생하기 때문에 급성기 동안에 접촉주의지침을 준수하여
입원 또는 자가 격리를 시행

•

환자관리 : 항생제치료 완료 48시간이 지난 후 24시간 간격으로 검사하여 2회 대변배양
검사결과가 음성일 때까지 입원 또는 자가 격리

•

전파위험이 높은 군 : 항생제치료 완료 48시간이 지난 후 24시간 간격으로 검사하여 2
회 대변배양검사결과가 음성일 때까지 입원치료(격리)
※ 2회의 추가 검사에서는 대변검체 PCR 진단 방법을 추천함

•

접촉자 관리: 환자와 접촉한 사람이 설사증상을 보일 경우에 입원치료하고 설사가 소실
되고 48시간 이상 경과한 이후 24시간 이상의 간격으로 시행한 대변이나 직장도말검사
에서 연속 2회 음성 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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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무증상 보균자의 경우 : 위험군에 대해서만 입원치료(격리)하고 대변배양검사에서 1회
음성 확인
※ 1회의 추가 검사에서는 대변검체 PCR 진단 방법을 추천

8. Q&A
Q1. 장출혈성대장균은 무엇인가요?
•

장출혈성대장균에 오염된 식품 등을 통해 출혈성 장염(발열, 복통, 혈변을 동반한 용혈
성 요독증후군 등)을 일으키는 질환입니다.

Q2. 장출혈성대장균 감염시 증상은 무엇인가요?
•

오심, 구토, 비 혈변성 설사 증상이 나타납니다.
복통, 미열, 오심, 구토, 수양성 설사에서 혈성 설사로 이행합니다.

Q3. 장출혈성대장균은 어떻게 전파되나요?
•

오염된 식품, 물을 통하여 감염되며 사람-사람 간 전파도 중요한 전파경로입니다. 대부
분의 발생은 소고기로 가공된 음식물에 의하며 집단 발생은 조리가 충분치 않은 햄버거
섭취로 발생하는 예가 많습니다.

Q4. 장출혈성대장균 예방 방법은 무엇인가요?
•

손 씻기 등 개인위생은 철저히 준수하고 육류 제품은 충분히 익혀 섭취하고, 날 것으로
섭취하는 야채류는 염소 처리한 청결한 물로 잘 씻어 섭취해야 합니다.

Q5. 장출혈성대장균 치료방법은 무엇인가요?
•

수분 공급 및 전해질 교정을 통한 보존적인 치료가 가능합니다. 용혈성요독증후군 유발
위험으로 항생제 사용은 권장되지 않습니다.

☞ 일본뇌염(japanese encephalosis) ☜
1. 개요
•

일본뇌염은 Flavivirus속 일본뇌염 바이러스에 의한 인수공통 감염병으로 작은빨간집모
기(Culex tritaeniorhynchus)에 물리면 감염되며, 주로 돼지가 바이러스의 증폭 숙주로
서의 역할을 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고 모기의 활동이 왕성한 여름부터 가을(8월~11월)
에 발생.

아시아 지역 소아에서 발생하는 대표적인 뇌염으로 매년 3～5만 명이 감염되

며, 뇌염으로 진행된 경우 약 30%의 사망률을 보이며 회복되어도 1/3에서 신경계 합병
증을 남김. 일본뇌염에 감염 시 특별한 치료방법이 없으므로 예방이 최선이며 예방접종
사업과 관련하여 개선된 백신을 개발하기 위한 연구가 지속되고 있음

2. 원인
•

원인병원체 : 일본뇌염 바이러스(Japanese encephalitis virus)

•

감염경로: 주로 야간에 동물과 사람을 흡혈하는 Culex속의 모기에 의해 전파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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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증상
•

급성뇌염, 무균성 수막염, 비특이적인 열성 질환 등으로 발현할 수 있음

•

현성 감염인 경우 급성으로 진행하여, 고열(39~40℃), 두통, 현기증, 구토, 복통, 지각
이상 등을 보임

•

의식장애, 경련, 혼수 등에 이르며, 회복되어도 1/3에서는 신경계 합병증이 남을 수 있음

4. 임상양상
•

감염자의 250명 중 1명에서 증상이 있으며, 열을 동반하는 가벼운 증상이나 바이러스성
수막염으로 이행되기도 하고 드물게 뇌염으로까지 진행
- 뇌염으로 진행될 경우 성격 변화와 신경 증상이 나타난 후 오한과 두통이 심해지면서
고열과 함께 경련 및 의식 소실과 혼수상태로 진행하는 것이 전형적인 임상양상 으로
약 30%의 사망률을 보임
- 합병증 : 뇌염의 경우 회복되어도 1/3에서 침범부위에 따른 다양한 신경계 합병증을
남김

5. 진단
•

특이 IgM 항체를 검출하거나 혈청학적 방법으로 급성기와 회복기 혈청항체 역가의 4배
이상 증가

•

혈액, 뇌척수액에서 PCR에 의한 바이러스 검출

6. 치료
•

보존적 치료(호흡장애, 순환장애, 세균감염 등에 대해서는 보존적인 치료가 필요)

7. 예방
•

모기를 매개로 하는 질환으로 모기에 물리지 않도록 하는 것이 중요

•

예방접종

- (불활성화 백신)
• 기초접종: 12개월~23개월(7~30일 간격)에 2회 접종하고, 2차 접종 12개월 후 3차 접종
• 추가접종: 만 6세와 만 12세에 각 1회 시행
• 접종용량 및 방법
- (베로세포 유래 불활성화 백신) 3세 미만에서 0.25mL, 3세 이상에서 0.5mL 피하주사
약독화 생백신
• 기초접종: 12개월~23개월에 1차 접종하고, 12개월 후 2차 접종
• 접종용량 및 방법: 0.5mL 피하주사

8. 신고기준
•

신고범위: 환자, 의사환자

•

신고시기 : 지체 없이 신고

•

신고를 위한 진단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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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환자: 일본뇌염에 부합되는 임상증상을 나타내면서 진단을 위한 검사기준에 따라 감
염병병원체 감염이 확인된 사람
- 의사환자: 임상증상 및 역학적 연관성을 감안하여 일본뇌염이 의심되나 진단을 위한
검사기준에 부합하는 검사결과가 없는 사람

9. FAQ
Q1> 일본뇌염 주의보와 경보를 발령하는 기준은 무엇인가요?
☞ 일본뇌염 주의보 및 경보의 발령 기준은 다음과 같습니다.

Q2> 일본뇌염 매개모기에 물리면 일본뇌염이 발생하나요?
☞ 모든 일본뇌염 매개모기(작은빨간집모기)가 일본뇌염 바이러스를 가지고 있지는 않습니
다. 일본뇌염 바이러스를 가진 모기에 물렸을 경우 극히 일부에서 일본뇌염이 발생합니다.
질병관리본부에서는 매년 일본뇌염 매개모기 감시사업을 수행하고 있으며, 일본뇌염 매개모
기에 일본뇌염 바이러스가 있는지 여부에 관하여 계속 검사하고 있습니다. 일본뇌염 바이러
스가 있는 일본뇌염모기가 발견될 경우 일본뇌염 경보를 발령합니다.
Q3> 일본뇌염 환자와 접촉하면 일본뇌염에 걸릴 수 있나요?
☞ 일본뇌염은 사람 간에는 전파되지 않습니다. 일본뇌염 바이러스에 감염된 돼지를 일본
뇌염 모기가 흡혈한 후 사람을 물었을 경우에 전파됩니다. 그러므로 일본뇌염 경보가 발생
하면 모기가 왕성하게 활동하는 새벽과 해가 진 무렵 저녁에는 야외활동을 자제하는 것이
좋습니다.
Q4> 일본뇌염 매개모기 유충은 어디에 살고 있나요?
☞ 일본뇌염 매개모기는 주로 논과 연못, 관개수로, 미나리꽝, 빗물고인 웅덩이 등 비교적
깨끗한 물에서 서식합니다. 모기 구제는 성충보다는 유충구제가 더욱 효과적이므로 거주지
주변 웅덩이가 있을 경우에는 관할 보건소에 알려 방제하도록 합니다.
Q5> 일본뇌염의 임상적 특성은 어떠한가요?
☞ 일본뇌염 바이러스를 가진 일본뇌염 매개모기에 물린 사람의 98%는 무증상이며 일부에
서 열을 동반하기도 합니다. 극히 드물게 뇌염으로 진행하게 되는데
･ 초기에는 고열, 두통, 구토, 복통, 지각이상
･ 급성기에는 의식장애, 경련, 혼수, 사망에 이를 수 있고
･ 회복기에는 언어장애, 판단능력저하, 사지운동저하 등 후유증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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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6. 일본뇌염 예방접종은 언제 받나요?
☞ 매년 여름철에 받아야하는 계절접종으로 잘못 알고 있는 경우가 있는데, 일본뇌염 예방
접종은 권장 접종 시기에 맞춰 연중 어느 때나 접종받도록 권고하고 있습니다.

10. 기타
•

최근 10년간(2007-2016) 국내 일본뇌염 환자 발생 현황

•

국외 발생현황
- 일본뇌염은 아시아의 많은 국가에서 바이러스성 뇌염의 주요 원인이며, 전세계적으로
3~15세 이하의 연령에서 연간 3~5만 명의 환자가 발생하고 있음.
- 동남아시아와 서태평양 지역의 24개국에서 풍토병화되어 발생하고 있으며, 30억 이상의
인구가 감염에 노출되고 있음
- 일본뇌염 예방을 위해서는 안전하고 효과적인 예방접종이 필요하며, WHO에서는 일본뇌
염이 공중보건학적 이슈로 인식되는 모든 지역에서 국제적인 예방접종 일정에 따라 접종하
도록 권고하고 있음

< 해외 일본뇌염 발생국 현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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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브루셀라증(brucellosis) ☜
1. 기본정보
브루셀라균에 의해 감염된 동물로부터 사람이 감염되어 발생하는 인수공통감염병입니다.
브루셀라증은 감염 시 뚜렷한 특징이 없습니다. 비특이적 증상이라고 하여 일반적인 질환들
에서 나타나는 포괄적인 증상이 나타납니다. 브루셀라증은 대개 가축에서 감염되므로 가축을
다루는 직업을 가지신 분 중 발열, 발한, 피로감, 식욕 부진, 체중 감소, 두통 및 관절통 등의
증상이 나타나면 관할 보건소로 바로 연락해주시기 바랍니다.
브루셀라균은 세포 내에 존재하므로 세포 내 침투가 우수한 향균제를 사용하여 치료하며
WHO에서는 한 종류의 항균제만으로는 치료 실패 또는 재발이 이루어지기 때문에 두 가지 이
상의 향균제를 함께 사용하는 것을 권고하고 있습니다.

2. 감염경로
소, 돼지, 양, 염소와 같은 가축들이 주요 감염원으로 알려져 있으며, 감염된 가축의 분비물
이나 태반 등에 의하여 피부 상처나 결막이 노출되어 감염되고 저온 살균되지 않은 유제품이
나 감염 가축 섭취를 통해 감염되기도 합니다.

3. 발생현황
국내에서는 고위험집단(축산업 종사자 등)에 대한 감시 강화 및 동물에 대한 관리를 통해
연간 20건 미만으로 발생 중에 있습니다.
브루셀라증은 전세계 어느 곳에서나 발생할 수 있고 전세계적으로 보고되고 있습니다. 그러
나 질병 관리 프로그램이 정립되지 못한 국가에서 흔하게 발생됩니다. 지중해 연안의 포르투
갈, 스페인, 남프랑스, 이탈리아, 그리스, 터키와 북아프리카, 중남미, 동부 유럽, 아시아, 아프
리카, 카리브해 연안, 중동 등에서 다발생합니다. 이곳을 여행하면서 저온 살균하지 않은 치즈
를 섭취하여 감염된 예가 종종 있습니다.

4. 예방
자세한 내용은 「2016년도 브루셀라증 관리지침」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⑴ 식품 위생
•

모든 유제품은 섭취 전 또는 가공 전에 반드시 저온 살균 처리를 하고 생으로 고기를
섭취하지 않도록 합니다.

⑵ 작업 위생
•

작업 후에는 반드시 손소독제를 사용하고 상처가 있을 경우 감염 물질이 들어가지 않도
록 주의하며 작업시 보호장구를 반드시 착용합니다.

⑶ 작업장 위생
•

소가 출산 또는 유산을 하는 경우 전파가 잘 이루어지므로 이후 부산물 등은 소각이나
매몰 처리를 하여야합니다.

•

감염된 동물의 배설물은 매일 치우고, 거름으로 만들 경우 균이 비활성화 되기까지 최
소 6개월에서 1년이 소요되므로 주의하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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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브루셀라병 동거축은 브루셀라병이 아니더라도 도축장에 도착 후 가장 마지막에 도축하
도록 합니다.

•

도축 시 모든 기구, 기계, 배수로, 바닥 등은 소독약을 이용하여 세척하고 고온수로 재
차 새척합니다.

5. Q&A
※ 관련지침 : 2016년도 브루셀라증 관리지침
Q1. 사람이 동물에게 전파할 수도 있나요?
•

A1. 간혹 감염에 노출된 수의사 등 고위험군이 동물에 감염을 시킬 것으로 오인하는 경우
가 있지만 사람은 종말 숙주(dead end host)입니다. 감염된 사람은 발열, 오한 등 임상
증상을 보이기는 하지만 균이 호흡기 등을 통해 몸 밖으로 배출되지 않으므로 동물에게 전
파시키지 않습니다.

Q2. 애완견도 브루셀라병에 걸릴 수 있다고 들었습니다. 키우는 주인도 위험할까요?
•

A2. 브루셀라증의 병원체는 여러 가지입니다. 그 중 B. canis는 개에게 브루셀라병을 일으
키는 종입니다. 간간히 인간에게 전파되기는 하지만 대부분 개의 브루셀라병이 사람에게
이환되는 경우는 매우 드뭅니다. 감염된 개의 혈액이나 정액, 태반 등을 접촉하지 않는 한
사람이 위험하지는 않습니다. 항생제 치료를 시작하면 수 일 후 개에게서 균이 사라지게
됩니다. 그러나 암환자, AIDS 감염자, 장기 이식자 등 면역력이 저하된 사람은 감염된 개
와 접촉하는 것을 금해야 합니다.

Q3. 실험실에서 실험을 하다가 브루셀라균에 노출되었습니다. 어떻게 해야 합니까?
•

A3. 질병통제센터에서는 실험실에서 노출 시 조치 사항을 다음과 같이 제시하고 있습니다.
위험 구분

•

실험을 수행한 사

노출 활동
•

브루셀라 균 분리

•

열린 컬쳐 플레이트에 노출되거
나 흡입한 경우

람과 실험 반경 5
•
피트 이내에서 활
•
동한 사람

위험도
높음

•

실험실 내 모든 사
람

•

사후 조치

표본 피펫이 입으로 튄 경우

•

BSL-3 주의사항을 준수하지 않
고 실험대 또는 Class II 생물안

노출 후 0, 6, 12, 18,
24주에 혈청학적 검사를

전 작업대에서 작업

•

광범위한 에어로졸 발생

•

시행
24주간 매일 스스로 열을
체크하고 증상을 확인

•

실험 장소로부터 5•

실험대에서 브루셀라 균 분리 작

위험도

피트 이상 떨어져

업 중 실험실에 있었으나 상기

낮음

있었던 실험실 내
모든 사람

정의한 것과 같은 높은 위험은
없는 사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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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B51과 B.canis 균에 노
출된 경우 혈청학적 모니
터링은 불가능함

☞ 중증급성호흡기증후군(SARS) ☜
1. 질병특성
⑴ 병원체
사스(중증급성호흡기증후군, Severe Acute Respiratory Syndrom, SARS)는 2002년 겨
울 중국에서 발생이 시작된 이래 수 개월 만에 홍콩, 싱가포르, 캐나다 등 전 세계적으로
확산되었던 신종전염병으로, 사스의 원인 병원체는 사스 코로나바이러스(SARS-associated
coronavirus)이다. 기존의 코로나 바이러스는 세 개의 항원군(Ⅰ,Ⅱ,Ⅲ)으로 분류 되어 왔
는데, SARS-coV는 유전적으로 다른 새로운 군에 속하는 coronavirus로 밝혀졌다.
SARS-coV는 동물 숙주 coronavirus 변종에 의해 동물로부터 사람으로 종간의 벽을 넘어
감염이 일어난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
⑵ 전파방식
기본적인 전파 경로는 환자의 호흡기 비말이나 오염된 매개물을 통해 점막의 직접 또는
간접 접촉에 의한 것이다. 따라서 사스 환자의 많은 부분은 환자의 가족 및 접촉자, 진료에
참여한 의료인에서 발생하였다. 일장적인 접촉으로 전파된 예는 드물지만 직장, 비행기, 또
는 택시에서의 접촉으로 인한 발생도 보고되었다. 항문-구강 경로에 대해서는 확실하지 않
지만, 대변으로 다량의 바이러스가 배출되는 점, 설사가 흔한 증상이라는 점 등은 이 경로
가 병의 전파에 역할을 했을 가능성을 제시한다.
•

사스 역학적 특징
- 병원감염이 사스 유행의 특징이다.
- 환자의 대부분은 성인이며, 소아에서도 드물게 발병했다.
- 평균 잠복기는 4일~6일이다.(2∼10일, 더 길게 보고된 경우도 있음)
- 발병 전에 전파된 사례는 보고된 적이 없다.

2. 예방 및 관리
⑴ 증상 및 증후
[발병 첫째 주]
•

처음에는 인플루엔자 의사 증상이 발생한다.

•

주요 증상은 발열, 권태감, 근육통, 두통, 오한 등이며, 특이적인 증상이나 증후는 없다.

•

발열이 가장 흔한 증상이지만, 초기에 발열이 없을 수도 있다.

[발병 둘째 주]
•

기침(초기에는 객담없는 마른기침), 호흡곤란, 설사가 발병 첫 주에도 나타날 수도 있지
만, 발병 2주째에 흔하게 나타난다. 콧물이나 인후통 등의 상기도 증상은 흔하지 않다.

•

중증 환자는 급속히 호흡부전이 진행되어 약 20%에서는 집중치료가 필요할 정도로 산
소부족을 겪게 된다.

•

많은 환자에서 혈액 또는 점액이 없는 대량 수양성 설사 증상을 호소했다.

•

전염은 주로 두번째 주에 발생한다.

[노인, 소아, 임신부의 사스]
•

노인 : 발열이 없거나 혹은 세균성 패혈증/폐렴이 동반되는 등 비전형적인 증상이 문제
가 되었다. 만성질환이 있고 보건의료기관을 자주 이용함에 따라 병원감염으로 전염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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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능성이 컸다.
•

소아 : 사스가 비교적 적게 발생하였고, 증상도 경미하였다.

•

임산부 : 사스에 감염되면 임신초기에는 유산이 될 수 있으며, 임신후기에는 모성사망을
증가시킨 것으로 알려져 있다.

[임상경과]
•

캐나다, 중국, 홍콩, 싱가포르, 베트남, 미국의 자료 분석에 의하면 사스의 치명률은 연
령군에 따라서 0%에서 50%이상으로 추정되며, 전반적인 사스 치명률은 약 11%로 추정
된다. 치명율이 높은 경우는 남자, 기저질환이 있는 경우이다.

[방사선 소견]
•

대부분 환자들은 발병초기 3-4일에 호흡기 증상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흉부방사선 또는
CT소견상 변화가 관찰되었으며, 전형적인 소견으로는 일측성 말초부위에 반점형 경화
(patchy consolidation)소견을 보이다가 다발성 병변 또는 젖빛유리모양(ground-glass
appearence) 소견을 보인다. 일부 부위는 편위(shifting) 소견을 보이기도 한다. 발병
후기에는

가끔

자연적

기흉,

기중격동(pneumomediastinum),

흉막하

섬유증

(sub-pleural fibrosis) 그리고/혹은 낭성변화(cyctic change)를 보인다.
[혈액학적, 생화학적 소견]
•

사스에 특이적인 혈액학적 또는 생화학적 지표는 없다. 혈액학적 소견으로는 림프구감소
증(lymphopenia)이 가장 흔한 소견이며, 발병기간동안 진행된다. 때로 혈소판감소증
(thrombocytopenia)과 aPTT 지연 소견이 관찰된다. 생화학 검사에서는 흔히 LDH가
증가하며, 일부 보고에서는 LDH 증가가 불량한 예후와 관련 있다고 제시한바 있다.
ALT, AST, CPK의 상승이 보고되었으며, 또한 저나트륨혈증, 저칼륨혈증, 저마그네슘혈
증, 저칼슘혈증과 같은 비정상적인 혈청전해질이 증상 발현 동안 혹은 입원기간동안 보
고된다.

⑵ 진단 및 치료
[사스 발생이 없는 단계 사례정의]
•

추정환자(Probable case)

•

임상적 기준에서 다음 4가지 기준을 모두 충족하면서

발열(≥38°C)이 있으면서 (AND)
하부 호흡기증상(기침, 호흡곤란, 숨참)이 1개 이상 있으면서 (AND)
방사선소견상 폐렴 또는 호흡곤란증후군(RDS)에 부합되는 폐침윤소견이 있거나(OR), 부검
소견상 특별한 원인없이 폐렴 또는 호흡곤란증후군(RDS)의 병리소견을 보이면서 (AND)
해당 질환을 명확하게 설명할 수 있는 다른 진단이 없는 경우
•

실험실적 기준이 양성인 경우

[사스발생단계(사스 주의/경보/비상단계)의 사례정의]
•

추정환자(Probable case)다음 3가지 기준을 모두 충족할 경우

•

임상적 기준에서 원인불명의 중증 호흡기질환을 보이며

38도 이상 발열이 있으면서(AND)
호흡기 증상(기침, 호흡곤란, 저산소증)이 하나 이상 있으면서(AND)
다음중 1개 이상의 소견이 있는 경우
방사선학적으로 폐렴 소견이 있거나
호흡부전증(Respiratory distress syndrome)이 있거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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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별한 원인 없이 폐렴이나 호흡부전증에 부합하는 부검소견을 보이는 경우
•

역학적 기준을 충족하며

발병전 10일 이내에 사스감염위험지역의 여행력(환승 포함)이 있거나 (OR)
발병전 10일 이내에 사스 환자 또는 의심환자와 밀접한 접촉을 한 경우
•

실험실적 기준이 양성 또는 미확인(검사를 하지 않았거나 진행 중인 경우)

[의심환자(Suspect cases)]
•

다음 2가지 기준을 충족할 경우

•

임상적 기준에서 원인불명의 중등증 호흡기질환을 보이며

38도 이상 발열이 있으면서(AND)
호흡기질환 임상소견(기침, 호흡곤란, 저산소증)이 하나 이상 있는 경우
•

역학적 기준을 충족하며

발병전 10일 이내에 사스감염위험지역의 여행력(환승 포함)이 있거나 (OR)
발병전 10일 이내에 사스 환자 또는 의심환자와 밀접한 접촉을 한 경우
•

실험실적 기준이 양성 또는 미확인(검사를 하지 않았거나 진행 중인 경우)

실험실적 사례정의(Laboratory case definition of SARS) : 양성
임상적으로 사스가 의심되면서 다음의 실험실적 진단기준에서 1개 이상 양성 소견을 보이
는 경우
•

PCR 양성 : 정확한 방법에 의해 PCR이 양성인 경우

적어도 두 종류의 다른 임상검체에서 양성이거나(예를 들어 비인두도말과 대변)
동일한 임상검체에 대해 질병의 이환기간 동안 2회 이상 양성이거나
원래의 임상검체에서 추출한 새로운 RNA추출물을 이용하여 PCR을 반복검사하거나 두가지
다른 분석법을 사용한 경우
•

혈청검사 양성(Seroconversion by ELISA or IFA)

급성기 혈청검사에서 음성이었으나 회복기 혈청검사에서 양성으로 양전되었거나
급성기와 회복기 혈청검사에서 항체가가 4배 이상 증가한 경우
•

바이러스 분리(Virus isolation)

임상검체의 세포배양검사에서 사스코로나바이러스가 분리되었으며, AND PCR 확인검사에
서 양성인 경우 질병관리본부는 사스 진단을 위해 PCR, 항체검사(IFA), 바이러스 분리검사
를 시행하고 있다. 진단을 위해 검체의뢰를 할 경우 질병관리본부 인플루엔자바이러스팀으
로 문의하여야 한다.(02-380-2101)

3. 환자관리
사스의심 또는 추정환자는 보건당국에 의해 격리지정병원에 입원치료를 받게 되며, 전염을
차단하기 위해 엄격한 격리와 관리가 필요하다.

4. 예방
아직까지는 백신이나 예방약이 개발되어 있지 않다. 예방을 위해서는 아래의 수칙을 준수
한다
•

감염위험지역으로의 여행을 자제한다.
- 2008년 현재 전 세계적으로 사스감염위험지역이나 여행자제지역은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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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손씻기를 철저히 하여 직접접촉으로 인한 감염을 예방한다.

5. 전염병 신고
신종전염병 증후군의 하나로 제4군 법정전염병으로 지정되어 있으며, 사스가 의심되는 환자
진료 시 보건당국에 즉시 신고하여야 한다.

6. 통계
30개국에서 8,096명의 환자가 발생하여 774명이 사망하였다. 국내에서도 3례의 추정환자,
17례의 의심환자가 발생하였다. 2003년 7월5일 마지막 발생지역인 대만이 여행제한 지역에서
제외되면서 SARS free 선언을 하게 되었다.

☞ 메르스(MERS) ☜
1. 개요
⑴ 정의
•

메르스

코로나바이러스(Middle

East

Respiratory

Syndrome

Coronavirus

:

MERS-CoV)에 의한 호흡기감염증
*'13년

5월,

국제바이러스

분류

위원회(ICTV,

International

Committee

on

Taxonomy of Viruses)에서는 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를 메르스 코로나바이러스
(MERS-CoV)라 명명
⑵ 발생 현황
•

중동지역 아라비아 반도를 중심으로 2012년 9월부터 2017년 2월 28일까지 12개국*에
서 1,917명이 발생하여 737명 사망*(WHO, ECDC 참조) * 발생지역이 아닌 감염지역
기준으로 소계
※ WHO는 2012년 9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에 대한 첫 번째 국제적 경고를 발령
- 발생환자 대부분이 중동지역과 직‧간접적인 연관이 있으며, 사우디아라비아, 아랍에미
리트 등 중동지역에서 전체 감염환자의 90%(1,725명) 발생(‘17.2.28 기준)

•

2017년 1월 이후 사우디아라비아 메르스 환자 총 42명 발생(‘17.2.28 기준)

2. 원인
•

병원체 : 코로나바이러스(MERS-CoV)

•

감염경로
- 자연계에서 사람으로는 감염경로가 명확하게 밝혀지지 않았음
- 단, 사우디아라비아 내 단봉낙타접촉에 의한 감염전파가 보고
- 사람 간 감염은 밀접접촉에 의한 전파(대부분 병원내 감염, 가족간 감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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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증상
•

대부분 환자가 중증급성하기도질환(폐렴)이지만 일부 경한 급성상기도질환을 나타내거나
무증상인 경우도 있음

•

특히, 기저질환(당뇨, 신부전, 만성 폐질환, 면역결핍질환)을 가진 사람에서 감염률이 높
고 예후도 불량함

•

주요임상 증상 : 발열, 기침, 호흡곤란 등이며, 그 외에도 두통, 오한, 인후통, 콧물, 근
육통, 식욕부진, 오심, 구토, 복통, 설사 등

•

합병증 : 호흡부전, 폐혈성 쇽, 다발성 장기 부전 등

•

일반적 검사소견 : 백혈구감소증, 림프구감소증, 혈소판감소증, LDH 상승

•

치명률 : 20~46%

4. 진단
•

유전자 검사
- 메르스 코로나바이러스의 활동(최근)감염을 진단
- Real-time RT-PCR 이용
- 최소 2개 이상 특이 유전자 PCR 양성 또는 1개 특이 유전자 PCR 양성과 다른 유전
자 염기서열 확보

•

혈청검사
- 메르스 코로나바이러스의 과거 감염(항체)을 조사
- ELISA, IFA, 중화항체검사법

5. 치료
•

현재까지 메르스 치료를 위한 항바이러스제가 개발되지 않음

•

대증 요법(중증인 경우 인공호흡기, 체외막산소화장치, 투석 등)

6. 예방 : 예방 백신 없음
7. 중동지역 여행 시 예방 수칙 준수
•

일반적인 감염병 예방 수칙 준수
- 손씻기 등 개인위생 수칙 준수
* 비누로 충분히 손을 씻고 비누가 없으면 알코올 손소독제를 사용
- 씻지 않은 손으로 눈, 코, 입을 만지지 말기
- 기침, 재치기시 휴지로 입과 코를 가리고 휴지는 반드시 쓰레기통에 버리고 손위생

•

여행 중 농장방문자제 및 동물과 접촉하지 않기

•

익히지 않은 낙타고기, 생낙타유(Camel milk) 섭취하지 않기

•

사람이 붐비는 장소 방문 가급적 자제(부득이한 경우 마스크 착용)

•

발열이나 호흡기 증상이 있는 사람과의 접촉 피하기

•

귀국 후 14일 이내 발열, 호흡기증상이 있을 경우 의료기관 방문하지 말고 1339 또는
보건소로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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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의료인 감염 예방 수칙
•

환자 진료 전・후 반드시 손위생(손씻기 또는 손 소독) 시행
* 비누로 충분히 손을 씻고 비누가 없으면 알코올 손소독제를 사용

•

환자를 진료 또는 간호하는 의료진은 반드시 적절한 개인보호구 착용

•

체온계, 청진기 등 환자 진료도구는 매회 사용 후 소독

•

병실에서 발생한 폐기물은 병원 내 감염관리수칙에 따라 처리

•

환자에게 에어로졸 발생 시술은 음압 병실에서 실시

•

환자 입원 치료는 음압격리병상 시설을 갖춘 의료기관에서 수행

9. 신고
의심환자 인지 상황
•

검역단계에서 의심환자 확인

•

의심환자의 자택 등에서 자발적 신고(1339 또는 보건소) 또는 능동감시 중 의심환자 확
인

•

의료기관 의심환자 신고: 외래, 응급실, 입원실(병상/중환자실) 등

10. FAQ
Q1. 메르스의 원인은 무엇인가요?
코로나바이러스의 일종으로 명확하게 바이러스가 어디로부터 왔는지 밝혀지지는 않았습
니다. 그러나 동물로부터 왔을 것으로 추정하며, 박쥐 및 여러 낙타에서 바이러스가 발견되
었습니다.
Q2. 메르스는 어느 나라에서 발생하였나요?
2012년 사우디아라비아에서 최초 감염된 환자가 보고된 이후 자국 내 환자가 발생 된
국가는 총 12개국(중동지역 9개국: 아랍에미레이트, 카타르, 오만, 요르단, 쿠웨이트, 예멘,
레바논, 이란; 유럽 2개국: 영국, 프랑스; 아시아 1개국: 한국)입니다. 영국, 프랑스, 한국은
중동지역 방문 후 유입에 의한 전파사례입니다.
Q3. 메르스의 증상은 무엇인가요?
주 증상으로는 발열, 기침, 호흡곤란이 있습니다. 그 외에도 오한, 두통, 인후통, 뿐만
아니라 일부 사람에서는 설사와 오심, 구토를 포함한 위장관 증상이 있습니다. 대부분 환자
가 중증급성하기도질환(폐렴)을 보이나 일부에서 무증상 또는 경한 급성 상기도 질환을 나
타나는 경우도 있습니다.
Q4. 어떻게 메르스에 감염되나요?
명확한 감염경로는 밝혀지지 않았습니다만 중동지역에서는 낙타와의 접촉력이 주요 원
인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또한 사람 간 밀접접촉에 의한 전파가 되며 현재 보고된 건은 대
부분 병원 내 감염, 가족 간 감염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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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5. 메르스는 전염성이 높은가요?
전염성이 있지만 분명히 제한된 범위에서 발생합니다. 바이러스는 보호장비 없이 환자
를 돌보는 등 밀접한 접촉을 하지 않았다면 사람 간에 쉽게 전파되지 않습니다. 감염예방
및 관리규정이 적절하지 않았다면 의료기관에서 더 쉽게 사람간 전파가 이루어져 의료기관
내에서의 전파사례가 보고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제까지 지역사회에서 전파된 사례는 보
고된 바 없습니다.
Q6. 중동지역을 다녀왔는데 언제까지 증상이 나타날 수 있나요?
메르스의 잠복기는 평균 5일(2일~14일) 정도입니다. 즉, 바이러스에 노출된 후 짧게는
2일, 길게는 14일정도 지난 후 증상이 발생하므로 중동지역에서 귀국 후 14일 동안은 증상
이 나타나는지 관찰하여야 합니다.
Q7. 메르스는 언제 전파 가능한가요?
바이러스가 체내에 침입하면, 인체 내에서 증식하는 기간을 거쳐 몸 밖으로 배출되기
시작합니다. 이때가 바로 증상이 발생하는 시점입니다. 따라서 증상 발생 이전인 잠복기 동
안에는 바이러스는 몸 밖으로 배출되지 않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따라서 잠복기 중에
접촉한 사람이 증상이 없다면 진단검사는 필요하지 않습니다.
Q8. 접촉자에 대한 메르스 진단검사는 어떤 경우에 하나요?
증상이 발생한 환자와 밀접하게 접촉한 사람은 최종 접촉일로부터 14일간 자가격리(확
진환자의 접촉자) 또는 격리 없이(의심환자의 접촉자) 모니터링을 실시하며, 그 사이 발열,
호흡기증상 등 이상증상이 나타날 경우 진단검사(유전자 검사)를 시행합니다.
Q9. 왜 밀접접촉자를 격리해야 하나요?
환자와의 접촉을 통해 감염되었을 가능성이 있는 사람의 경우, 잠복기를 거쳐 증상이
발생할 가능성에 대비하여 지속적으로 증상발생 여부를 관찰하고 외부활동을 통한 추가적
인 접촉자 발생을 최대한 줄이기 위한 조치입니다.
Q10. 자가 격리만으로도 충분한 조치가 되나요?
환자와 접촉은 하였으나 증상이 없는 사람은 자가 격리를 하면서 증상발생 여부와 체
온을 보건소 직원이 1일 2회 확인하고 있습니다. 증상 발생시 즉시 국가지정입원치료병상
으로 이송하여 진단 및 치료를 받게 되므로 자가 격리 충분히 관리가 가능합니다.
Q11. 환자가 다녀갔던 병원은 다른 사람들이 방문해도 안전한가요?
메르스의 전파는 환자와 같은 공간에 동시에 머물면서 밀접한 접촉이 있었던 경우에
제한적으로 발생합니다. 환자가 이미 거쳐 간 의료기관을 방문하는 것으로 메르스에 감염될
가능성은 매우 낮습니다.

11. 국내외 발생현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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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카바이러스 감염증 (Zika virus disease) ☜
1. 개요
1947년 우간다 붉은털원숭이에서 바이러스가 최초로 확인되었고, 인체감염사례는 1952년
우간다와 탄자니아에서 처음 보고

2. 질병 특성
⑴ 원인 병원체 : 뎅기, 황열 바이러스와 동일한 Flavivirus 계열
⑵ 감염 경로
•

(주된 전파) 숲모기*에 의한 전파로 감염되며 감염자와 일상적인 접촉으로 감염되지 않음
* 이집트 숲모기(Aedes aegypt)가 주된 매개체이나 국내 서식하는 흰줄 숲모기(Aedes

albopictus)도 전파 가능
•

(수혈 전파) 관련 문헌 보고는 없지만 잠재적으로 수혈에 의한 전파 가능성 제기

•

(성접촉에 의한 전파) 성접촉 때문에 감염되었을 가능성 있는 사례 보고 있으며, 감염회
복 후 2주까지 정액에서 바이러스 확인

⑶ 임상적 특징
•

(증상) 특징적인 증상은 반점구진성 발진을 동반한 갑작스러운 발열이고, 관절통, 결막
염, 근육통, 두통이 동반될 수 있음

•

(기간 등) 증상은 3~7일 정도 가볍게 진행되며 약 80%는 불현성 감염

•

(합병증) 지카바이러스 감염증가로 인해 소두증 신생아 출산 증가와 길랭-바레 증후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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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가 경향이 보고되고 있으나 원인 여부에 대해서는 조사가 진행 중임

3. 진단과 치료
•

(진단) 혈청 RT-PCR로 바이러스 유전자 검출하여 확진하며 국내에서는 질병관리본부
국립보건연구원에서 확진 가능

•

(치료) 충분한 휴식 및 수분 섭취하면 대부분 회복, 증상이 있을 경우 진통제, 해열제
치료 가능. 뎅기열의 경우 아스피린 또는 소염진통제 치료시 출혈 부작용 나타날 수 있
어, 복용자 배제 진단 우선 필요

4. 예방법
•

귀국한 뒤 2주 이내 의심증상(발진을 동반한 관절통/관절염, 근육통 또는 결막염)이 발
생하면 의료기관을 방문해 주세요.

•

의료기관 방문 시 의료진에게 최근 해외 여행력을 알려 주세요.

•

귀국 후 1개월 간 헌혈을 금지해 주세요.

•

성접촉에 의한 전파를 예방하기 위한 잠정적 권고안입니다.(2016.10.11)

•

방문자는 남녀 모두, 증상에 상관없이 귀국후 6개월 동안 임신 연기, 성관계를 피하거나
콘돔 사용

•

방문자의 배우자가 임신 중인 경우, 임신기간 동안 성관계를 피하거나 콘돔 사용

•

확진환자는 회복 후 6개월 동안 임신 연기, 성관계를 피하거나 콘돔 사용

•

성전파 예방 권고안은 새로운 근거가 확인되면 변경 가능함

•

방충망 또는 모기장이 있고 냉방이 잘 되는 숙소에서 생활해 주세요.

•

야외 외출 시에는 긴팔 상의와 긴바지 의류를 착용하고, 모기는 어두운 색에 더 많이
유인되므로 가능한 밝은 색 옷을 착용

•

모기 기피제는 허용량을 초과하지 않도록 노출된 피부나 옷에 엷게 바르고, 눈이나 입,
상처에는 사용하면 안 됩니다.

•

기타 모기 퇴치 제품 사용시 주의사항 확인 후 사용해 주세요.

•

지카바이러스 감염이 의심되는 경우, 기타 궁금한 사항이 있을때는 질병관리본부 콜센터
(국번없이 1339) 또는 보건소로 연락주세요

5. FAQ
Q : 지카바이러스(Zika virus)는 어떻게 감염되나요?
•

A : 지카바이러스에 감염된 숲모기에 의해 감염되며, 지카바이러스가 확인된 지역을 여행
하는 여행객은 감염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 지카바이러스를 매개하는 숲모기>
Q : 국내는 지카바이러스(Zika virus)에 감염될 가능성이 없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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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A : 아직까지 국내 감염사례 및 해외 유입사례가 보고가 없으며 유행국가에 여행할 경우
만 감염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Q : 유행지역은 구체적으로 어떻게 되나요?
•

A : 최신 지카바이러스 발생국가 정보는 ‘질병관리본부’ 홈페이지(www.cdc.go.kr) 또는
‘해외여행질병정보사이트’(http://travelinfo.cdc.go.kr/travelinfo/jsp_travelinfo/home/main/main.jsp)
에서 확인 가능

Q : 지카바이러스 감염증의 증상은 무엇인가요?
•

A : 보통 감염된 모기에 물린 후 3~7일이 지나서 증상이 시작 되고 최대 잠복기는
2주입니다. 주요 증상으로는 발열, 발진, 관절통, 눈 충혈이 있고 그 외 근육통, 두통,
안구통, 구토가 동반될 수 있습니다. 증상은 대부분 경미하며 3~7일 정도 지속될 수 있고
중증 합병증은 드물고 사망사례는 보고된 적이 없습니다.

<지카바이러스에 의한 홍반성 구진성 발진, 지카바이러스에 의한 결막염>
Q : 지카바이러스 감염증은 어떻게 예방하나요?
•

A : 현재까지 예방접종은 없으나 모기 노출을 최소화하여 예방할 수 있습니다. 이를 위해
방법은 활동 시 모기기피제 사용, 긴소매, 긴바지 착용을 하고 수면 시에는 모기장을 사용
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Q : 임신부인데 나와 태아를 위해 무엇이 필요하나요?
•

A : 질병관리본부에서는 지카바이러스 발생국가로의 여행을 출산 이후로 연기할 것을 권고
하고 있습니다. 여행이 불가피한 경우는 여행전 의사의 상담을 받고 여행국가에서 모기 회
피에 대해 각별히 주의가 필요합니다.

Q : 임신중에 발생국가를 다녀왔다면 어떻게 해야 하나요?
•

A : 여행에서 돌아와 2주 이내에 발열, 발진, 관절염, 충혈 등 지카바이러스 의심증상이
발생하면 의료기관에 방문하여 진료를 받으시면서 해외 여행력을 꼭 이야기 해주세요. 태
아에게 어떠한 영향이 있는지에 대해서 확인하기 위해서는 산부인과에서 산전 진찰을 통해
서 모니터링 할 필요가 있습니다.

Q : 모기기피제가 임신부에게도 안전한가요?
•

A : 각국에서 허가된 모기기피제의 경우 임신부에게도 안전하고 효과적입니다. 다만 제품
별로 사용법의 차이와 주의사항에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확인 후 사용하시기 바랍니다.

Q : 지카바이러스에 감염되었다면 무엇을 해야 하나요?
•

A : 충분한 휴식과 수분 보충이 필요하고 모기를 통해 다른 사람에게 전파되는 것을 예방
하기 위해 모기에 노출되는 것을 최소화 하여야 합니다. 치료 완료 후 최소 1개월 동안은
헌혈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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