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급] 홍역(Measl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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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 분

내 용

감염병 분류

◦ 제2급 법정감염병

원인병원체

◦ Measles viru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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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https://phil.cdc.gov/Details.aspx?pid=12733, 10707 -

- 한 가지 혈청형만 존재함
- 유전자형은 현재까지 8개(A-H), 아형은 24개가 알려져 있음
◦ 생존력: 대기나 물체표면에서 2시간 이하 생존 가능, 오염된 호흡기 비말은 주변
환경에서 30분에서 2시간까지 감염성을 가짐
◦ 소독 및 불활성화: 1% sodium hypochlortie, 70% ethanol, glutaraldehyde, phenolic
disinfectants, peracetic acid, hydrogen peroxide, povidone iodine, 56℃에서
30분 열처리, 121℃에서 15분 이상 고압증기멸균 등
병원소(감염원) ◦ 사람이 유일한 숙주
- 동물 병원소 없음
발생현황

[국외현황]
◦ 백신 도입으로 발생과 사망이 현저히 감소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아직까지 전 세계의
감염질환으로 인한 소아 사망의 주요 원인 중 하나임
◦ WHO와 유니세프의 홍역퇴치전략 시행으로 2000-2016년 신고 건수가 84% 감소
하였으나 이후 다시 증가세를 보임
- 소아에서 생명을 위협하는 주요 질병으로 매년 3천만명 이상의 어린이가 감염되고,
745천명이 사망하는 것으로 추정됨
[국내현황]
◦ 1965년 백신 도입 이후 환자 발생 꾸준히 감소하였으나 4-6년 주기로 유행 발생
◦ 1985년 국가사업으로 일부 무료접종이 시행되면서 1,000-2,000명 수준으로 감소
◦ 1993-1994년 전국적 대유행 후 1997년 2차 추가접종 도입하여 연간 100명 이하로
발생
◦ 2000-2001년 55,707명이 발생, 7명이 사망하는 대유행이 있었으며 홍역일제예방
접종과 초등학교 입학 전 홍역 2차 예방접종 확인사업(접종률 95% 유지)을 실시한
후 발생이 급격히 감소함
- 해외 유입사례를 제외하고 매년 인구 10만명당 1명 미만 유지
- 2007-2013년 학교, 병원 등 집단중심 4번의 지역사회 유행 발생하였으나 토착화된
바이러스에 의한 환자 발생은 36개월 이상 없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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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 분

내 용
◦ 2006년 11월 국가 홍역퇴치 선언
◦ 2014년 3월 WHO 서태평양지역사무소(WPRO)로부터 국가 홍역퇴치 인증
◦ 해외유입에 의한 국내 환자 발생 및 소규모 유행 발생 가능함

호발시기

◦ 온대지방에서 늦은 겨울-봄에 가장 많이 발생함

진단검사

[신고를 위한 진단기준]

및 신고기준

◦ 환자: 홍역에 부합하는 임상증상을 나타내면서 다음의 진단을 위한 검사기준에 따라
감염병 병원체 감염이 확인된 사람
◦ 의사환자: 임상증상 및 역학적 연관성을 감안하여 홍역이 의심되나 다음의 진단을 위한
검사기준에 부합하는 검사결과가 없는 사람
* 임상증상
- 전구 증상으로 2-4일간 발열, 기침, 콧물과 결막염의 증상을 보이다가 발진이 얼굴과

홍
역

목, 귀 뒤부터 시작되어 몸통과 사지로 퍼진 후 호전됨

[진단을 위한 검사기준]
구분

검사기준
검체(인후・비강・비인두도찰물, 혈액, 소변 등)
에서 홍역 바이러스 분리

확인진단

회복기 혈청의 항체가가 급성기에 비해 4배
이상 증가

검체(인후・비강・비인두도찰물, 혈액, 소변
등)에서 특이 유전자 검출

세부검사법
배양,

배양검사

Real-time
RT-PCR

항체
검출검사

검체(혈액)에서 특이 IgM 항체 검출

신고 및 보고

검사법

ELSA 등

항체검출검사
유전자검출

Real-time

검사

RT-PCR

◦ 신고범위: 환자, 의사환자
◦ 신고시기: 24시간 이내
◦ 신고방법: 관할 보건소로 팩스 또는 웹(질병보건통합관리시스템(http//is.kdca.go.kr))의
방법으로 신고

사례조사 및

[대상]

유행역학조사

◦ 환자, 의사환자
[시기]
◦ 개별사례: 신고된 모든 사례에 대해 지체없이
◦ 유행사례: 환자(의사환자 포함)가 2명 이상 역학적으로 연관된 경우, 지체없이
[주관]
◦ 개별사례: 시・군・구
◦ 유행사례: 시・도

감염경로

◦ 비말 등의 공기매개감염
◦ 환자의 비・인두 분비물과 직접접촉
◦ 홍역바이러스는 태반을 통과하기 때문에 태아에게 선천성 홍역 발생 가능

감염력

◦ 비강 내 분무 시 0.2 unit
◦ 전염성이 매우 높아 감수성 있는 사람이 노출되었을 경우 90% 이상이 감염
◦ R0: 12-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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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 분
전파기간

내 용
◦ 발진이 나타나기 4일 전부터 발진 4일 후까지
* 노출시기: 발진 발생 약 7-21일 전
<홍역 바이러스 노출기와 전염기>

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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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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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

잠복기
임상증상

◦ 7-21일(평균 10-12일)
◦ 급성 발열성 발진성 감염병
◦ (전형적인 형태) 전구기, 발진기, 회복기로 진행됨
- 전구기(3-5일): 전염력이 강한 시기
・발열(38℃ 이상), 기침, 콧물, 결막염, Koplik’s spot* 등이
나타남
* 홍역 환자의 구강 점막에 나타나는 특징적인 병변, 중심부에 흰색을
띠는 밝은 붉은색 반점으로 발진 1-2일 전 나타나 발진 발생
1-2일 후 소실됨
- https://www.cdc.gov/measles/symptoms/signs-symptoms.html -

- 발진기(4-8일): 전반적인 증상이 가장 강한 시기
・홍반성 구진성 발진이 목 뒤, 귀 아래에서 시작하여 몸통, 팔, 다리 순서로 퍼지고
손바닥, 발바닥에도 발생하며 서로 융합됨
・발진은 3일 이상 지속되고 발진이 나타난 후 2-3일간 고열을 보임
- 회복기: 발진이 소실되면서 색소침착을 남김
・작은 겨 껍질 모양으로 벗겨지면서 7-10일 내에 소실됨. 손과 발은 벗겨지지 않으며
이 시기에 합병증이 잘 생김
◦ (비전형적인 형태) 환자의 나이, 백신접종력, 수동면역항체 보유여부에 따라 뚜렷한
전구증상 없이 발열과 가벼운 발진이 나타나는 경우도 있음
※ 홍역은 한 번 걸린 후 회복되면 평생 면역획득, 재감염되지 않음

Koplik’s 반점

홍역 발진

- https://phil.cdc.gov/Details.aspx?pid=3187, 19433
치료

◦ 보존적 치료(안정, 충분한 수분공급 등) 및 대증치료(증상 완화 목적)
◦ WHO에서는 중증 급성 홍역 환자에게 비타민 A 치료를 추천: 비타민 A를 투여하면
홍역의 중증도, 치사율 낮출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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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 분

내 용
◦ 미국 소아과학회에서도 입원이 필요할 정도의 심한 홍역환자에게 비타민 A 치료를
권고함
[환자 진료 시 주의사항]
◦ 홍역 (의심)환자는 별도의 공간에서 대기하면서 마스크를 착용하도록 조치하고 입원
치료 시 표준감염주의와 함께 공기매개주의에 따라 관리
◦ 의료기관 종사자 중 감수성자(MMR 2회 예방접종력이 없고, 과거 홍역 감염력 없으며,
향체 양성에 해당되지 않은 경우)는 MMR 2회(4주 간격) 접종 권장

환자관리

◦ (담당) 환자의 주민등록주소지 보건소
◦ (감염주의) 표준주의, 공기주의 준수, 발진 발생 4일 후까지
- 건강한 소아는 발진 발생 후 4일까지
- 면역저하자는 발병기간 동안 음압격리
◦ (격리)
- 격리기간: 전파기간(발진이 나타나기 4일 전부터 발진 발생 후 4일까지)
검사결과 확인 전 의심단계에서 격리, 격리입원치료비 지원 가능
- 면역저하자의 경우 의료진 판단하에 격리기간 확대 가능
- 증상이 심하지 않은 경우 가택격리, 활동제한에 대한 교육 실시
◦ 보육시설, 학교에서의 관리: 평소 건강한 소아는 발진 발생 후 4일까지, 면역저하자는
발병기간 동안 등교 및 등원 중지

접촉자관리

◦ (담당) 환자의 주민등록주소지 보건소
- 접촉자 주소지 또는 실거주지가 환자와 다를 경우 접촉자 주소지 또는 실거주지
에서 관련 정보 통보
◦ (면역이 있는 사람) 홍역을 앓았거나 예방접종을 완료한 사람, 항체 양성자: 21일간
증상 발생 모니터링
◦ (면역이 없는 사람) 감수성자, 홍역을 앓은 적이 없고 예방접종력이 없거나 불완전한
사람: 예방접종, 면역글로불린 투여 등 노출 후 예방조치 필요
[노출 후 예방조치]
◦ (예방접종)
- 홍역에 대한 면역력 증거*가 없는 사람에게 노출 후 72시간 이내에 예방접종 실시
* 1967년 이전 출생자, MMR 백신 2회 접종력, 실험실적 홍역 진단, 홍역 항체 양성

- 만 12세 이하는 국가예방접종사업을 통해 무료접종
- 21일간 증상발생 모니터링
◦ (면역글로불린 투여)
- 대상: 확진환자의 접촉자 중 감수성자이면서 MMR 백신 접종 금기자(6개월 미만 영아,
임신부, 면역저하자 등)
- 방법
・노출 후 6일 이내에 0.25㎖/㎏ 근육주사, 면역결핍 소아는 0.5㎖/㎏(최대량 15㎖)
근육주사
・28일간 증상 발생 모니터링
[면역글로불린 투여 소아의 MMR 접종]
- MMR 백신 금기가 아닌 생후 12개월 이후의 소아로서
- 면역글로불린 투여 시점 기준 5개월(투여량 0.25㎖/㎏인 경우) 혹은 6개월(투여량
0.5㎖/㎏인 경우) 경과 후 MMR 접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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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 용
[집단 발생 시 조치]
◦ 예방접종: 홍역 유행 시 연령대 및 과거 접종력에 따라 MMR 가속접종
◦ 홍역에 대한 정보제공(질환 특징, 합병증, 조치사항, 예방접종 중요성 등)
◦ 추가환자 발생 감시: 최종 확진환자 보고 후 6주간

예방접종

◦ 수동면역
- 면역글로불린: 면역이 없는 사람에게 노출 후 6일 이내에 주사
◦ 능동면역
- 소아 예방접종 대상: 모든 영유아
- 접종시기
· (1차) MMR 백신을 생후 12-15개월
· (추가) 만 4-6세에 접종

홍
역

- 접종용량 및 방법: 상완 외측에 0.5㎖ 피하주사
· 홍역 유행시기에는 예방접종 기준보다 당겨서 접종 실시

알
아
보
기

· 생후 6-11개월 된 영아는 홍역 단독 또는 MMR 접종
· 만 4세 이전이라도 2차 접종 실시
- 성인 예방접종 대상: 면역의 증거가 없는 1968.1.1. 이후 출생자는 최소 1회 접종 필요
· 우선권장 대상
구분
연령별
직업 및 상황별

대상
면역력이 없는 1967년 이후 출생자
- 홍역 환자를 진료할 가능성이 있는 의료인
- 홍역 유행지역 여행자
- 학교, 기숙사 같은 단체생활을 하는 성인
- 면역저하자를 돌보는 가족
- 홍역환자에 노출된 경우(72시간 내에 투여)

예방관리

◦ 유행지역 여행 시 예방접종 권고
- 1967년 이후 출생자로 홍역 면역력의 증거가 없는 경우 유행지역으로의 해외여행 전
MMR 예방접종 권고

관련지침

◦ 예방접종 대상 감염병의 역학과 관리
◦ 예방접종 대상 감염병 관리지침
◦ 법정감염병 진단검사 통합지침 제3-1판
◦ 병원체 생물안전정보집(제2,3,4위험군)
◦ 법정감염병 진단・신고기준
◦ 감염병의 역학과 관리

참고자료

◦ 질병관리청. 2022 예방접종 대상 감염병 관리지침
◦ 질병관리청. 2022 법정감염병 진단・신고기준
◦ 질병관리본부 예방접종 대상 감염병의 역학과 관리(2017년도 개정판)
◦ 질병관리청. 2022 법정감염병 진단검사 통합지침 제3-1판
◦ 질병관리본부/국립보건연구원 2017 병원체 생물안전정보집(제2,3,4위험군)
◦ 질병관리청/대한감염학회. 감염병의 역학과 관리
◦ https://www.cdc.gov/measles/index.htm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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