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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ince the World Health Organization (WHO) declared a Public Health Emergency of International Concern (PHEIC) on
February 2016, the epidemic transmission of Zika virus has immediately occurred in large parts of the Americas, the
Caribbean, and the western pacific area. With a number of evidence, it is widely known that Zika virus is a cause of
congenital abnormalities including microcephaly and Guillain-Barre syndrome. On November 2016, at the 5th meeting of the
Emergency Committee, WHO declared the end of the PHEIC since the long-term technical mechanism was required to
manage the global response. This paper examined the current epidemiology, transmission, clinical features and future
outlook of Zika virus disease, including assessment of the future outlook particularly in the Korean context.

들어가는 말

1월 29일 제4군 법정감염병으로 지정된 이후 현재까지 총 18명의
확진자가 확인되었다. 브라질을 포함한 중남미 국가에서 주로

지카바이러스 감염증은 Flaviviridae 에 속하는 Flavivirus 중

보고되었던 선천성 지카바이러스 감염증에 의한 소두증 사례가 최근

하나인 지카바이러스에 의해 발생하는 모기매개 감염병으로, 1947년

베트남 및 태국에서도 확인되어 동남아시아 지역도 소두증과 길랭-

처음 우간다 서식 원숭이에서 분리된 이후 1953년 탄자니아에서

바레증후군 등의 신경학적 합병증의 위험으로부터 자유롭지 않음을

인체감염 사례가 처음 인지되었다. 세계보건기구(World Health

알 수 있다.

Organization, WHO)가 2016년 2월 1일 국제공중보건위기상황(Public

본 글은 지카바이러스의 국외 발생 동향을 살펴보고, 최신

Health Emergency of International Concern, PHEIC)을 선포한

연구결과를 통해 지카바이러스의 전파경로 및 합병증 등에 대한

이후[1], 2016년은 한 해 동안 환자 발생 국가가 크게 확대하였고,

이해도를 높여, 이러한 내용을 토대로 국내 유입 가능성과 전파

소두증 및 길랭-바레증후군과 같은 신경학적 합병증 관련 연구가

가능성을 평가하여 현재 국내 방역 대책의 근거를 제공하고자 한다.

활발히 진행되었다. 국내에서는 지카바이러스 감염증이 2016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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몸말

않는다고 판단하여 2016년 11월 18일 개최한 제5차 긴급위원회에서
국제공중보건위기상황을 해제하기로 결정하였다.

국외 발생동향

2007년부터 현재까지 총 78개 국가가 자국내에서 환자가
발생하고 있음을 보고하고 있고, 그 중 72개국이 2015년 이후부터,

지카바이러스는 1947년 처음 우간다 서식 원숭이에서 분리된

6개국이 2007년부터 2014년에 환자 발생을 보고하였다(Table 1,

이후 1953년 탄자니아에서 사람이 감염된 첫 사례가 인지되었다.

Figure 1). 질병관리본부는 2016년 6월 1일부터 새로운 분류체계를

이후 2007년 마이크로네시아 연방의 얍 아일랜드(Yap island)에서

통해 2007년부터 2014년 사이 환자 발생이 보고된 국가는

첫 유행이 발생하였으며, 2013년 프랑스령 폴리네시아에서 대규모

‘과거발생국’으로, 2015년부터 환자 발생이 보고된 국가는 ‘최근

유행이 발생하면서 주목을 받기 시작했다. 2015년, 브라질을 포함한

발생국’으로 분류하여 감시 및 여행주의 안내 등의 방역조치를

중남미 국가에서 지카바이러스 감염 환자가 급속도로 증가하기

실시해오고 있다[3].

시작하였고, 소두증과 길랭-바레증후군과 같은 신경학적 합병증이
보고되면서 WHO는 2016년 2월 1일 국제공중보건위기상황(PHEIC)을

전파경로

선포하였다[2]. 이후 지카바이러스 발생 국가는 중남미 지역을
중심으로 지속 확대하였으며, 8월 싱가포르에서 첫 자 국내

지카바이러스는 주로 모기에 의해 전파되는 것으로 알려져

감염 환자 발생을 보고하면서 동남아시아 국가에서도 점차 발생

있으나, 최근 성접촉 및 수혈을 통한 전파도 가능함을 보여주는

지역 및 환자 수가 증가하였다. 하지만 WHO는 지카바이러스와

연구결과가 지속 발표되고 있다. 현재까지 성접촉에 의한 사례는

이로 인한 합병증에 대한 연구가 장기과제로써 지속적으로

총 13개국에서 59건 발생 보고되었고, 미국에서 41건으로 최다

이루어져야함을 강조하며, 현재 지카바이러스로 인한 상황은

발생하였다. 그 외 발생국가로는 프랑스, 캐나다, 영국, 칠레, 뉴질랜드

여전히 공중보건학적 과제로써 강력한 행동 및 연구가 필요하지만

등이 있다. 성접촉을 통한 감염은 주로 감염된 남성과 성접촉을 가진

더 이상 IHR 정의에 따른 ‘국제 공중보건 위기상황’에 해당하지

여성에게서 확인되었으나, 미국에서 여성 확진자와의 성접촉 이후

Table 1. Countries and territories reporting autochthonous mosquito-borne Zika virus infection
Region

Countries and territories with autochthonous vector-borne Zika virus infections
since 2015 (72 countries)

Countries and territories with autochthonous
vector-borne Zika virus infections between
2007 and 2014 (6 countries)

Asia
(10)

Lao People’s Democratic Republic, Malaysia, Maldives, Viet Nam, Singapore,
Indonesia, Thailand, Cambodia, Philippines

Bangladesh

Guyana, Guadeloupe, Guatemala, Grenada, Nicaragua, Bonaire·Sint Eustatius and
Saba - Netherlands, Sint Maarten, Aruba, Curaçao, Dominica, Dominican Republic,
Martinique, Mexico, Montserrat, United States Virgin Islands, Bahamas, Barbados,
Caribbean and
Venezuela, Belize, Bolivia, Brazil, Suriname, Saint Vincent and the Grenadines,
Central America
Saint Lucia, Saint Kitts and Nevis, Argentia, Haiti, Antigua and Barbuda, Ecuador,
(48)
El Salvador, British Virgin Islands, Anguilla, Cayman Islands, Turks and Caicos,
Honduras, Jamaica, Costa Rica, Colombia, Cuba, Trinidad and Tobago, Panama,
Paraguay, Peru, Puerto Rico, French Guiana, Saint Martin, Saint Barthélemy

Chile (Easter Island)

North America
(1)

United States of America (Florida Miami-Dade county (including Miami city),
Broward county, Pinellas county, Palm Beach county, and Texas Cameron county)

-

Oceania
(13)

Vanuatu, Marshall Islands, Micronesia, American Samoa, Samoa, Solomon Islands,
Tonga, Papua New Guinea, New Caledonia, Palau, Fiji

Cook Islands, French Polynesia

Africa
(6)

Guinea-Bissau, Angola, Cape Verde, Tanzania

Gabon, Senega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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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1. Countries reporting mosquito-borne Zika virus infection

감염된 남성의 사례도 보고되면서 여성에서 남성으로의 전파도

감염경로 확인에 어려움을 겪었다[6]. 이에 미국질병예방통제센터는

가능함이 확인되었다. 또한 환자 검체에서 지카바이러스가 확인 가능한

사망환자가 높은 감염력을 가지고 있을 당시, 사망환자가 배출한

기간에 대한 연구도 활발히 진행되었다. 혈청, 소변, 여성 생식기

눈물, 땀 등에 의해 감염되었을 것으로 추정하였다.

등의 검체 중 정액에서 증상발현 이후 최대 188일까지 바이러스가
검출되었다[4]. 그 외 무증상자에 의한 전파사례가 프랑스와 미국에서

합병증

보고되었으며, 구강성교에 의한 전파사례도 보고되었다. 이러한
연구결과를 근거로 2016년 9월 WHO는 증상 유무와 상관없이 남성 및
여성의 성접촉 금기기간을 6개월로 변경하였다[5].

지카바이러스 감염증은 환자의 약 80%가 무증상이라고 알려져
있으며, 증상이 있어도 중하지 않아 실제 환자 수는 보고된 환자

그 외 수혈을 통한 전파 가능성을 뒷받침해주는 사례들이 추가

수 보다 많을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 하지만 감염된 임신부에게서

보고되었다. 프랑스령 폴리네시아 유행 당시, 공혈자의 2.8%에서

태어난 신생아로부터 소두증이 확진된 사례가 증가함에 따라

지카바이러스를 확인하였으며, 푸에르토리코의 경우도 2016년

소두증과 지카바이러스 감염과의 연관성이 강하게 제기되었고,

4-6월동안 공혈자의 0.5%에서 지카바이러스가 검출되었다. 이에

지난 해 지카바이러스 감염증과 소두증과의 연관성을 보여주는

국내에서는 헌혈을 통한 전파차단을 위해 모든 해외여행자에게 입국

연구결과들이 지속적으로 발표되었다.

후 1개월간 헌혈을 금지하고 있다.

이 를 근거 로 2 0 1 6 년 4 월 미 국 질 병 예 방 통 제 센 터 는

특이사례로. 멕시코 여행 후 귀국한 미국 남성(73세)이

지카바아이러스 감염과 소두증과의 인과관계를 확인하였고, 9월에는

지카바이러스 감염 후 사망하였고, 그를 간호하였던 38세 남성이

WHO가 임신기간 중 지카바이러스 감염이 소두증을 포함한 선천적

감염된 사례가 보고되었다. 병간호를 맡았던 남성은 발생지역으로의

뇌기형의 원인이 될 수 있음을 공식 발표하였다[7].

여행력이나 발생국가를 여행했던 사람과의 성접촉력이 확인되지 않아

www.cdc.go.kr

현재까지 소두증은 브라질, 콜롬비아를 포함한 총 29개국에서

267

주간 건강과 질병•제10권 제11호

보고되고 있으며, 브라질에서 2천 건 이상 발생하여 최다 보고되었다

2016년 9월 지카바이러스 감염이 길랭-바레증후군의 원인이 될 수

(Table 2)[8]. 그 외 선천적 지카바이러스 감염에 의한 증상으로

있음을 공식 발표를 통해 확인하였다[7].

두개안면기형, 뇌실 확장증, 운동발달 장애, 청각·시각 장애, 안구
장애, 관절만곡증(arthrogryposis), 청력 손실 등이 있다.

그 외 함께 확인된 신경학적 합병증으로는 급성척수염
(과들루프), 수막뇌염(프랑스), 뇌염·신경질환·난청증상(브라질),

다른 지카바이러스 관련 합병증은 길랭-바레증후군이 있다.

후부포도막염(미국) 등이 있으며, 혈소판감소증으로 사망한 사례가

현재까지 길랭-바레증후군은 브라질, 멕시코 등을 포함한 총

추가 보고되어 지카바이러스 감염이 혈소판감소증을 유발할 수

22개국에서 발생 보고되고 있다(Table 3). 하지만 아직까지 많은

있음을 추정할 수 있다.

국가가 감시체계를 갖추지 못하고 있어 실제 환자는 더 많을 것으로
추정되고 있다. 최근 연구에서는 지카바이러스 환자 발생시기에

국외 상황평가 및 국내 위험평가

길랭-바레증후군 환자도 함께 증가하여 환자 증가시기가 유사함을
확인하였다. 또한 콜롬비아에서 길랭-바레증후군 환자 68명

전 세계적으로 매개모기 서식 지역에서 기후에 따라 뎅기열

중 66명이 지카바이러스 감염 증상이 발현되었으며, 40%에서

발생 양상과 유사하게 지카바이러스 환자가 발생하고 있어, 지역별

바이러스를 확인하였다. 이러한 연구결과들을 토대로 WHO는

기후와 매개모기 서식 여부에 따라 환자 발생 가능성을 예측할 수

Table 2. Countries that have reported microcephaly and CNS malformation possibly associated with Zika virus infection (as of 2.2)
Category

Local transmission

Country or territory

Number of cases

Argentina

Category

Country or territory

Number of cases

1

Honduras

2

Bolivia

14

Marshall Islands

1

Brazil

2,366

Martinique

19

Cape Verde

9

Nicaragua

2

Canada

2

Costa Rica

2

Panama

5

Paraguay

2

Colombia
Dominican Republic

86

Puerto Rico

11

22

Surinam

4

Local transmission

El Salvador

4

Thailand

2

French Guiana

16

Trinidad and Tobago

1

French Polynesia

8

Vietnam

1

Grenada

1

Slovenia

1

Guadeloupe

13

Spain

2

Guatemala

15

Haiti

1

United States of America

41

Imported

Table 3. Countries that reported Guillain-Barre syndrome possibly associated with Zika virus infection (as of ’16.12.29)
Classification

Country or territory

Increase in GBS cases with at least one case with lab
confirmation of Zika virus infection

Brazil, Colombia, Dominican Republic, El Salvador, French Guiana, French Polynesia,
Guadeloupe, Guatemala, Honduras, Jamaica, Martinique, Puerto Rico, Suriname,
Venezuela (13)

No increase in GBS cases but at least one case with lab
confirmation of Zika virus infection

Bolivia, Costa Rica, Grenada, Haiti, Mexico, Panama, Saint Martin (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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있다. 미국, 멕시코와 같이 북반구에 위치한 국가들은 우리나라 여름

상황이다. WHO는 2016년 11월 18일 국제공중보건위기상황을

시기와 맞물려 온도 및 강수량이 함께 상승하며 이에 따라 환자

해제하며 지카 바 이러스에 대한 연구가 장기적인 관점에서

발생이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 또한 과테말라, 온두라스 등의 중미

이루어져야함을 강조하였다. 하지만 주변국인 동남아시아 지역에서

국가는 일 년 내내 기온차가 크지 않으나 우기에 들어서는 5-10월에

환자가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고, 소두증 사례도 확인됨에 따라

환자 발생이 증가할 가능성이 높다. 브라질을 포함한 남미 국가는

이에 대한 우리의 대비는 계속해서 이루어져야한다. 현재까지

10월 이후 우기에 접어들며 환자 수가 점차 증가할 가능성이 높으나

확인된 총 18명의 확진자 중에서 소두증이나 길랭-바레증후군 등의

브라질에서 유행 발생 후 1년이 지나 거주 인구의 면연력 획득 여부

신경학적 합병증은 보고되지 않았으며, 모기매개, 헌혈, 성접촉으로

등에 따라 유행 양상이 변할 수 있는 가능성이 있다. 동남아시아는

인한 국내 전파도 없었다. 지카바이러스 감염증의 예방 및 관리를

뎅기열 유행 지역으로, 동일 모기에 의해 매개되는 뎅기열 발생

위해 지카바이러스 감염증 발생국가 여행객을 대상으로 모기회피

양상과 비슷한 추세로 지카바이러스 감염환자가 증가할 가능성이

등의 예방수칙 준수, 특히 임신부는 여행을 자제하도록 홍보를

있다. 하지만 동절기동안 동남아시아에서 환자 발생 추세가

강화하고, 귀국 후 의심 증상 발생 시 신속한 진단 및 검사를 받도록

감소세에 들어서면서 국내 유입 환자 수도 전반적으로 감소할

의료기관 감시체계를 지속 운영해야한다. 또한 성접촉으로 인한

것으로 예상한다.

전파를 차단하기 위해 6개월간 성접촉을 피하도록 적극 홍보하는

환자 발생이 지속적으로 일어나는 미주지역 및 동남아시아
지역으로부터 당분간 해외유입 이어질 것으로 예상된다. 국내

것이 중요하다. 아울러 국내에서 모기로 인한 전파 차단을 위해
모기감시와 방제를 강화하는 것이 필요하다.

자체적인 전파위험에 대해서는 국내에도 지카바이러스 감염을
매개할 수 있는 흰줄숲모기가 서식하고 있어 모기매개 전파가
가능하지만, 개체밀도가 낮고 동절기동안 모기월동이 어려워 국내
전파가능성이 낮으며 토착화될 위험은 낮다고 평가할 수 있다.
하지만 흰줄숲모기의 개체 수 증가 시 국내 전파사례 발생 가능성이
높아지기 때문에 지속적인 매개모기 감시를 철저히 시행하는 것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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