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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사정보

병란, 가을을 대비하라

2009년 8월 2일

❁ 세계 대운이 조선으로 몰아 들어오니 만의 하나라도 때를 놓치지 말라. (2:36:1)

❁ 병겁이 처음에는 약하다가 나중에는 강하게 몰아쳐서 살아남기가 어려우리라 나의 

운수는 더러운 병속에 들어있노라 하시니라(5:291:4-5)

❁ 난은 병난이 크니라. 앞으로 좋은 세상이 오려면 병으로 병을 씻어 내야 한다 (증산도 

도전 2:139:7-8)

❁ 앞으로 세상이 병난으로 한번 뒤집어지느니라 (11:264:1)

❁ 병목이 너희들 운수목이니 장차 병으로 사람을 솎는다 (5:291:8)

❁ 선천의 모든 악업(惡業)과 신명들의 원한과 보복이 천하의 병을 빚어내어 괴질이 

되느니라. 봄과 여름에는 큰 병이 없다가 가을에 접어드는 환절기(換節期)가 되면 

봄여름의 죄업에 대한 인과응보가 큰 병세(病勢)를 불러일으키느니라.‰ (7:38:2-3)

❁ „장차 이름 모를 온갖 병이 다 들어오느니라 (11: 264: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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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종플루 세계적 대유행

WHO „신종플루 영향력 지구촌 확산‰  

2009-07-28 헤럴드경제 

세 계보건기구(WHO)는 최근 20개 이상의 국가 및 

해외 자치령에서 첫 신종플루 감염사례가 확인됐는

데, 여기에는 아주 작은 섬나라와 산악 지역, 분쟁 

지역까지 포함됐다고 28일 밝혔다. 지구상에서 그 

영향력을 벗어날 수 있는 곳이 없다는 의미다. 국내

에서는 원어민 강사 3명을 포함해 21명이 새로 신종

플루(인플루엔자A/H1N1)에 감염된 것으로 확인됐

다.WHO에 따르면 인도양 서부의 세이셸공화국, 카

리브해의 터크스 케이커스 제도, 세인트 키츠 네비

스, 네덜란드령 앤틸리스, 벨리즈, 프랑스령 레위니

옹, 태평양의 통가, 미국령 사모아, 솔로몬제도 등 바

다 한가운데 섬에서도 발병한 것으로 확인됐다. 히말

라야 산맥 지역의 부탄, 스페인과 프랑스 사이에 끼

인 작은 공화국 안도라, 분쟁지역인 아프가니스탄과 

수단에서도 최근 첫 감염자가 발생했다.

WHO 신종인플루엔자 '역사상 유례없는 최악의 

대유행 바이러스' 메디컬투데이 2009-07-22      

WHO가 지난 6월 11일 신종인플루엔자를 대유행으

로 공식 천명한 후 지난 주 WHO는 다시 이번 신종

인플루엔자 감염이 역사상 가장 빠르게 퍼지는 대

유행으로 발병 케이스를 더 이상 셀수 없다라고 밝

힌 바 있다.

WHO는 따라서 각국 정부가 더 이상 발병 케이스를 

통계내는것을 멈추고 신종인플루엔자가 퍼지는 것을 

차단하고 인플루엔자가 어떤 다른 비정상적인 패턴

을 보이는지를 찾아내는데 온 힘을 쏟아야 한다라고 

강조했다. 

신종플루 병원성 ＇강하다＇…치사율, '독감 2배'

2009-07-20 

미국과 일본 공동연구팀이 쥐와 족제비 실험을 통해 

신종플루의 독성을 일반독감과 비교 했습니다.

신종풀루의 치사율이 일반독감보다 두배 높았습니

다. 일반독감은 기도 상부에만 머무는데 비해 신종플

루는 폐 깊숙히 침투해 폐렴과 함께 중증질환을 발생

시켰습니다.

허파속에서 번식하는 능력도 일반독감보다 5배나 

높았습니다. 90여 년전 1천만 명 이상이 희생된 스

패인 독감과 유사한 특징입니다.

돌연변이에 의해 변종이 생기면 병원성은 더욱 강해

질 수 있습니다.

신종플루, 임신부에 더 위험"  

2009-07-29 연합뉴스  

미국 질병통제예방센터(CDC)가 29일 발표한 보고

서에 따르면 지난 4~6월 중순 신종플루 감염 임신부 

34명 가운데 11명이 입원, 일반 감염자 입원율인 8%

보다 4배가량 높았다.

또 4월 첫 사망자가 발생한 데 이어 5~6월간 5명이 

숨지는 등 사망률이 18%에 달해 임신부가 신종플루

에 감염될 경우 특히 위험할 수 있다는 사실을 확인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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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종플루 확산...임신도 일단 금지! 2009-07-21

영국에서도 신종플루에 감염된 임신부나 아기가 숨

지는 사례가 잇따르고 있습니다.임신을 하면 면역체

계가 제 기능을 못해 신종플루에 감염될 위험이 높고 

일단 감염되면 폐렴이나 호흡곤란 등의 합병증이 올 

가능성도 더 크기 때문입니다.

급기야 영국보건당국은 불필요한 외출을 자제하고 

신종플루가 잠잠해질 때까지 임신을 늦춰달라는 내

용의 가이드라인을 발표했습니다.

美보건당국, 신종플루 백신 우선접종군 발표 

2009-07-30 연합뉴스

미국 정부가 임신한 여성과 보건의료 종사자 등 인플

루엔자 A[H1N1](신종플루) 바이러스에 대한 백신 

투약의 우선순위를 정했다.

30일 워싱턴포스트와 뉴욕타임스 등 미국언론에 따

르면 미 질병통제예방센터(CDC)는 29일 오는 9월부

터 신종플루 백신이 상용화되면 임신여성과, 6개월 

미만 유아를 돌보는 가정이나 보육 관련 종사자, 생

후 6개월부터 24세까지의 어린이 및 청소년, 천식이

나 당뇨 등 만성질환을 않는 25세에서 64세까지의 사

람, 의료.보건종사자 등 5개 군(群)에 백신을 먼저 공

급하기로 했다. 이들 5개군을 모두 합친 인구는 1억6

천만명 가량으로 미국 전체 인구의 절반 가량이다.

신종플루 급속 확산, 영국이 떤다  

2009-07-26 경향

영국 런던 서부의 일링. 이곳 주민센터에서는 신종인

플루엔자 A(신종플루) 증세를 호소하는 사람들에게 

항바이러스제 타미플루를 나눠준다. 버밍엄 인근 솔

리훌에선 중앙도서관에서 타미플루를 지급하고 있

다. 타미플루를 찾는 사람들로 약국이 사실상 마비 

상태에 빠졌기 때문이다. 

영국이 신종플루 때문에 초비상이다. 감염 확산 속도

는 기하급수적이다. 현재까지 15만명 이상이 신종플

루에 감염돼 30명이 목숨을 잃었다. 840여명이 입원 

중이며, 이 중 63명은 중환자실에서 치료받고 있다. 

유럽에서 신종플루 사망자가 나온 국가는 영국과 스

페인(4명), 헝가리(1명)뿐이다. 영국에서 신종플루

가 기승을 부리는 이유에 대해선, 신종플루 진원지인 

미주 대륙과 유럽을 잇는 길목인 데다 아시아 등과의 

교역·관광에서도 연결고리 역할을 하기 때문으로 

분석된다. 

영국 가디언의 일요판 옵서버는 26일 각 지역의 시청

과 주민센터, 도서관, 스포츠센터 등에서 타미플루를 

지급하고 있다고 전했다. 

영국왕립약사회의 정책 분야 책임자인 데이비드 프

루스는 „(타미플루) 수요가 폭증하면서 일부 약사들

은 대처할 수 없는 지경에 이르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약국마다 하루 200~300명이 타미플루를 구하

러 온다‰면서 „이 때문에 일반 서비스를 제공하기 어

려워 다른 질환 환자들에게 영향을 미칠까 염려된다‰

고 말했다. 약사회는 더 많은 공공기관들이 건물을 

개방해 타미플루를 나눠줄 것을 요청하고 있다. 하지

만 대형 슈퍼마켓체인 세인스버리는 신종플루 환자

들이 점포에 몰려들 가능성 때문에 이를 거부했다. 

영국 정부는 환자가 폭증해 중환자실이 넘쳐날 경우

에 대비한 비상 계획을 마련 중이라고 선데이타임

스가 보도했다. 

美 신종 플루 사망자 350명 넘어  

2009-08-01 뉴시스

 미 보건당국은 31일(현지시간) 신종 인플루엔자 

A/H1N1 감염 사망자가 353명에 이르며 감염으로 

입원한 환자가 5500명을 넘는다고 밝혔다.

보건 관리들은 미국인 100만여 명이 신종 인플루엔

자에 감염된 것으로 보고 있으나 상당수가 신고 되지 

않고 있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내년까지 미국인 10명 중 4명 ＇신종플루＇ 감염 

전망  메디컬투데이 2009-07-27   

신종인플루엔자가 향후 2년내 전체 미국인구의 40%

를 감염시킬 수 있을 것이라는 우려의 목소리가 제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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됐다. 27일 미 보건당국은 1957년 미국내 약 7만명 

가량의 목숨을 앗아간 인플루엔자 대유행 자료를 기

반으로 향후 2년내 미국내 인구의 40%가 최근 유행

하고 있는 신종인플루엔자에 감염될 수 있을 것으로 

전망했다.

* 신종플루가 맹위를 떨치자 미국의 캠프 매니아들

이 울상이다. ABC뉴스는 신종플루가 창궐해 여름캠

프를 폐쇄하는 사례가 잇따른다

아르헨티나 신종플루로 230명 사망 

2009-07-30

Argentina Says 230 Have Died from Swine Flu

Swine flu has killed more people in Argentina 

than in any other country in South America, 

where the winter flu season is just beginning. 

칠레 신종플루 사망자 100명 육박 2009-08-01 

00:27 

 칠레의 인플루엔자 A[H1N1](신종플루) 바이러스 

감염 사망자가 100명에 육박하고 있다.

칠레 보건부는 31일 발표한 보고서를 통해 "지금까지 

공식 확인된 사망자가 96명에 이르고 있다"고 밝혔

다. 감염자 수는 1만1천860명이며, 이 가운데 상태가 

위중한 1천22명이 병원에 입원해 치료를 받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태국 신종플루로 21명 숨져…총 65명 사망

2009-07-29【뉴시스】

태국에서 신종 인플루엔자A(H1N1)로 21명이 숨지

면서 신종 플루 사망자가 모두 65명으로 증가했다.태

국 총리실 부사무차관인 파이짓 와라칫은 29일 "지병

을 앓고 있던 감염자들이 포함돼 있어서 사망자 대부

분이 면역체계가 약했다"며 "어떤 이는 너무 늦게 치

료를 받아서 화를 입었다"고 밝혔다.

축구 경기 후, 악수 금지  2009-08-01 연합뉴스

신종플루로 인한 스웨덴의 새로운 축구장 풍속도

 신종플루의 유행으로 스포츠 경기의 모습도 바뀌고 

있다. 31일 스웨덴 공영 방송 스웨덴 라디오의 인터

넷 뉴스에서는 „현재 스웨덴에서 개최되고 있는 미드 

노르딕컵 국제 축구 대회에서는 경기 종료 후, 악수

를 교환하지 못한다는 새로운 규칙을 세웠다‰고 보도

했다.기사에 따르면 „주최 측은 진정한 스포츠맨십

을 상징했던 승자와 패자 간의 악수도 엄연한 손과 

손의 접촉으로 이를 통해 선수들 사이에 신종플루가 

전파될 것을 염려하여 이런 조치까지 내리게 된 것‰

이라고 한다.

英주교 "성수사용금지"..신종플루 탓 

2009-07-16 연합뉴스 

영국에서 인플루엔자 A[H1N1](신종플루)에 감염

돼 사망하는 경우가 늘어나면서 영국 국교회의 한 주

교가 교회에서 성수를 사용하지 말 것을 권유했다. 

15일 BBC 인터넷판에 따르면 존 글래드윈 첼름스퍼

드 주교는 일부 교회에서 신자들이 성수로 성호를 긋

는다면서 "성수그릇에 있는 물은 쉽게 전염병의 원

인이 될 수 있고 바이러스를 빠르게 확산시키는 매개

체"라며 이같이 말했다.

또한 신종플루 증상이 있는 신자들에게는 집에 있도

록 권유하라고 사제들에게 당부했다.

그는 영성체를 할 때도 신종플루 증상이 있는 신자들

이 "성배의 포도주를 마시지 말 것"을 요청하면서 단

지 제병(성찬용 빵)만으로도 영성체를 할 수 있는 것

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사제들의 신도 가택 방문을 

삼가라면서 방문이 필요할 경우 사제들은 살균처리

가 된 장갑과 얼굴에 마스크를 착용하는 등의 조치를 

취해야 한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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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종플루 한반도 유행中

구 분 총계 음성 검사중 확진환자
치료현황

치료 완치
병원 자택 병원 자택

7.30 00:00 5,410 3,639 403 1,364 72 412 751 129

7.30 00:00 ~
7.31 00:00 +201 +10 +156 +35 -6 -56 +9 +88

7.31 00:00 5,611 3,649 559 1,399 66 356 760 2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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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종플루 확진환자 44명 추가…총 1443명  

메디컬투데이 2009-08-01

 신종 인플루엔자 확진환자가 44명 추가돼 총 1443

명으로 늘어났다.1일 보건복지가족부 중앙인플루엔

자대책본부에 따르면 전날 확진환자가 44명 추가로 

확인됐다. 

현재 병원에 격리돼 치료를 받고 있는 인원은 총 52

명이며 자택치료자는 374명으로 집계됐으며 31일 신

규 확진환자 44명은 외국 입국자 27명, 확진환자 긴

밀접촉자 3명, 지역사회감염 추정 14명으로 조사됐

다.

국내 첫 신종플루 폐렴 환자 발생  

2009-07-30 【서울=뉴시스】

국내에서 처음으로 신종인플루엔자 폐렴 환자가 발

생했다. 보건복지가족부 중앙인플루엔자대책본부는 

신종인플루엔자에 감염된 후 폐렴이 걸린 환자가 국

내에서 처음으로 발생했다고 30일 밝혔다. 

대책본부에 따르면 20세 군인인 이 환자는 21일부터 

발열과 두통 증세가 나타나 군 병원에서 치료를 받아 

왔다. 증상이 호전되지 않아 25일 정밀검사 등을 실

시한 결과 폐렴으로 확인됐다.

전국 군부대서 신종플루 확산  2009-08-01 

부산.강원도 군부대서 환자 5명 추가

 군부대에서 신종플루 확진환자가 계속 늘고 있다.

보건복지가족부 중앙인플루엔자대책본부는 부산과 

강원도의 육군 부대에서 각각 2명, 3명의 인플루엔자 

A(H1N1) 환자가 추가로 발생했다고 1일 밝혔다.

이들 추가 감염자는 지금까지 신종플루 환자가 발생

했던 경기북부 육군부대와 판문점 공동경비구역 병

사들과는 전혀 다른 부대에 소속돼 있다는 게 보건당

국의 설명이다. 

따라서 보건당국은 이들 감염자가 감염경로를 알 수 

없는 `지역사회 감염'일 가능성이 큰 것으로 보고 조

사를 벌이고 있다.

이와 함께 필리핀에 다녀온 선교단원 중 1명과 어학

연수단 중 1명이 새로 신종플루 확진 판정을 받았다.

현재 국내에서 신종플루 확진 판정을 받은 감염자는 

1천443명으로, 이 가운데 426명이 병원(52명)과 자택

(374명)에 격리된 채 치료를 받고 있다.

H1N1 바이러스, 이미 변종했나?  

두 바이러스의 가혹한 공세에 젊은이들 '골골'  

2009-07-30 11:29  시사인

바이러스는 H1N1이 더 독종 신종 플루 환자를 유발

하는 H1N1 바이러스는 마법사 같은 존재다. 궁지에 

몰리면 끊임없이 변종한다. 비말(기침이나 재채기를 

통해 침방울 등이 날아가는 것) 등을 통해 사람 사이

를 이동하며 돌연변이를 일으키기도 하고, 때로는 돼

지나 조류의 체내로 거처를 옮겼다가 다시 인체로 돌

아오면서 엄청난 괴력을 발휘하기도 한다. 

신종 플루 환자 중에 젊은이가 많은 이유는 H1N1 

바이러스가 비행기를 타고 이동하는 유학생 등을 통

해 전염되기 때문이다. 

신중한 감염학자들은 지난 4월부터 출몰한 이 바이

러스가 이미 변종을 시작했다고 의심한다. 이미 지난 

6월 말 덴마크에서 타미플루(신종 플루 치료제)에 내

성을 보인 바이러스가 나타났다. 어쩌면 그 바이러스

가 걷잡을 수 없는 대유행의 징조일지도 모른다. "날

씨가 추워지면 분명히 더 드세고 강한 바이러스들이 

출몰할 가능성이 크다"라고 김우주 교수(고려대 구

로병원ㆍ감염내과)는 말했다. 

왜, 두 질환 모두 젊은 환자가 많을까. 신종 플루는 

이유가 간단하다. 질환이 해외에서 감염되어 국내로 

유입되는데, 그 매개체가 젊은 여행객이나 유학생이

기 때문이다. 그들이 돌아와 국내에서 접촉하는 사람

도 대부분 친구들이어서 젊은 환자는 점점 더 늘어날 

전망이다. "여름방학 뒤 봉사ㆍ선교 활동 나가는 학

생이 늘면서, 젊은 환자 수가 더 늘고 있다"라고 질병

관리본부 전병률 전염병대응센터장은 설명했다. 

(.....) 두려운 두 전염병의 미래 두 질환의 환자 수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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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망자 수는 지금도 적지 않다. 그러나 앞으로 있을 

대재앙에 비하면, 미미한 수준일지 모른다. 전병률 

센터장은 가을철 대유행(pandemic)을 기정사실화

했다. "이미 북반구의 필리핀과 남반구의 오스트레

일리아 등지에서 환자 수가 급격히 늘고 있다. 국내

에서도 가을에 비슷한 상황이 펼쳐질 것이다"라고 

그는 전망했다. 안타까운 점은 신종 플루의 대유행을 

막을 방도가 지금은 없다는 사실이다. 백신을 다량 

확보해 더 많은 사람이 맞히는 수밖에…. 

개학 이후 빠른 속도 확산 전망"  

2009-07-24 부산일보

"가을부터 신종인플루엔자가 

크게 확산되면서 향후 2~3년

간 지속될 것으로 전망됩니다. 

하지만 공포에 떨 필요는 없습

니다." 

23일 인제대 생명공학대학이 주최한 ＇2009 H1N1 

대응관리전략 세미나＇에 참석한 질병관리본부 전병

율 전염병대응센터장.

전 센터장은 세미나가 끝난 뒤 본보 기자와 가진 인

터뷰에서 "신종플루가 방학기간 동안 소강상태를 보

이겠지만 개학 이후에는 빠른 속도로 확산될 전망"

이라며 "정부 차원에서는 여러 대응책을 강구해 놓

은 만큼 국민들이 손씻기 등 개인위생수칙을 잘 지킨

다면 크게 걱정할 필요가 없다"고 밝혔다.

이어 오는 가을께 신종플루가 대유행할 것이라는 경

고에 대해 "호주나 아르헨티나, 칠레 등의 규모를 보

고 추정한다면 매우 빠르게 번질 것으로 본다. 또 가

을이나 겨울은 계절적으로 바이러스가 생존하기에 

좋은 시기다. 이제부터는 조기치료가 중요하고, 국민

들이나 의료기관 입장에서는 3개월간 경험했기 때문

에 어느 정도 익숙해 있고 일종의 훈련기간을 거쳤다

고 볼 수 있다"고 말했다.

그는 신종플루 사태 종료 시기에 대해 "이번으로 끝

나지 않을 것이다. 스페인이나 아시아, 홍콩 독감을 

경험한 것을 보면 최소 2~3년은 간다고 봐야 한다. 

올해는 첫해이고 이에 대비하는 관리역량을 키워야 

한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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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종플루 대비상황&대처요령

신종플루 창궐하는데 백신은 태부족 2009-07-22

신종 플루 백신의 생산수율이 저조해 전 세계적인 백

신 품귀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다. 

인플루엔자A(H1N1ㆍ신종플루)의 '가을 대유행' 가

능성이 염려되는 가운데 유일한 예방 수단인 백신 수

급에 빨간불이 켜졌다.

1300만명분 백신 확보를 위해 예산 1930억원을 배정

한 우리 정부는 11월부터 고위험군을 중심으로 백신 

접종에 들어간다는 계획이지만 물량 확보를 자신하

지 못하고 있다.

신종플루 대유행 임박…백신 대란 대비해야" 

2009-07-31 매일경제

신종플루 확산이 주춤해진다고 알려진 한여름 날씨

에도 감염자가 계속적으로 증가하는 현 상황에서 전

문가들의 우려는 높아지고 있다. 날씨가 서늘해지면 

지금보다 감염자 수가 껑충 뛰는 신종플루 대유행이 

찾아올 가능성이 높아지기 때문이다.

이환종 서울대병원 소아청소년과 교수는 „신종플루

가 취약한 고온다습한 여름인데도 하루에 수천 명이 

감염되고 있는 상황‰이라며 „이런 상태라면 9~10월 

날씨가 서늘해졌을 때 신종플루 대유행이 찾아와 문

제가 생길 수 있다‰고 설명했다.

◆ "9~10월 대유행"…"백신공급은 빨라야 11월"

9~10월에 대유행이 찾아온다고 가정했을 때 가장 신

속하고도 효과적인 예방책은 백신접종이다. 신종플

루 백신으로 면역력을 갖는다면 대유행이 찾아와도 

크게 걱정할 필요가 없다. 선진국에서는 이와 같은 

상황을 예측하고 출시된 신종플루 백신에 대한 독점 

및 구매예약을 완료해 9월 대유행이 오기 전 예방접

종이 가능하다.

반면 한국에서는 신종플루 백신을 확보하지 못한 상

황이며 현재 국내 제약사에서 개발 중인 백신은 빨라

도 11월부터 공급이 가능하다.따라서 한국 입장에서

는 대유행이 언제 찾아오느냐가 매우 중요하게 됐다. 

대유행이 일찍 찾아오면 속수무책으로 당할 수밖에 

없는 셈이다.

이환종 교수는 „11~12월에 대유행이 찾아온다면 

그야말로 다행이지만 9~10월에 대유행이 찾아온

다면 백신이 없는 상황에서 꼼짝없이 당할 수밖에 

없다‰며 „대유행은 보통 인플루엔자보다도 감염률

이 3배 정도 높다‰고 말했다.

◆ 백신 없다면 확산 방지 사회시스템 마련해야

백신접종 외에도 신종플루 확산에 대한 예방책으로 

Â사회시스템의 재정비Ê가 있다. 신종플루는 접촉을 

통해 감염이 확산되기 때문에 사회적으로 사람들간 

접촉을 줄이는 방안을 모색해 이를 실천토록 하는 것

이다. 예를 들어 대규모 집회의 금지, 학교 폐쇄, 여

행금지령 등이 있다. 실제로 외국에서 대유행이 찾아

왔을 때 이와 같은 조치를 취해 예방 효과가 있었다

는 보고가 있다. 

이환종 교수는 „신종플루 대유행에 대한 예방책으로 

백신접종이 현실적으로 어렵다면, 사회 시스템에서 

확산을 늦출 수 있는 방안 마련에 서둘러야 한다‰면

서 „공공기관에서도 신종플루 감염환자가 나타났을 

때 어떻게 대처해야 할 지 미리부터 합의돼 있어야 

할 것‰이라고 대책마련을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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