라싸열(Lassa fever)
l

주로 나이지리아, 시에라리온, 기니, 라이베리아 등 서아프리카 지역에서 풍토적으로 발생하는 급성
바이러스성 출혈열로 Lassa 바이러스에 감염된 들쥐의 배설물에 직접 접촉했거나 배설물에 오염된
음식섭취 및 흡입을 통해 감염

l

증상: 환자접촉 후 1~3주 이내 발생, 경미한 발열, 두통, 구토, 호흡곤란, 청력손실, 출혈(잇몸, 눈,
코), 다발성장기부전으로 사망에 이르기도 함

l

진단: 검체(혈액, 체액)에서 항원 또는 유전자 검출

l

치료: 항바이러스제(Ribavirin)

l

예방: 발병 초기 비특이적인 증상(발열, 무기력증, 근육통 등)으로 인해 다른 질병으로 오인되어
환자발견이 제대로 되지 않을 가능성이 있으므로 출혈 증상이 있는 경우 라싸열 유행지역 여행력
확인, 의심환자 진료 시 관할 보건소 또는 1339로 먼저 신고

발생현황
l

(국내) 발생 사례 없음

l

(국외) 나이지리아 라싸열 유행 현황

- 2019.1.1.∼2019.2.10. 20개 주에서 총 327명(확진 324명, 사망 69명, 치명률 21.3%) 발생
· 의료종사자 12명(사망 1명) 포함
- 확진환자 지역별 발생 현황: 20개주 (Edo(108), Ondo(103), Ebonyi(28), Plateau(25), Bauchi(20),
Taraba(16),

Benue(4),

FCT(3),

Kaduna(2),

Nasarawa(2),

Oyo(2),

Adamawa(1), Imo(1), Kwara(1), Kogi(1), Enugu(1), Delta(1), Kebbi(1))
· Edo 주, Ondo 주 지역을 중심으로 발생

나이지리아 라싸열 유행곡선, NCDC(2019.2.10.)

1

Gombe(2),

Rivers(2),

2016-2019 나이지리아 라싸열 주별 발생 현황, NCDC(2019.2.10.)

2019 나이지리아 라싸열 지역별 발생 현황, NCDC(2019.2.10.)

상황평가
l

WHO(2019.2.14.)

- 라싸열 전체 치사율은 1%로 알려져 있으나 입원한 경우에는 15% 정도임
- 나이지리아에서 12월부터 6월까지 발생이 증가하는 시기로 신규환자, 사망자 발생의 지속 예상
- 지난 몇 년 동안 베냉과 토고에서 발생 사례가 보고된 바 있으므로 인접국가들 감시 필요함
- 의료종사자 확진 사례 12건으로 병원내 전파를 막기 위한 의료기관 내 자체적 감염관리(IPC)의 중요
성을 강조
l

질병관리본부(2019.2.14.)

- (국내 유입 가능성) 입국자 수 및 교민 수를 감안할 시 유입 가능성이 높지 않으며, 산발적 유입 사례
가 발생하더라도 추가 전파로 인한 국내 유행 가능성은 낮을 것으로 전망됨.
· 주요 매개체는 국내에 보고된 바 없으며 환자와의 직접 접촉 또는 고위험 접촉(혈액, 체액의 직접 접
촉) 발생 시 추가 전파는 가능함

※ 출처: 1. 질병관리본부, 생물테러감염병 대비 및 대응지침, 2018
2. 질병관리본부, 라싸열 대응지침, 2016
3. 질병관리본부 주간 감염병 위기분석 및 평가(2019년 제6·7주), 2019.2.14.
4. NCDC, An update of Lassa fever outbreak in Nigeria(2019/week 06). 2019.2.10.
5. WHO, Disease outbreak news, 2019.2.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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