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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여행 중 건강안전수칙

해외여행 전 건강관리
֡֡방문하는 국가의 감염병 정보를 충분히 알아보시기 바랍니다.

֡֡외출 후 또는 식사 전에 반드시 손을 깨끗이 씻기
֡֡모든 음식물은 완전히 익혀서 먹기

해외감염병
예방접종
정보 및 상담

◆정보

· 해외여행질병정보센터 http://travelinfo.cdc.go.kr
· 질병관리본부 http://cdc.go.kr

֡֡반드시 끓인 물 또는 생수, 탄산수 마시기

◆상담

· 질병관리본부 콜센터 (국번없이)1339

֡֡살균처리(가공)한 유제품 먹기

֡֡출국 4~6주(최소 2주) 전에 질병관리본부 콜센터(1339)를 통해
상담을 받거나 종합병원(감염내과, 해외여행 클리닉) 또는 보건소를
방문하여 상담 및 필요한 예방접종 (예방약)*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 여행전 권장 예방접종(예방약) : 황열, 콜레라, 말라리아(예방약), 장티푸스,
파상풍(DTP(소아)/Td/Tdap), A형간염, 수막구균성 수막염, 인플루엔자 등
* MMR, DPT, 수두, 폴리오 B형간염 등의 정기 예방접종을 완료하였는지
확인하고, 예방접종을 받지 않은 경우 접종받도록 합니다.

֡֡소아, 임신부, 65세 이상 노인, 기저질환이 있는 경우에는 출국 전 건강
상태를 확인하고, 접종이 불가한 백신이 있으므로 반드시 전문의에게
상담을 받는 것이 좋습니다.
* 기저질환이 있는 경우 영문소견서(병력, 처방약 등 포함) 준비 권고

֡֡해열제*, 지사제(설사약), 소화제, 반창고, 물파스, 알코올 솜 (1회용) 등
간단한 비상약을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 뎅기열 위험지역 여행시, 열이 있을 경우 아스피린 복용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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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길거리 음식, 얼음 등 비위생적인 음식 피하기
֡֡모기에 물리지 않도록 모기기피제 사용, 외출 시 긴 소매, 긴 바지,
모자 착용
֡֡여행 중 고열, 설사, 구토 등의 증상이 나타나면 현지 의료기관 방문하여
상담 및 치료 받기
※ 설사할 경우, 충분한 수분 섭취 필요

֡֡개, 가금류(닭, 오리 등), 야생동물과 접촉하지 않기
※ 야생동물과 접촉이 예상되는 경우 출국 전 공수병(광견병) 예방접종
상담 권고

֡֡만약 동물에게 물리거나 긁혔다면 비누와 물로 상처부위를 깨끗이
씻고 즉시 병원 방문하기
֡֡가벼운 상처가 생겼을 경우 즉시 물로 깨끗이 씻고 소독하기
֡֡기침, 발열 등 감염병 의심증상을 보이는 사람과 접촉하지 않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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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여행 후 이상증상이 나타나면?

대륙별 주의해야 할 감염병

1. 귀국 시 공항에서
֡֡검역감염병 오염지역을 체류·경유한 경우 건강상태질문서를 반드시
작성하여 제출하기
※ 미제출시 과태료 700만원 부과

아프리카

֡֡발열, 설사, 구토 등의 증상이 있을 경우 건강상태질문서에 성실히
기재하고 공 · 항만 국립검역소 검역관에게 꼭 신고하기

※ 말라리아 예방약 복용자도 발열 등 증상이 있을 경우 병원 방문 및 검사 필요

֡֡해외여행 후 1개월동안 헌혈 금지

서 아프리카
동 아프리카
중 아프리카

권장
말라리아(예방약),
장티푸스, A형간염,
파상풍, 폴리오,
수막구균성 수막염,
콜레라

황열

아메리카

아시아

예방백신이 없는
주요 감염병
뎅기열,
에볼라바이러스병,
라싸열

황열

말라리아(예방약),
장티푸스,
A형간염, 파상풍

북미

장티푸스, 파상풍

중미

황열

말라리아(예방약),
장티푸스,
A형간염, 파상풍

뎅기열,
지카바이러스 감염증

말라리아(예방약),
장티푸스, A형간염,
파상풍, 폴리오

동물(조류)인플루엔자
인체감염증(H5N1,
H7N9), 뎅기열,
지카바이러스 감염증

말라리아(예방약),
장티푸스, A형간염,
파상풍, , 폴리오

중동호흡기증후군
(MERS)

남미

※ 대부분의 감염병은 귀국 후 2~3주 이내에 증상을 보이지만 일부 감염병은   
수 주~1년 후에 발병하기도 함

֡֡말라리아 예방약을 복용하는 경우, 귀국 후에도 처방기간까지 예방약
복용하기

필수

남·북부 아프리카

2. 귀국 후
֡֡수 일~수 개월 안에 고열, 설사, 구토 등과 같은 증상이 나타나면
질병관리본부 콜센터 (국번없이)1339로 신고 후 안내에 따라
종합병원(감염내과, 해외여행 클리닉)을 즉시 방문하여 최근 여행한
국가를 알리고 진료받기

예방접종 가능한 감염병(성인 기준)

대륙

동아시아
남아시아
동남아시아

중동

수막구균성
수막염
(메카 순례자)

뎅기열,
지카바이러스 감염증

※ 국가마다 권장(필수)하는 예방접종이 다르므로 전문의에게 상담을 받으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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말라리아

주의해야 할 감염병Ⅰ
예방접종(예방약)이 있는 감염병

황열
●● 전파경로

֙֙ 바이러스에 감염된 모기에 물려 생기며, 사람간 전파 없음

(잠복기 3~6일)
●● 증

상 : 대부분 경증이며, 심한 경우 발열, 황달, 출혈 등
●● 예방요령
֙֙ 황열 위험국가 여행객은 황열 예방접종 실시
* 항체 형성 기간이 필요하므로 최소 출국 10일 전까지 예방접종 받고,
국제공인 예방접종 증명서 발급받기(1회 접종, 평생 유효)
֙֙ 모기에 물리지 않도록 주의
* 모기장, 모기기피제, 보호복(긴 소매, 긴 바지, 모자 등) 착용
●● 예방접종

●● 전파경로

֙֙ 열원충에 감염된 모기에 물려 생기며, 사람간 전파 없음
֙֙ 잠복기 : 열대열 말라리아(7~14일), 삼일열 말라리아(7~20일)
* 열대열 말라리아는 귀국 후 3개월, 삼일열 말라리아는 1년 후 까지
발병 가능하며, 열대열 말라리아의 경우 조기에 치료받지 않으면
사망에 이를 수 있음
●● 증

֙֙ 말라리아 위험국가 여행객은 최소 출발 2주 전 예방약을 처방

받고 처방기간 동안 복용하기
֙֙ 모기에 물리지 않도록 주의
* 모기장, 모기기피제, 보호복(긴 소매, 긴 바지, 모자 등) 착용
●● 예방약

처방 기관 : 종합병원(감염내과, 해외여행 클리닉) 또는
가까운 보건소

* 보건소는 미리 사전 문의 후 방문 권고

기관(지정)

A형간염

֙֙ 전국 13개 국립검역소 및 국립중앙의료원, 분당 서울대병원,

충남대학교 병원 등 국제공인예방접종기관 26개소

상 : 주기적으로 고열, 근육통, 오한, 두통, 구역, 설사 등

●● 예방요령

●● 전파경로

: 바이러스에 감염된 환자의 대변에 의해 오염된 음식과
물을 통해 전파 가능(잠복기 평균 28일)

●● 증

상 : 발열, 피로, 식욕부진, 복통, 구역, 구토, 황달 등
●● 예방요령
֙֙ A형 간염 예방접종 받기(2회 접종 필요)
֙֙ 반드시 끓인 물, 생수 등을 마시고 음식은 완전히 익혀먹기
֙֙ 손 씻기 등 개인위생 철저히 하기
●● 예방접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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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 : 종합병원, 병의원, 가까운 보건소(성인의 경우,
사전에 보건소 문의 필요)

해외여행질병정보센터 http://travelinfo.cdc.go.kr |

8

주의해야 할 감염병Ⅰ

●● 예방접종

장티푸스
: 장티푸스균에 감염된 환자의 대변에 의해 오염된 음식과

물을 통해 전파 가능 (잠복기 3~21일)
●● 증 상 : 고열, 두통, 복통, 설사 등
●● 예방요령

֙֙ 장티푸스 예방접종 받기
* 지속적으로 위험지역 방문할 경우 2년마다 재접종 필요
֙֙ 반드시 끓인 물, 생수 등을 마시고 음식은 완전히 익혀먹기
֙֙ 손 씻기 등 개인위생 철저히 하기
●● 예방접종

콜레라
●● 전파경로

물을 통해 전파 가능(잠복기 비마비성 폴리오: 3~6일,
마비성 폴리오: 7~21일)
●● 증 상 : 대부분 무증상이거나 발열, 권태감, 인후통, 근육통, 두통 등의
경증 (심하면 마비증상)
●● 예방요령

֙֙ 폴리오 예방접종(IPV) 받기(생후 2, 4, 6개월(기본), 만4~6세(추가))
* 과거에 접종을 완료한 성인의 경우도 위험국가를 방문할 경우
추가 1회 이상 접종 권고
֙֙ 손 씻기 등 개인위생 철저히 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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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잠복기 6시간~5일)

상 : 쌀뜨물 같은 심한 설사, 구토 등
●● 예방요령
֙֙ 예방접종 및 손 씻기 등 개인위생 철저히 하기
֙֙ 반드시 끓인 물, 생수 등을 마시고 음식은 완전히 익혀먹기
●●

예방접종 기관 : 전국 13개 국립검역소(경구용)
* 경구용 콜레라 백신 : 2회 접종, 2년마다 추가접종 필요

기관 : 종합병원, 병의원, 가까운 보건소

: 바이러스에 감염된 환자의 대변에 의해 오염된 음식과

: 오염된 식수, 음식물, 과일, 채소, 어패류에 의해 감염

●● 증

폴리오(소아마비)
●● 전파경로

사전에 보건소 문의 필요)

* 주요 발생국가 : 아프가니스탄, 파키스탄 등

예방접종(예방약)이 있는 감염병
●● 전파경로

기관 : 종합병원, 병의원, 가까운 보건소(성인의 경우,

수막구균성 수막염
●● 전파경로
●● 증

: 비말감염, 환자 또는 병원체 보유자의 호흡기 분비물,
체액 등과 직접 접촉으로 전파(잠복기 1~10일)

상 : 인두염, 발열, 구토, 근육통, 전신 쇠약 등

●● 예방요령

֙֙ 수막구균성 수막염 예방접종 받기
* 사우디아라비아 성지 순례, 중부 아프리카 여행, 미국 유학 등
단체생활 예정자
●● 예방접종

기관 : 종합병원, 병의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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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의해야 할 감염병Ⅰ

주의해야 할 감염병Ⅱ

예방접종(예방약)이 있는 감염병

예방백신(예방약)이 없는 감염병

파상풍
●● 전파경로

중동호흡기증후군(MERS)

: 흙, 먼지, 동물의 대변 등에 포함된 파상풍의 포자가

피부의 상처를 통해 침투하여 전파됨(잠복기 3~21일)
●● 증 상 : 골격근의 경직과 더불어 근육수축(입주위 근육 수축)
●● 예방요령

֙֙ 파상풍 예방접종 받기
* 10년마다 재접종 권고
●● 예방접종

기관 : 종합병원, 병의원, 가까운 보건소(성인의 경우,
사전에 보건소 문의 필요)

공수병(광견병)
●● 전파경로

* 예방접종을 받지 않고 동물에게 물린 경우 즉시 병원을 방문하여
면역글로불린 주사 및 예방접종 받기
●● 예방백신

: 야생 동물 등에게 물리거나 할퀴지 않도록 주의
문의 : 국립중앙의료원, 한국희귀의약품센터, 종합병원
(감염내과, 해외여행 클리닉)

* 종합병원 방문(처방전 발행)→한국희귀의약품센터 방문(백신 구매)→
종합병원 재방문(접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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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파경로가 아직 명확하지 않으나, 감염된 낙타와의 접촉

및 확진환자의 호흡기 분비물에 직·간접 노출되어 전파
가능(잠복기 2~14일)
●● 증 상 : 발열을 동반한 호흡기 증상(기침, 호흡곤란, 폐렴 등),
급성 신부전 등
●● 예방요령

֙֙ 호흡기 증상을 보이는 환자, 동물(특히 낙타)과의 접촉 피하기
֙֙ 기침 등 호흡기 증상이 나타날 경우 마스크 착용하기
֙֙ 손 씻기 등 개인위생 철저히 하기
* 주요 발생국가 : 사우디아라비아 등 아라비아 반도 및 인근 국가

뎅기열

: 바이러스에 감염된 야생동물(개, 고양이, 원숭이, 박쥐

등)에 물려서 감염됨(잠복기 13일~2년)
●● 증 상 : 발열, 두통, 권태감, 물린 부위 감각이상 등
●● 예방요령

●● 전파경로

●● 전파경로
●● 증

: 바이러스에 감염된 모기에 물려 생기며, 사람간 전파
없음(잠복기 3~8일)

상 : 대부분 무증상이며, 갑작스런 고열, 두통, 근육통, 관절통,
발진, 출혈 등

* 발열 증상이 있을 경우 아스피린 복용하지 않기
●● 예방요령

֙֙ 모기에 물리지 않도록 주의하는 것이 중요함
* 모기장, 모기기피제, 보호복(긴 소매, 긴 바지, 모자 등) 착용
해외여행질병정보센터 http://travelinfo.cdc.go.k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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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의해야 할 감염병Ⅱ
예방백신(예방약)이 없는 감염병

동물(조류)인플루엔자 인체감염증
●● 전파경로

: 바이러스에 감염된 가금류와 직접 접촉 또는 조류 배설

및 분비물에 오염된 음식 등 접촉 (잠복기 1~10일)
●● 증 상 : 고열, 기침, 근육통 등 인플루엔자 유사증상
●● 예방요령

֙֙ 가금류(닭, 오리 등) 시장 및 농장 출입 자제하기
֙֙ 가금류와 직접 접촉 회피하기
֙֙ 고기(닭, 오리 등)는 가급적 완전히 익혀서 먹기
֙֙ 손 씻기 등 개인위생 철저히 하기
* 주요 발생국가 : 중국, 이집트 등

지카바이러스 감염증
●● 전파경로

: 바이러스에 감염된 모기에 물려 생기며, 수직감염

(임신부→태아), 수혈, 성접촉으로도 전파 가능
(잠복기 2~14일)
●● 증 상 : 대부분 무증상이며, 발진과 함께 두통, 근육통, 관절통,
결막염 등 동반
●● 예방요령

֙֙ 임신부 및 임신가능성이 있는 사람은 발생국가 방문 자제
֙֙ 가임기 여성은 귀국 후 최소 2개월 동안 임신 연기
֙֙ 남성은 귀국 후 2개월간(배우자 등이 임신부일 경우 임신기간

동안) 성관계를 피하거나 콘돔 사용
* 단, 확진된 경우, 회복 후 6개월 동안 성관계를 피하거나 콘돔 사용
֙֙ 모기에 물리지 않도록 주의하는 것이 중요함
* 모기장, 모기기피제, 보호복(긴 소매, 긴 바지, 모자 등) 착용

에볼라바이러스병
●● 전파경로
●● 증

: 바이러스에 감염된 동물 또는 사람의 혈액, 체액, 성접촉
등 직접 접촉으로 감염(잠복기 2~21일)

상 : 갑작스런 고열, 전신 쇠약감, 근육통, 두통, 인후통 등 비전형적인
증상 이후에 오심, 구토, 설사, 발진 동반, 때로는 체내외 출혈

●● 예방요령

֙֙ 손 씻기 등 개인위생 철저히 하기
֙֙ 에볼라병 환자 발생시 환자의 체액, 가검물 접촉 금지
֙֙ 에볼라병에 감염된 환자 및 동물의 사체 접촉 금지
* 주요 발생국가 : 기니, 라이베리아, 시에라리온 등

13 | 건강하고 안전한 해외여행 준비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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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균성 이질

주의해야 할 감염병Ⅱ
예방백신(예방약)이 없는 감염병

라싸열
●● 전파경로

: 라싸 바이러스에 감염된 야생 설치류(들쥐)의 배설물에

직접 접촉했거나 배설물에 오염된 음식을 섭취함으로
주로 감염되며, 바이러스 감염 환자의 체액이나
바이러스에 오염된 물건 접촉에 의한 사람간 전파도
가능(잠복기 1~3주)
●● 증 상 : 약 80%는 경증 또는 무증상임.
중증일 경우 출혈성 경향을 보이며 구토, 복통, 호흡곤란과
함께 다발성 장기부전으로 인해 사망할 수 있음

●● 전파경로
●● 증

: 오염된 물이나 식품을 통하여 감염됨

(잠복기 12시간~7일)
고열,
구토, 복통, 설사 등
상:

●● 예방요령

֙֙ 반드시 끓인 물, 생수 등을 마시고 음식은 완전히 익혀먹기
֙֙ 손 씻기 등 개인위생 철저히 하기

●● 예방요령

֙֙ 손 씻기 등 개인위생 철저히 하기
֙֙ 유행지역 병원 방문 시 환자의 체액 등 접촉 주의
֙֙ 조리된 야생 육류 섭취 삼가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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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립검역소(13개소) (황열 , 콜레라 예방접종 및 예방접종 상담 등)
국립인천공항검역소
국립부산검역소
국립인천검역소
국립군산검역소
국립목포검역소
국립여수검역소
국립마산검역소
국립김해검역소
국립통영검역소
국립울산검역소
국립포항검역소
국립동해검역소
국립제주검역소

☎☎032) 740-2703
☎☎051) 602-0681
☎☎032) 883-7503
☎☎063) 445-4238
☎☎061) 244-0941
☎☎061) 665-2367
☎☎055) 981-5322
☎☎051) 973-1922
☎☎055) 645-3579
☎☎052) 255-4503
☎☎054) 246-8545
☎☎033) 535-6022
☎☎064) 746-7530

국제공인예방접종기관(26개소) (황열 예방접종 및 예방접종 상담 등)
국립중앙의료원(해외여행클리닉)
충남대학교병원
분당서울대학교병원
순천향대학교서울병원
이화여대부속목동병원
강북삼성병원
중앙대학교병원
고려대학교구로병원
연세대학교세브란스병원
가톨릭대학교서울성모병원
강동경희대학교병원
건국대학교병원
한림대학교강남성심병원
인천광역시의료원
인하대학교병원
국민건강보험공단일산병원
인제대학교일산백병원
한양대학교구리병원
가톨릭대학교의정부성모병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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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88-1775
☎☎042) 280-7114
☎☎1588-3369
☎☎02) 709-9114
☎☎02) 2650-5114
☎☎02) 2001-1130
☎☎1800-1114
☎☎02) 2626-1114
☎☎1599-1004
☎☎1588-1511
☎☎02) 440-7000
☎☎1588-1533
☎☎1577-5587
☎☎032) 580-6000
☎☎032) 890-2114
☎☎1577-0013
☎☎031) 910-7000
☎☎1644-9118
☎☎1661-75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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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공인 예방접종기관(26개소) (황열 예방접종 및 예방접종 상담 등)
세종병원
충북대학교병원
조선대학교병원
전남대학교병원
서울대학교병원
부산대학교병원
한양대학교병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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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99-6677
☎☎043) 269-6114
☎☎062) 220-3006~9
☎☎1899-0000
☎☎1588-5700
☎☎051-240-7300
☎☎1577-6382

해외여행질병정보센터
해외여행질병정보센터 홈페이지
(http://travelinfo.cdc.go.kr)

자세한 내용은
해외여행질병정보센터
홈페이지에서 확인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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