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식중독 예방법, 신고요령 등 자세한 정보는

	 인터넷(www.mfds.go.kr/fm)이나

	 모바일	웹(m.mfds.go.kr/fm)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겨울철
노로바이러스 식중독
이렇게 예방하세요!

노로바이러스 식중독
이렇게 예방하세요!

비누를 사용하여 
30초 손씻기

채소, 과일은 
깨끗한 물로 세척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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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 끓여 마시기생식을 삼가고 85℃ 
1분 이상 가열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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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리도구는 끓이거나 
염소소독하기

주변환경 청결히 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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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로바이러스
식중독 대응요령

배탈, 설사, 구토 등 식중독 증상이 나타나면 

즉시 의료기관을 방문하여 의사의 지시를 따릅니다.

집단 설사환자가 발생하면 가까운 보건소에 신고하여

2차 피해를 예방합니다.

조리자가 식중독 증상이 있는 경우 즉시 

음식물 조리를 중단해야 합니다.

노로바이러스 식중독 증상이 회복된 후 최소 일주일 이상 

조리과정에 참여하지 않도록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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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로바이러스 식중독
발생 현황

•  1968년 미국 오하이오주 노워크에서 최초로 발견된 이후, 세계 각국

에서 식중독을 포함한 장관감염증을 일으키는 주요한 원인체입니다.

•  추운날씨에도 오래 생존하고, 적은 양으로도 사람간 접촉에 의해        

쉽게 전파됩니다.

•  항바이러스 치료제나 예방백신이 없고, 한번 감염되었더라도 재감염

될 수 있으니 주의하여야 합니다.

•  면역력이 약한 노약자나 어린이는 구토와 설사에 의한 탈수로 인하여 

위험을 초래할 수 있어 더욱 주의해야 합니다.

5년	평균(´11년~´15년)

전체  6,314명

노로바이러스  1,306명

연간 식중독 환자수

21%

전체  848명

노로바이러스  480명

겨울철(12~2월)
식중독 환자수57%

연간 46건

겨울철  24건

노로바이러스 
식중독 발생건수 52%

겨울철 식중독의 주요 원인균으로

식품 및 환자와 직·간접적인 접촉을 통해서 감염

노로바이러스는?

• 낮은 온도(-20℃)에서도 오래 생존

• 소량(10개)으로도 발병 가능

• 구토물, 분변 1g당 1억개의 노로바이러스 존재

• 구토물에 오염된 손으로 만진 문고리 등을 통해서도 감염가능

노로바이러스의 특성

• 감염 후 24~48시간 내에 설사, 발열, 구토, 근육통, 발열 등을 일으킴

• 통상 3일 이내에 회복되나 1주간 분변으로 바이러스는 계속 배출

주요 증상

주요 감염 경로

노로바이러스

• 구토물은 마스크 및 일회용 비닐장갑을 끼고 치우고, 

 바닥은 염소소독액(5,000ppm)으로 처리

 * 염소소독액(5,000ppm) 만들기 : 

   물 875ml + 염소소독액(4%) 125ml

경로 1

음식물 섭취 음식물 섭취 경구 감염

경로 2 경로 3

감염된 조리자 건조된 구토물강, 바다(환자분변)

노로바이러스 오염

발병

식재료 오염 조리식품 오염 사람 간 감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