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경기도 감염병 주간소식은 경기천년체로 작성되었으며, http://www.gg.go.kr/archives/3735027에서 다운로드 받아 설치하면 가장 최적화된 내용을 보실 수 있습니다.
 ◎ 경기도 감염병 주간소식을 정기구독하고 싶으시거나 내용에 관련된 문의가 있으시면, E-mail(gidcc2014@gidcc.or.kr)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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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타 감염병 신고

지난 4주 평균대비

증가 감소 변동없음

(경기도 감염병 주간소식 통계 이용 시 주의사항)
- 감염병 신고현황은, 발행일 기준으로 질병관리본부 감염병웹통계시스템(is.cdc.go.kr)에 제공되는 자료에 기초하여 작성되었습니다.
- 2017년 자료는 변동 가능한 잠정통계로, 각 질병별로 규정된 신고범위(환자, 의사환자, 병원체보유자)의 모든 신고건을 포함합니다. 
- 별도의 감시체계로 운영되는 결핵, HIV 및 표본감시대상 감염병은 제외되었습니다.

       클릭! 하시면 보다 자세한 감염병 현황을 보실 수 있습니다.

□ 이번주는 수두 671건, 성홍열 113건, 유행성이하선염 60건, C형간염 33건 등의 순으로 신고되었습니다. 

□ 지난 '17년 52주~'18년 1주 오산시의 한 학교를 중심으로 신고된 백일해 의심사례는 4건(확진)을 제외하고 

    '환자아님' 으로 최종 확인됨에 따라 통계에서 제외될 예정입니다.

    - 환자와의 직접적인 접촉, 기침, 재채기 등에 의한 호흡기 전파에 의해 감염될 수 있습니다. 적기에 예방접종으로 사전예방하고       

       개인위생 수칙(올바른 손씻기, 기침예절 등)을 준수하시기 바랍니다.

□ 국내외 주요 감염병 소식   

     - (국내) 인플루엔자 유사증상을 보이는 환자들의 의료기관 방문이 50주부터 급격히 증가하고 있습니다. 

         * 도내 인플루엔자 표본감시 의료기관에 방문한 외래환자 1,000명당 의사환자분율: 49주차 15.4명 → 50주차 22.5명 → '18년 1주차 61.2명

            인플루엔자 치료제는 증상 초기에 복용해야 효과가 높습니다. 의심증상이 발생하면 즉시 가까운 의료기관에서  진료받으세요!

     - (국외) 중국 및 한국을 포함한 동아시아에서 인플루엔자 B형과 A(H3N2)형을 중심으로 유행이 지속되고 있습니다.

□ 전문가 칼럼에서 국내 성홍열환자가 꾸준히 증가하는 요인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 (전문가 칼럼) 국내에서 성홍열 환자 수는 실제 증가하고 있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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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첫번째 외부적요인은 법정감염병인 성홍열에 관한 신고기준의 확대입니다. 우리나라에서 법정감염병 환자 분류

기준에 따르면, ‘감염병 환자’는 감염병의 병원체가 인체에 침입하여 증상을 나타내는 사람으로서 진단기준에 따라 

진단되거나 실험실 검사를 통하여 확인된 사람을 지칭하고, ‘감염병 의사환자’는 감염병 병원체가 인체에 침입한 것

으로 의심되나 감염병 환자로 확인되기 전 단계에 있는 사람을 말합니다. 우리나라에서는 성홍열에 대한 법정감염병 

신고범위가 2012년 9월까지는 ‘감염병 환자’만으로 한정되어 있었다가 2012년 9월 27일부터 ‘의사환자’까지 확대

되었습니다. 2013년 9월 23일에는 성홍열 ‘의사환자’의 기준이 좀 더 완화되었으며, 2016년 1월 7일부터는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이 개정되면서 환자를 진단한 의료기관뿐만 아니라 진단검사기관에서도 검사결과가 양성

으로 확인되면 신고하도록 바뀌었습니다. 이러한 변화는 2011년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의 청구자료에서 집계된 성홍

열 환자 수와 비교하여 2.8%에 불과하던 법정감염병으로 신고된 성홍열 환자 수가 급증하는 결과를 가져와 2013년

에는 23.7%, 2016년에는 89.8%를 나타내게 되었습니다. 

  두번째 외부적요인은 민간보험사에서 판매하고 있는 어린이 보험의 영향입니다. 성홍열을 포함하는 특정감염병에 

대해 진단비를 지급하고 있는 민간 어린이 보험 또는 보험 특약에 대한 판매 건 수는 민간보험사에서 정확한 자료를 

공개하고 있지는 않지만, 2000년대 중반 상품 출시 이후 판매 건 수가 크게 증가한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특히 

성홍열의 경우 2013년 9월 이후에는 실험실 검사를 통하여 병원체를 확인하지 않더라도 ‘감염병 의사환자’로 

법정감염병으로 신고할 수 있게 되어 해당 보험상품 판매 증가가 ‘감염병 의사환자’로서 성홍열 신고 환자 수 증가에 

영향을 주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전문가 컬럼>

국내에서 성홍열 환자 수는 실제 증가하고 있는가?

성균관대학교 의과대학 

사회의학교실

김종헌 교수

<연도별 월별 성홍열 신고 현황>

※ 본 기고문은 2018년 1월 Emerging Infectious Diseases Journal에 출판된 기고자의 논문(Increasing Number of Scarlet Fever Cases,    

    South Korea, 2011–2016)을 바탕으로 하여 작성되었습니다.

  주로 영유아에서 발생하는 법정감염병인 성홍열은 베타용혈성 연쇄구균(Group A 

β-hemolytic Streptococci)의 발열성 외독소에 의해 나타나는 급성 발열성 질환으로 

발열, 두통, 구토, 복통, 인두염의 증상이 동반되며, 딸기혀, 피부 박탈 현상이 나타나기

도 합니다. 

  우리나라의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의 청구자료를 살펴보면 성홍열로 진단받은 환자 수는 

2011년 14,550명, 2013년 15,533명, 2016년 13,261명으로 큰 변화가 없었습니다. 하지만 

질병관리본부의 법정감염병 신고 환자 수에서는 2011년 406건에서 2013년 3,678명, 2016

년 11,910명으로 급증하는 양상을 나타내었습니다. 이러한 수치의 불일치는 외부적요인에 

의해 발생한 것으로 추정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성홍열에 대한 신고율 급증 추세는 2017년에 들어서는 더욱 

과열되어 성홍열에 대한 월별 법정감염병 신고 환자 수가 건강보험

심사평가원 청구자료의 월별 환자 수를 넘어서는 특이한 현상이 

나타난 바 있습니다. 기여 요인을 특정할 수는 없지만 성홍열 법정 

감염병 신고 환자 수는 2017년의 경우 2016년(11,910명) 대비 약 

2배 증가한 22,931명이었습니다. 2016년까지는 자료 확보가 어려

운 민간보험상품의 영향력을 배제하더라도 성홍열에 대한 법정감염

병 신고율이 100%에 도달하지 못하여 신고기준 확대의 영향을 성

홍열 법정감염병 신고 환자 수 증가의 가장 큰 원인으로 고려할 수 

있었지만, 이제는 실제로 환자 수가 급증하고 있는지 아니면 법정

감염병 신고 환자 수라는 국가 통계가 왜곡되어가고 있지는 않는지 

면밀한 조사와 연구가 필요한 상황이 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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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E WEEKLY NEWS

[경기도청] 김영록 장관·김진흥 부지사, 포천 AI 방역대책 

점검 1.4(목)

[질병관리본부] 서울 광진구 참신한산부인과의원 종사자 

결핵발생에 따른 역학조사 진행상황 1.4(목)

[경기도청] 포천 고병원성 AI 확진에 비상대책회의 개최 

1.5(금)

[보건복지부] 인플루엔자 지속 증가, 예방접종과 개인

위생수칙 준수 철저 당부! 1.8(월)

[보건복지부] 국립마산병원-한국파스퇴르연구소 신약개발 

협약 체결 1.9(화)

해외 감염병 발생 소식

인플루엔자(Influenza) – 세계보건기구(WHO)

* 2018.1.7 작성(2017.12.24 까지의 결과)

- 남반구 온대지역에서는 계절에 따라 차이가 있는 반면, 북반구 

온대지역에서는 인플루엔자 발생이 지속적으로 증가하였음

- 인플루엔자 A(H1N1) pdm09 바이러스가 일부 국가에서 우세

했음에도 불구하고, 세계적으로는 인플루엔자 A(H3N2)형과 B형 

바이러스가 주로 검출됨

- 동아시아: 최근 몇 주간 인플루엔자 발생 증가함. 중국 북쪽과 

남쪽 지역에서는 인플루엔자 B형 야마가타 바이러스 유행. 다음

으로 인플루엔자 A(H3N2)형 바이러스가 유행하면서, 인플루엔

자 발생이 지속적으로 증가함. 한국에서도 인플루엔자 B형 바이

러스와 인플루엔자 A(H3N2)형 바이러스 검출이 증가함

※ 세계보건기구(WHO) 에 보고된 감염병집단소식(DONs)은

 www.gidcc.or.kr/gypd-type/국외소식에서 번역된 전문을 확인 하세요.

밑줄을        클릭! 하시면 경기도감염병관리지원단 홈페이지에서 자세한 내용을 보실 수 있습니다.

국내소식

※ 매일 언론을 통해 발표되는 경기도 및 국내 주요 감염병소식을 

www.gidcc.or.kr/gypd-type/국내소식에서 한 눈에 확인하세요.

<WHO 인플루엔자 발생 현황(Influenza Update N°306(17.12.24. ; 18.1.7. 작성))

http://www.gidcc.or.kr/7293/
http://www.gidcc.or.kr/7293/
http://www.gidcc.or.kr/7289/
http://www.gidcc.or.kr/7289/
http://www.gidcc.or.kr/7303/
http://www.gidcc.or.kr/7303/
http://www.gidcc.or.kr/7291/
http://www.gidcc.or.kr/7291/
http://www.gidcc.or.kr/7331/
http://www.gidcc.or.kr/7331/
http://www.gidcc.or.kr/7334/
http://www.gidcc.or.kr/gypd-type/국외소식
http://www.gidcc.or.kr/gypd-type/국내소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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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로바이러스에 대해 들어보신적 있나요? (출처: 미국질병관리본부)

INFOGRAPHICS
그림을        클릭! 하시면 경기도감염병관리지원단 홈페이지에서 자세한 내용을 보실 수 있습니다.

https://youtu.be/Ey_OV_-pBeo
http://www.gidcc.or.kr/5825/
http://www.gidcc.or.kr/5261/
http://www.gidcc.or.kr/6043/
http://www.gidcc.or.kr/6043/
http://www.gidcc.or.kr/6543
http://www.gidcc.or.kr/1683/ 
http://www.gidcc.or.kr/5261/
https://youtu.be/Ey_OV_-pBe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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