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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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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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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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