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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문 요약

2016∼2018년 우리나라 감염병 사건 기반 감시에서의 역학적 추세

배경: 사건 기반 감시(EBS)란 다양한 공중보건 사건이나 위험에 관련하여, 기존의

지표 기반 감시(IBS)에서 효율적으로 인지 또는 대응 등 관리하기 어려운 영역에

대한 새로운 감시 수단이다. 우리나라 정부에서는 2016년도 이후 현재까지 EBS를

본격적, 체계적으로 시행 중인데, 이중 기관내 주요 감시 결과를 충실히 반영하는

의료인 대상 ‘감염병 뉴스레터’를 통하여 우리나라 EBS 감시 결과 및 특성을 간접

적으로 파악할 수 있다.

목적: 2016∼2018년까지의 감염병 뉴스레터에 나타난 감염병 사건 637건을 통하여

우리나라의 EBS 결과를 파악하고, 정보의 특성을 비교 분석하여 국내·외 감염병

발생의 역학적 유형과 추세 등을 평가한다.

방법: 일반적 특성 중 감염병 사건의 유형, 즉 신규 또는 후속 보고 여부, 자료원

의 공식·비공식 여부를 나누어 조사하였다. 역학적 특성은 사건 발생의 유형, 즉

국내·국외·해외유입 사례 여부, 우리나라 법정감염병 분류 등 질병 또는 원인병원

체의 발생 분류, 국외 사건이 발생한 대륙 및 국가, 유행 사건(Outbreaks)의 감염

병 종류 및 규모를 조사하였다. 그리고 이들의 발생 빈도와 연간 변동 추세를 관

찰하였다.

결과: 일반적 특성에서 감염병 사건의 유형은 신규 사례의 비중이 기존 사례와 비

교하여 지속적으로 높았으며, 또한 자료원은 공식 자료의 비중이 비공식 자료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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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속적으로 높았으며 계속 상승하는 경향이 동시에 관찰되었다. 역학적 특성 중

국외 발생 사건의 비중이 지속적으로 유의하게 높았으며, 질병(군) 또는 원인병원

체, 발생 대륙 및 국가는 다양화되는 추세가 일관적으로 나타났다. 반면, 유행 사

건의 종류와 규모에서는 유의한 결과를 찾을 수 없었다.

결론: EBS 결과에서 국내보다는 국외 발생 및 해외유입에 초점을 맞추는 경향이

유지되는 동시에 발생 지역과 질병을 해마다 더욱 폭넓게 파악하는 추세가 확인되

어, 이는 도시화 등 활발한 인구 이동에 의하여 다양한 감염병 발생이 가능한 현

재의 사회 변동의 방향과 일치하는 것으로 생각된다. 향후에도 지속적인 정보 수

집, 분석 및 평가 후 환류, 그리고 다양한 후속 연구가 필요하다.


핵심어: Event-based Surveillance, Public health event, E-Newsletter, Emerging Infectious 
Disease, Re-emerging Infectious Disease, Outbrea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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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서 론

1. 연구 배경

1) 등장 배경 및 해외 동향

지난 수십 년간, 우리는 전세계적으로 급격한 인구 증가, 대규모 도시화 및 인구

이동, 국가간 통상·여행의 증가, 새로운 병원체의 출현 또는 기존 병원체의 재출

현, 과학 기술 발달과 이에 관련되는 각종 화학물질 또는 방사능 사건·사고, 자연

재난, 생물테러와 같은 범죄 활동 등 유례 없는 다양한 사회 변동과 환경의 변화

를 경험하였다(WHO, 2014).

이러한 변화에 맞추어 세계보건기구(WHO, World Health Organization)는 2005

년 국제보건규약(IHR, International Health Regulations)을 대폭 개정하였는데, 이

러한 국가간 정보 공유 노력에는 감염병을 포함한 공중보건 사건(Acute public

health event) 발생에 대한 조기 감시 및 대응 개념(Early Warning And

Response, EWAR)도 포함되었다. 다수의 회원국들은 이미 자국내 체계적인 감시

및 관리 체계를 갖추고 있으나, 여기에서 기존의 감시 체계에서 인지 또는 대응하

기 어려운 알려지지 않은(unknown, unusual or unexpected) 질병, 발생 양상, 이

외에도 질병 발생에 직·간접적으로 영향을 끼칠 수 있는 다양한 위험 요인(Risk,

폭염, 자연 재난, 음식물 오염 등)에 대한 감시의 필요성이 새롭게 부각되었다

(WHO, 2014).

공중보건 감시의 종류는 질병 감시, 증후군 감시, 환경 감시 등 다양한데, 이중

에서도 사건 기반 감시(EBS, Event-Based Surveillance)는 앞서 기술한 시대의 변

화에 대응하여, 기존 체계에서 효율적으로 인지 또는 대응 등 관리하기 어려운 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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역에 대한 가장 최신의 감시 개념이다. WHO나 European Centre for Disease

Prevention and Control(유럽지역 질병예방통제 센터, 유럽연합(EU) 회원국들

이 가입된 보건 기구) 등 해외에서는 약 2000년대 경부터 논의되어 왔다.

국외에서의 연구는 약 10년 전부터 시작되었는데, 먼저 WHO·ECDC 등 관련 국

제기구에서 자문 회의(WHO Technical consultation on EBS, 2013) 등을 실시하고

지침류를 발간하였다. 이후, 각국 정부·전문가 집단 등에서는 결과나 체계 평가와

관련된 연구를 진행하여 왔다. 관련된 주요 지침으로 WHO 서태평양 지역사무소

의 지침(A guide to establishing EBS, Western Pacific Region, 2008), WHO의 조

기 감시 및 대응(EWAR) 관련 지침(Early detection, assessment and response to

acute public health events: implementation of early warning and response with

a focus on EBS, 2014) 및 ECDC의 관련 지침(Operational guidance on rapid risk

assessment methodology, 2011)을 꼽을 수 있다. EBS 결과를 일반 대상으로 공개

하는 기관은 ECDC 등 일부인데, 감시 결과 또는 감시 체계 평가와 관련하여서 영

국의 2012년 런던 올림픽(Severi and Crook, 2014)이나 이탈리아의 2015년 밀라노

엑스포(Manso et al., 2016) 등과 관련된 몇몇 선행 연구가 발행된 바 있다.

2) 사건 기반 감시 (Event-Based Surveillance) 개요

사건 기반 감시(EBS)란 공중보건 사건들이나 위험 요인들에 대한 정보 수집, 모

니터링, 평가 및 검증의 일련의 과정을 뜻한다(Western Pacific Region Office,

WHO, 2008). 전통적 지표 기반 감시(IBS, Indicator-Based Surveillance, 전수 감

시, 표본 감시, 실험실 감시 등의 기존 체계로 인지(진단 및 신고), 정부 기관 보

고, 통계 분석, 해당 부처 또는 기관에 통보하여 대응 개시 등의 단계로 구성됨)와

비교하여, 여러 가지 형태의 구조화되지 않은(unstructured) 정보를 신속히 수집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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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 법정감염병으로 분류되지 않은 감염병 발생 상황, 원인불명의 질병 유행 등의

다양한 상황에도 조기에 능동적으로 대응할 수 있다는 강점을 갖는다(Fig. 1).

Fig. 1. Three-dimensional perspective of human health data collected for Early

Warning And Response, WHO, 2013.

예를 들어, 폭염 또는 한파와 같은 기후 변동 사건에 대하여 EBS가 가동되어

이를 반복적으로 감시하게 되면, 체계적 정보 수집과 기상 데이터 분석, 역치

(Thresholds, 주의보나 경보 등 감시 단계 향상과 같은 평가 및 조치의 기준이 되

는 수치) 설정으로 이어져, 결국 정례적 지표 기반 감시(IBS)의 일부로까지 발전

하기도 한다(WHO, 2014).

EBS는 IBS에 비하여 크게 간소화된 3단계 관리 체계(징후→사건→경고)이다.

처음 단계(징후, Signal)는 사건 발생 전이나 이에 관련되는 다양한 징후들(Fig.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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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보고되는 단계이다. 예를 들어 인수공통감염병의 병원소나 매개체가 될 수 있

는 동물 등이 증가 또는 감소하거나, 특정 지역에서 그간 발생하지 않았던 증상이

나 질병이 지속적으로 증가하거나, 광범위한 지역 범위에서 기온이 상승하고 자연

재해가 발생하는 등의 다양한 위험(Risk)들이 징후로 해석될 수 있다. 두 번째 단

계는 실제 공중보건 사건(Event) 발생인데, 이 논문에서는 감염병 사건에 한정하

여 살펴보고자 한다. 선행하였던 징후들이 다수 발생하였을 수 있으며, 반면 징후

가 없거나 미약하여 인지되지 않았을 가능성도 있다. 감염병 사건이 실제 발생하

는 경우 환자 및 사망자 수, 환자군 특성, 발생 일시와 지역, 추정되는 원인 등의

세부사항이 정리되며, 이를 바탕으로 필요시 후속 사건 또는 상황 보고가 이루어

지게 된다. 마지막인 세 번째 단계는 경고(Alert)로, 정부기관에서 보도자료, 주의

보 또는 경보 등 다양한 형태로 정보를 환류하며, 그 외 민간 기관에서도 관련 정

보를 발행하는 단계이다. 이후 실제 대응으로 넘어가게 된다(Fig. 3).

Fig. 2. Examples of criteria for the selection of raw signal in Event-Based

Surveillance, WHO, 20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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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3. Overview of all hazard public health surveillance and response

functions, WHO, 20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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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4. Indicator-based surveillance, Event-based surveillance, Epidemic

intelligence and EWAR(Early Warning And Response), WHO, 2014.

또한, EBS는 사건 발생 전 단계와 발생 후 실제 대응 단계 사이에서 공중보건

학적 영향을 정확하게 평가(Risk assessment)하는 일련의 과정 중, 평가의 근거

(정보)를 마련하는 중요한 역할을 수행한다. 대부분의 나라들에서 공통적으로

EBS는 IBS를 보완하는 역할을 갖게 되는데, 이에 의하여 수집되는 정보들의 특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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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 그림과 같다(Fig. 4). IBS와 비교하여, 매우 다양한 정보원에서 수집되며 신속

하여 민감도(Sensitivity)가 높다는 장점이 있는 반면, 정보가 체계적이지 않고 다

양하며 신뢰성 면에서 떨어질 수 있다는 위험 또한 갖고 있다. 정보원의 종류에는

인적 정보원, 수의학·환경·식품 안전·방사능 안전·기상·경찰이나 세관 등 범죄 수

사 기관 등의 다양한 관련 비인적 정보원, 지역사회 정보원, 언론이나 인터넷 등,

그리고 국외 정보원(공식 정보 포함) 등이 있다(WHO, 2014).

3) 우리나라 현황

우리나라 정부(질병관리본부 긴급상황센터)에서는 2015년 중동호흡기증후군

(MERS) 유행 이후 다양한 감염병 대응 강화 노력을 현재까지도 지속하고 있으며,

이러한 노력의 일환으로 EBS를 2016년부터 본격적, 체계적으로 시행하고 있다. 감

시는 상시적으로 시행되고 있으며 그 결과는 일간·주간·월간 등 주기적으로 다른

부처 등 정부기관 및 관련 기관 등에 1차적으로 환류, 이후 주간 소식지(주간 해

외 감염병 동향), 보도자료 또는 보도참고자료, 카드뉴스, 감염병 감시 연보 등 다

양한 형태로서 일반 국민에게 제공되고 있다.

‘감염병 뉴스레터’는 이러한 EBS의 세 번째 단계(Alert) 즉 결과 제공 및 소통

수단 중 하나로, 우선적으로 의료인(대한의사협회 회원)에게 제공(문자(SMS) 발

송), 동시에 일반에도 공개되는 격주 및 수시 발행물이다(Fig. 5∼6). 앞서 언급한

다른 자료들과 비교할 때 감염병 사건을 가장 먼저 접하게 되는 의사 등 의료인을

대상으로 인지(진단과 신고)를 위한 여러 가지 감염병의 최신 동향, 질병에 대한

전문 지식, 지침 등 권고 사항, 이외에도 진단 검사 등 환자 관리에 필요한 관련

정보를 중점적으로 제공하는 차별성을 갖는 발행물이며, 다음(Fig. 7)과 같은 과정

을 통하여 격주 그리고 수시(필요시)로 2016년 8월부터 발행되고 있다. 감염병 대

응의 일선에서 일하는 의료인에게 신뢰성 있는 감염병 관련 정보를 제공하는 것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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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행 목적으로, 그간 기관내 주요 감시 결과를 IBS와 EBS의 양 측면에서 빠짐없

이 반영하여 왔다.

Fig. 5. An example of title page of E-Newsletter: Periodic Bulletin on

Infectious Diseases, Korea CDC, 20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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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6. An example of Infectious Disease Breaking News, E-Newsletter, Korea

CDC, 20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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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표 기반 감시(IBS) 및 사건 기반 감시(EBS) 현황을 상시적으로 모니터링

(24/7 Monitoring for IBS and EBS, including collecting signals and events)

￬
수집된 정보 선별 및 검증, 필요시 추가 수집 및 검증

(Screening, validation and assessment of collected information)

￬
현재 유행 또는 증가하는 감염병, 계절적 유행, 신종감염병, 특이 사례 등을 선정

(Selection of significant events, such as outbreaks, seasonal infectious diseases,

Emerging Infectious Diseases or any other unusual events)

￬
발생 현황과 권고사항 등을 포함하여 초안 작성 후 편집위원회와 검토

(Drafting and revision of E-Newsletter, with focus on current situation and

recommendations towards healthcare professionals, by joint committee)

￬
최종안 검토 및 확정

Finalization of draft

￬
격주 발행

*필요시 수시로 속보 발행

Publication of E-Newsletter on a biweekly basis

*Publication of Infectious Disease Breaking News, as needed

Fig. 7. Work flow of E-Newsletter, Korea CDC, 20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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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연구 목적 및 범위

2016∼2018년까지의 ‘감염병 뉴스레터’ 중 감염병 발생 현황에 관련되는 ‘주요

감염병 뉴스’ 및 ‘클릭 핫뉴스’ 기사에 나타난 감염병 사건을 통하여 우리나라의

사건 기반 감시(EBS) 결과를 파악하고, 정보의 특성을 비교 분석하여 국내·외 감

염병 발생의 역학적 유형과 추세 등을 분석 및 평가하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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Ⅱ. 연구방법

1. 변수의 선정

‘감염병 뉴스레터’(주요 감염병 뉴스 및 클릭 핫뉴스)에서 발행된 기사에서 감

염병 상황별로 분류하여 ‘사건’ 변수를 설정한다. (예를 들어, 중동 지역 2개 국에

서 각각 중동호흡기증후군이 발생한 경우, 연관성이 확인 또는 강력히 의심되면

동일 사건으로 간주하며, 그렇지 않은 경우 2개의 다른 사건으로 간주한다.) 사건

의 유형(신규 또는 후속 보고 여부)과 자료원 특성, 발생의 유형에 따른 분류, 우

리나라 법정감염병 분류 등을 활용한 질병 및 원인병원체의 발생 분류, 국외 사건

의 발생 대륙 및 국가에 따른 분류, 유행 사건(Outbreaks)의 감염병 종류 및 규모

(환자 수 기준) 등을 변수로 추가 설정한다.

2. 연구 자료 (연구 대상)

2016년부터 2018년까지 질병관리본부 홈페이지에 총 73회 게시된 감염병 뉴스

레터의 ‘주요 감염병 뉴스’ 및 ‘클릭 핫뉴스’ 기사에서 추출한 사건 총 637건에 대

하여 연구를 수행한다.

연구 대상의 주요 정보원은 우리나라, 각국 정부 및 World Health Oganization,

European Centre for Disease Control and Prevention, United Nations

Educational, Scientific and Cultural Organization와 같은 국제기구의 Disease

Outbreak News, 감시 보고서, 상황 보고서(situation report) 및 보도자료 등 각종

발행물, 이외 정부간 정보 공유, 부처 또는 기관내 정보 공유, 민간 분야의 감염병

뉴스 전문 웹사이트(www.promedmail.org, www.cidrap.umn.edu,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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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ww.outbreaknewstoday.com, Global Public Health Intelligence Network)와 각국

의 주요 언론 매체, 인터넷 포털 등이다.

3. 분석 방법

각 변수(‘사건’의 유형(신규 또는 후속 보고 여부)과 자료원 특성, 발생의 유형

에 따른 분류, 우리나라 법정감염병 분류 등을 활용한 질병 및 원인병원체의 발생

분류, 국외 사건의 발생 대륙 및 국가에 따른 분류, 유행 사건(Outbreaks)의 감염

병 종류 및 규모(환자 수 기준) 등)의 빈도와 발행 연도별 및 월별로 변동 추세가

있는지 관찰한다(기술 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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Ⅲ. 결 과

1. 일반적 특성

2016∼2018년까지의 감염병 뉴스레터 발행 결과(3년간 총 73회)로부터 감염

병 관련 사건 총 637건(2016년 119건, 2017년 255건, 2018년 253건, 뉴스레터 중

‘주요 감염병 뉴스’ 및 ‘클릭 핫뉴스’ 기사 기준)이 확인되었다. 특정 감염병 발생

사건을 최초로 보고한 기사를 ‘신규’, 후속 보고 기사를 ‘기존’, 그리고 특정 상황

발생 전 안내(주의보 또는 경보 발령 포함)이나 정책 홍보, 신종감염병 관련 국내

외의 최신 연구 결과, 전년도 감시 결과 등 실제 감염병 발생 사건으로 분류될 수

없는 기사를 ‘기타’로 분류하였다.

3개 년도 전체에서 ‘신규’는 54.5%(347건), ‘기존’은 39.4%(251건)으로 ‘신규’ 보고

의 비중이 더 높았다. 각 분류에 대하여 발행 연도별 및 월별 추세를 살펴본 결과,

2017년과 2018년은 대체로 유사하였으며, 한편 2016년도(8월에 발행 시작, 총 5개

월간 발행)의 경우 ‘기타’ 기사의 비율이 높고, 반면 ‘신규’ 기사의 비율이 낮은 점

이 확인되었다(Table 1). 추가로, 2016년도의 발행 기간과 같은 기간으로만 한정하

여 2017년, 2018년의 결과와 비교하였는데, ‘기타’ 건수가 감소한 외에 보고 건수는

3개 년도 모두에서 유사하였다(Table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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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1. Classification of reports in E-Newsletter, Korea CDC, 2016-2018.

2016

(Aug-Dec)

2017

(Jan-Dec)

2018

(Jan-Dec)
Total

New 52 (43.7%) 150 (56.6%) 145 (57.3%) 347 (54.5%)
Update 44 (37.0%) 107 (40.4%) 100 (39.5%) 251 (39.4%)
Other 23 (19.3%) 8 (3.0%) 8 (3.2%) 39 (6.1%)
Total 119 (100.0%) 265 (100.0%) 253 (100.0%) 637 (100.0%)

Table 2. Classification of reports in E-Newsletter from August to

December, Korea CDC, 2016-2018.

2016

(Aug-Dec)

2017

(Aug-Dec)

2018

(Aug-Dec)
New 52 (43.7%) 62 (53.4%) 49 (47.6%)
Update 44 (37.0%) 52 (44.8%) 54 (52.4%)
Other 23 (19.3%) 2 (1.7%) 0 (0.0%)
Total 119 (100.0%) 116 (100.0%) 103 (100.0%)

전체 및 신규·기존 사건의 월별 추세는 대체로 유사하였으며, 특이점은 관찰할

수 없었다(Fig. 8∼10).

Fig. 8. Classification of reports by month, E-Newsletter, Korea CDC,

2016-20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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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9. Classification of new reports by month, E-Newsletter, Korea CDC,

2016-2018.

Fig. 10. Classification of update reports by month, E-Newsletter, Korea

CDC, 2016-2018.

또한, 사건들(국내 제외)의 자료원의 종류에 대하여 파악해 보았다. 자료원을 파

악할 수 있는 기사(440건)를 기준으로 공식(각국 정부 또는 국제기구 출처) 자료와

그 외(민간 부문 자료를 포함하는 비공식) 자료의 비중을 관찰하였다(Table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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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3. Classification of reports by source in E-Newsletter, Korea CDC,

2016-2018.

2016

(Aug-Dec)

2017

(Jan-Dec)

2018

(Jan-Dec)
Total

Official
Government: 28

WHO/UN/ECDC: 3

(55.4%)

Government: 82

WHO/UN/ECDC: 35

(59.4%)

Government: 98

WHO/UN/ECDC: 59

(84.0%)

305

(69.3%)

Unofficial 25 (44.6%) 80 (40.6%) 30 (16.0%) 135 (30.7%)
Total 56 (100.0%) 197 (100.0%) 187 (100.0%) 440 (100.0%)

3개 년도 전체에서 공식 자료의 비중(69.3%, 305건)은 비공식 자료(30.7%, 135

건)에 비하여 높았으며, 동시에 조금씩 증가하는 추세가 관찰되었다(2016년 55.4%,

2017년 59.4%, 2018년 84%까지 상승함). 공식 자료 중에서는 정부 출처 자료의 비

중(2016년 90.3%, 2017년 70.1%, 2018년 62.4%)이 국제기구 등의 자료(2016년

9.7%, 2017년 30%, 2018년 37.6%)보다 지속적으로 높았으나 조금씩 감소하는 반

면 국제기구 등의 자료의 비중은 증가하는 추세가 관찰되었다.

2. 역학적 특성

여기에서는 국내·외 발생(해외유입 포함), 질병 및 병원체의 특성(우리나라

법정감염병 분류 체계에 따른 분류를 포함), 발생 장소(대륙 및 국가)의 특성,

그리고 유행(Outbreaks)의 규모를 중심으로 살펴보고자 한다.

우선, 연구 대상의 모든 감염병 사건을 크게 ‘국내’ 또는 ‘국외’ 발생으로 나

누었으며, 국외에서 감염된 것으로 추정되나 관리의 흐름상 국내에서 보고된

사건을 ‘해외유입’으로 별도로 분류하였다.

3개 년도 전체에서 국내 사건은 24.8%(158건), 국외 사건은 70.5%(449건),



- 18 -

해외유입 사건은 4.7%(30건)으로 국외 사건의 비중이 가장 높게 확인되었다.

연도별 추세를 살펴보면, 국내 사건의 비중이 2016년 37.8%(45건), 2017년

22.3%(59건), 2018년 21.3%(54건), 국외 사건의 비중은 2016년 55.5%(66건),

2017년 73.6%(195건), 2018년 74.3%(188건), 그리고 해외유입 사건의 비중은

2016년 6.7%(8건), 2017년 4.2%(11건), 2018년 4.3%(11건)의 순으로 변동하였

다. 각 그룹의 건수나 비중은 2017년도와 2018년도에 거의 같은 수준으로 유

지되었는데, 모든 연도에서 국외 사건의 비중이 가장 높았으며 지속적으로 상

승하였다(Table 4 및 Fig. 11).

Table 4. Classification of reports by place of origin, E-Newsletter, Korea

CDC, 2016-2018.

2016

(Aug-Dec)

2017

(Jan-Dec)

2018

(Jan-Dec)
Total

Domestic 45 (37.8%) 59 (22.3%) 54 (21.3%) 158 (24.8%)
Foreign 66 (55.5%) 195 (73.6%) 188 (74.3%) 449 (70.5%)
Imported 8 (6.7%) 11 (4.2%) 11 (4.3%) 30 (4.7%)
Total 119 (100.0%) 265 (100.0%) 253 (100.0%) 637 (100.0%)

Fig. 11. Classification of reports by place of origin and by year,

E-Newsletter, Korea CDC, 2016-20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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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isease/Pathogen(s)
Classification

of NID
No of events

(%)

Measles 2 62 (9.7%)

Zika virus infection 4 56 (8.8%)

Middle East Respiratory Syndrome 4 51 (8.0%)

Cholera 1 37 (5.8%)

Avian Influenza 4 24 (3.8%)

보고 건수가 많은 순으로 감염병, 진단명 또는 병원체에 따라 분류한 결과

는 아래(Table 5)와 같다(특정 감염병이나 병원체로서 분류할 수 있는 사건

총 628건 기준). 총 77종의 질병 중, 가장 많이 보고된 상위 21개 질병은 홍역

(62건), 지카바이러스감염증(56건), 중동호흡기증후군(MERS, 51건), 콜레라(37

건), 조류인플루엔자(AI, 24건), 레지오넬라증·살모넬라균감염증(각 20건), 뎅기

열·노로바이러스감염증(각 19건), 에볼라바이러스병(18건), A형간염·인플루엔

자(각 16건), 수두(14건), 유행성이하선염(13건), 중증열성혈소판감소증후군(11

건), 디프테리아·말라리아·쯔쯔가무시증·라싸열·웨스트나일열·황열(각 10건)으

로 확인되었다. 우리나라 법정감염병 분류(Classification of National

Infectious Diseases, Table 6)를 적용한 결과, 제4군(17종)이 가장 많았으며,

다음으로는 제3군(14종), 지정감염병(13종), 제2군(8종), 제1군(5종)의 순으로

관찰되었다. 전체 보고 건수 상위 21개 질병 중에서, 신규 사건의 보고 건수

상위 질병은 콜레라(24건), 홍역(23건), 지카바이러스감염증(20건), MERS(19

건), 레지오넬라증(18건)의 순으로 전체 보고 건수 순위와 일부 상이하였으나

대체로 유사하였다(Fig. 12).

Table 5. List of events by disease or pathogen, E-Newsletter, Korea CDC,

2016-20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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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egionellosis
Salmonellosis

3
Designated

20 (3.1%)
20 (3.1%)

Dengue fever
Norovirus infection

4
Designated

19 (3.0%)
19 (3.0%)

Ebola virus disease 4 18 (2.8%)

Hepatitis A
Influenza (including seasonal influenza)

1
3

16 (2.5%)
16 (2.5%)

Chicken pox 2 14 (2.2%)

Mumps 2 13 (2.0%)

Severe Fever with Thrombocytopenia Syndrome 4 11 (1.7%)

Diphtheria
Malaria
Tsutsugamushi
Lassa fever
West Nile fever
Yellow fever

2
3
3
4
4
4

10 (1.6%)
10 (1.6%)
10 (1.6%)
10 (1.6%)
10 (1.6%)
10 (1.6%)

Enterohemorhagic E. coli
Chikungunya
Plague
Rift Valley Fever

1
4
4

Unclassified

8 (1.3%)
8 (1.3%)
8 (1.3%)
8 (1.3%)

Typhoid fever
Scarlet fever
Hand-Foot-Mouth Disease

1
3

Designated

7 (1.1%)
7 (1.1%)
7 (1.1%)

Botulism
Listeriosis
Rotavirus infection

4
Designated
Designated

6 (<1%)
6 (<1%)
6 (<1%)

Pertussis
Polio
Leptospirosis
Monkeypox

2
2
3

Unclassified

5 (<1%)
5 (<1%)
5 (<1%)
5 (<1%)

Shigellosis
Vibrio vulnificus sepsis
Respiratory Syncytial Virus infection
Hepatitis E (including rat HEV infection)

1
3

Designated
Unclassified

4 (<1%)
4 (<1%)
4 (<1%)
4 (<1%)

Japanese Encephalitis
Hepatitis C

2
3

3 (<1%)
3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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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uberculosis
Melioidosis
Acute respiratory infection due to Adenovirus
Enterovirus infection
Cyclosporiasis

3
4

Designated
Designated
Designated

3 (<1%)
3 (<1%)
3 (<1%)
3 (<1%)
3 (<1%)

Rubella
Anthrax
Hemorrhagic Fever with Renal Syndrome
Meningococcal meningitis
Rabies
Swine flu
Campylobacter infection
Epidemic keratoconjunctivitis
Acute Flaccid Myelitis
Sepsis due to Burkholderia cepacia
Crimean-Congo Hemorrhagic Fever
Nipah virus infection
Scabies

2
3
3
3
3
4

Designated
Unclassified
Unclassified
Unclassified
Unclassified
Unclassified
Unclassified

2 (<1%)
2 (<1%)
2 (<1%)
2 (<1%)
2 (<1%)
2 (<1%)
2 (<1%)
2 (<1%)
2 (<1%)
2 (<1%)
2 (<1%)
2 (<1%)
2 (<1%)

Syphilis
Marburg fever
Q fever
Tick-borne Encephalitis Virus infection
Gonorrhea
Human Papillomavirus
Leishmaniasis
Borna virus
Brazilian spotted fever
Candidiasis
Cowpox
Mycobacterium chimaera infection
Naegleria fowleri infection
Sepsis due to Pantoea agglomerance
Sepsis due to Serratia marcescens
Toxic Shock Syndrome
Ross River fever
Disease of unknown etiology

3
4
4
4

Designated
Designated
Designated
Unclassified
Unclassified
Unclassified
Unclassified
Unclassified
Unclassified
Unclassified
Unclassified
Unclassified
Unclassified
Unclassified

1 (<1%)
1 (<1%)
1 (<1%)
1 (<1%)
1 (<1%)
1 (<1%)
1 (<1%)
1 (<1%)
1 (<1%)
1 (<1%)
1 (<1%)
1 (<1%)
1 (<1%)
1 (<1%)
1 (<1%)
1 (<1%)
1 (<1%)
1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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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12. Number of total and new events on top 21 diseases or pathogens,

E-Newsletter, Korea CDC, 2016-2018.

우리나라의 법정감염병 체계(Table 6)는 크게 제1∼5군 및 지정 감염병으로

나눌 수 있는데, 제1군은 수인성·식품매개감염병 중 전파력이나 중증도가 높

아 발생(유행) 즉시 방역대책 수립이 필요한 질환, 제2군은 국가예방접종사업

대상 감염병(12종), 제3군은 결핵, 일부 인수공통감염병 또는 매개체감염병 등

간헐적 유행 가능성이 있어 지속적인 감시와 방역 대책 수립이 필요한 질환

군, 그리고 제4군은 통상적으로 현재 국내에서 발생하고 있지 않지만 앞으로

국내 발생이 가능하거나 또는 국외에서 발생하여 국내 유입이 가능한 신종감

염병을 중심으로 구성되어 있다. (제5군은 기생충질환 중심이며 본 연구 대상

에서 보고된 적이 없음) 지정감염병은 제1∼5군 감염병보다 전반적으로 영향

력이 덜하나 관리(유행 여부 조사 또는 감시)의 필요성이 있는 다양한 질환으

로 구성되어 있다.



- 23 -

Table 6. Classification of National Infectious Diseases, Korea CDC, 20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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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

(Aug-Dec)

2017

(Jan-Dec)

2018

(Jan-Dec)
Total

Group 1 10 (8.5%) 37 (14.4%) 25 (9.9%) 72 (11.5%)
Group 2 12 (10.2%) 42 (16.3%) 60 (23.7%) 114 (18.2%)
Group 3 23 (19.5%) 39 (15.2%) 25 (9.9%) 87 (13.9%)
Group 4 66 (55.9%) 99 (38.5%) 74 (29.2%) 239 (38.1%)
Designated 4 (3.4%) 33 (12.8%) 39 (15.4%) 76 (12.1%)
Unclassified 3 (2.5%) 7 (2.7%) 30 (11.9%) 40 (6.4%)
Total 118 (100.0%) 257 (100.0%) 253 (100.0%) 628 (100.0%)

Table 7. Classification of events by Korean National Infectious Diseases

system, E-Newsletter, Korea CDC, 2016-2018.

3개 년도 전체에서 가장 많이 보고된 질병군은 제4군(38.1%), 제2군(18.2%), 제3

군(13.9%), 지정감염병(12.1%), 제1군(11.5%)의 순이었으며, 이외의 미분류 사건은

전체의 6.4%(40건)이었다(Table 7). 연도별로는, 제4군은 3개 년도 모두에서 가장

많이 보고된 질병군이었으나, 그 비중은 뒤로 갈수록 감소하는 추세를 보였으며

(55.9%, 38.5%, 29.2%), 제3군에서도 동일한 추세(19.5%, 15.2%, 9.9%)가 확인되었

다. 한편, 제2군(10.2%, 16.3%, 23.7%)과 지정감염병(3.4%, 12.8%, 15.4%), 그리고

미분류 사건(2.5%, 2.7%, 11.9%)에서는 점점 증가하는 추세가 관찰되었다. (제1군

의 비중은 8.5%, 14.4%, 9.9%로 비슷하게 유지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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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13. Classification of events by Korean National Infectious Diseases

system and by year, E-Newsletter, Korea CDC, 2016-2018.

후속 연도로 갈수록 전반적으로 각 질병군의 비중간 차이가 좁혀지는 (고르게

분포되는) 추세가 일관되게 관찰되었다(Fig. 13).

감염병, 진단명 또는 병원체에 따라 분류한 결과를 다시 ‘국내’, ‘국외’ 및

‘해외유입’ 등 발생 장소 기준으로도 나누어 살펴볼 수 있는데, 이는

국내(해외유입 포함)와 국외에서의 감염병 발생의 양상이나 호발하는 질병군 및

질병에 차이가 있기 때문이다. 보고 건수 기준 상위 21개 질병을 발생 장소

기준으로 파악해본 결과, 21개 중 14개 질병에서 국외 발생의 비중이 현저히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Fig. 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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Year
Classification

of NID
Disease/Pathogen(s) (No of events)

2016

1 Cholera (4)

2
Chicken pox, Japanese Encephalitis, Measles and Mumps

(2 each), Pertussis (1)

3

Tsutsugamushi (5), Influenza (3), Legionellosis and

Tuberculosis (2 each), Vibrio vulnificus sepsis, Malaria,

Leptospirosis, Hemorrhagic Fever with Renal Syndrome

and Hepatitis C (1 each)

Fig. 14. Classification of events by place of origin on top 21 diseases or

pathogens, E-Newsletter, Korea CDC, 2016-2018.

국내(해외유입 포함) 및 국외 발생 기준으로 각각 전체 및 보고 건수 상위

질병을 파악한 결과는 아래와 같다(Table 8∼9, Fig. 15∼16).

Table 8. Classification of domestic events (including imported ones) by

Korean National Infectious Diseases system and by disease or pathogen,

E-Newsletter, Korea CDC, 2016-20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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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Zika virus infection (8), Avian Influenza (3), MERS and

Severe Fever with Thrombocytopenia Syndrome (2 each),

Dengue fever (1)
Designated Norovirus infection (3), Human Papillomavirus (1)
Unclassified Epidemic keratoconjunctivitis (2)

2017

1 Hepatitis A (5), Cholera (3)
2 Chicken pox (6), Mumps (1)

3
Influenza (6), Scarlet fever (5), Legionellosis and

Tsutsugamushi (3 each), Malaria and Tuberculosis (1 each)

4

Severe Fever with Thrombocytopenia Sydrome and Zika

virus infection (4 each), Vibrio vulnificus sepsis (3), Dengue

fever (2), Avian Influenza (1)

Designated

Norovirus infection (7), Rotavirus infection and

Hand-Foot-Mouth Disease (3 each), Respiratory Syncytial

Virus infection (2), Salmonellosis (1)
Unclassified Scabies (1)

2018

1
Cholera (3), Shigellosis (2), Typhoid fever and Hepatitis A

(1 each)
2 Chicken pox (6), Mumps (5), Pertussis (4), Measles (2)

3
Influenza (7), Malaria (3), Legionellosis and Tsutsugamushi

(2 each), Scarlet fever (1)

4
Severe Fever with Thrombocytopenia Sydrome (4), Dengue

fever and MERS (3 each), Zika virus infection (1)

Designated

Norovirus infection (5), Hand-Foot-Mouth Disease (4),

Rotavirus infection and Respiratory Syncytial Virus

infection (2 each)

Unclassified
Sepsis due to Pantoea agglomerance and Serratia

marcescens (1 eac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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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15. Number of domestic events (including imported ones) on top 10

diseases or pathogens, E-Newsletter, Korea CDC, 2016-2018.

국내 발생 중 3년간 가장 많이 보고된 질병은 인플루엔자(16건), 노로바이러스감염증

(15건), 수두(14건), 지카바이러스감염증(13건), 콜레라·중증열성혈소판감소증·쯔쯔가무시증

(각 10건), 유행성이하선염(8건), 수족구병·레지오넬라증(각 7건)의 순이었으며, 특

이사항으로 주로 해외에서 발생하는 지카바이러스감염증이 국내(해외유입 사례 보

고 등) 기준으로도 보고 건수 상위 질병에 포함되었다(Fig. 15).

국외 발생 중 3년간 가장 많이 보고된 질병은 홍역(58건), MERS(46건), 지카바

이러스감염증(43건), 콜레라(27건), 조류인플루엔자(20건), 살모넬라균감염증 (19건),

에볼라바이러스병(18건), 레지오넬라증·뎅기열(13건), A형간염·디프테리아· 라싸열·

웨스트나일열·황열(10건), 치쿤구니야열·장출혈성대장균감염증·리프트밸리열· 페스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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Year
Classification

of NID
Disease/Pathogen(s) (No of events)

2016

1 Cholera (6)
2 Measles (2), Mumps (1)
3 Legionellosis (6)

4
Zika virus infection (35), MERS (7), Avian Influenza (5),

West Nile fever (3)
Unclassified Rift Valley Fever (1)

2017

1
Cholera (18), Enterohemorrhagic E. coli (5), Hepatitis A

(4), Shigellosis and Typhoid Fever (1 each)
2 Measles (23), Diphtheria (8), Mumps (3), Polio (1)

3
Legionellosis (5), Malaria (4), Meningococcal meningitis (2),

Hantavirus, Hepatitis C, Scarlet Fever and Syphilis (1 each)

4

MERS (28), Avian Influenza and Dengue fever (9 each),

Chikungunya and Zika virus infection (7 each), Lassa Fever,

Plague and Yellow Fever (5 each), Botulism (3), Ebola

virus disease, Melioidosis, Rabies, Swine Flu and West

Nile fever (2 each), Marburg Fever and Q Fever (1 each)

Designated

Salmonellosis (8), Norovirus infection (3), Campylobacter and

Listeriosis (2 each), Enterovirus infection and Cyclosporiasis

(1 each)

Unclassified
Candida, Hepatitis E, Mycobacterium chimaera infection,

Monkeypox, Ross River Fever and Scabies (1 each)

(8건)의 순이었다. 대부분 제4군 또는 국내에서 거의 발생하지 않으나 전파력이 강

한 질환(홍역)·중증도가 높은 질환(콜레라, 장출혈성대장균감염증)· 국가예방접종

사업 대상 질환(디프테리아, A형간염) 등이었으며, 특이사항으로 살모넬라균감염

증(총 20건 중 국외 19건)과 레지오넬라증(총 20건 중 국외 13건)도 보고 건수 상

위 질병에 포함되었다(Fig. 16).

Table 9. Classification of foreign events by Korean National Infectious Diseases

system and by disease or pathogen, E-Newsletter, Korea CDC, 2016-20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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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

1
Hepatitis A (6), Typhoid Fever (5), Cholera and

Enterohemorrhagic E. coli (3 each), Shigellosis (1)

2
Measles (33), Polio (4), Diphtheria and Rubella (2 each),

Japanese Encephalitis and Mumps (1 each)

3
Leptospirosis (4), Anthrax and Legionellosis (2 each), Hepatitis C

and Malaria (1 each)

4

Ebola virus disease (16), MERS (11), Avian Influenza (6),

Lassa Fever, West Nile fever and Yellow Fever (5 each), Dengue

fever (4), Botulism and Plague (3 each), Chikungunya,

Melioidosis, Severe Fever with Thrombocytopenia Sydrome, Zika

virus infection and Tick-borne Encephalitis Virus (1 each)

Designated

Salmonellosis (11), Listeriosis (4), Adenovirus infection (3),

Enterovirus infection (2), Cyclosporiasis, Gonorrhea,

Leishmaniasis, Norovirus infection and Rotavirus infection

(1 each)

Unclassified

Rift Valley Fever (7), Monkeypox (4), Hepatitis E (3), Acute

Flaccid Myelitis, Crimean-Congo Hemorrhagic Fever, Nipah

virus infection and sepsis due to Burkholderia cepacia (2

each), Borna Disease, Brazilian spotted fever, Cowpox,

Naegleria fowleri infection, Toxic Shock Syndome,

Diseases of unknown etiology (1 each)

Fig. 16. Number of foreign events on top 17 diseases or pathogens,

E-Newsletter, Korea CDC, 2016-20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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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

(Aug-Dec)

2017

(Jan-Dec)

2018

(Jan-Dec)
Total

Asia 34 (65.4%) 62 (34.1%) 53 (30.5%) 149 (36.5%)
Europe 2 (3.8%) 41 (22.5%) 36 (20.7%) 79 (19.4%)
Africa 2 (3.8%) 36 (19.8%) 43 (24.7%) 81 (19.9%)
North America 13 (25.0%) 27 (14.8%) 22 (12.6%) 62 (15.2%)
Central and

South America
1 (1.9%) 14 (7.7%) 14 (8.0%) 29 (7.1%)

Oceania 0 (0.0%) 2 (1.1%) 6 (3.4%) 8 (2.0%)

Total
52

(100.0%)

182

(100.0%)

174

(100.0%)

408

(100.0%)

다음으로, 국외 발생 사건에 대하여 대륙별 및 국가별로 나누어 감염병 사건

의 지역적 특성이 있는지 살펴보았다(분류 가능한 408건 기준, Table 10). 대

륙별로 살펴본 결과, 3개 년도 전체에서 아시아의 비중(36.5%)이 가장 높았으

며, 연도별로 살펴보았을 때에도 이러한 추세가 유지되었다. 그 다음으로 유럽

(19.4%)과 아프리카(19.9%)로, 아프리카의 경우 그 비중이 지속적으로 높아지

는 추세를 보였다(2016년부터 차례로 3.8%, 19.8%, 24.7%). 미주지역에서는 북

미에서 지속적으로 비중이 낮아지는 추세(2016년부터 차례로 25%, 14.8%,

12.6%)인 반면, 중남미에서는 반대로 높아지는 추세(2016년부터 차례로 1.9%,

7.7%, 8.0%)가 확인되었으며, 마지막으로 오세아니아 지역은 전체의 2%(2017

년 1.1%, 2018년 3.4%)를 차지하였다. 후속 연도로 갈수록 각 대륙별 비중의

차이가 좁혀지는 (고르게 분포되는) 추세가 관찰되었다(Fig. 17).

Table 10. Classification of foreign events by continent, E-Newsletter, Korea

CDC, 2016-20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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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17. Classification of foreign events by continent and by year,

E-Newsletter, Korea CDC, 2016-2018.

국가별(우리나라 제외 총 89개국)로 살펴보았을 때, 가장 많은 사건이 보고된

국가는 미국(57건), 중국(28건), 사우디아라비아(24건), 콩고민주공화국(Democratic

Republic of Congo 또는 DRC, 17건), 이탈리아(16건), 일본·브라질·나이지리아(각

13건), 예멘(10건), 프랑스(9건), 필리핀(8건), 영국·루마니아·싱가포르(각 7건) 등의

순으로 확인되었다(Fig. 18). 가장 비중이 높은 아시아 지역에서 가장 다양한 국가

들로부터 사건이 보고되었으며, 이외, 중남미와 오세아니아 지역에서도 국가들이

다양화되는 추세를 보였다(Table 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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Year Continent Country (No of events)

2016

Asia

China and Saudi Arabia (6 each), Singapore and

Vietnam (4 each), Thailand (3), Japan, the

Philippines and Yemen (2 each), Cambodia,

Haiti, Malaysia, Myanmar and Taiwan (1 each)
Europe Italy and Spain (1 each)
Africa Democratic Republic of Congo and Niger (1 each)
North America USA (13)
Central and

South America
Brazil (1)

2017 Asia

Saudi Arabia (14), China (11), Yemen (7),

United Arab Emirates (4), Japan, Oman and the

Philippines (3 each), Bangladesh, Qatar, Taiwan

and Vietnam (2 each), Afganistan, Indonesia,

Israel, Laos, Lebanon, Malaysia, Pakistan,

Singapore, Sri Lanka and Thailand (1 each)

Fig. 18. Classification of foreign events by country on top 14 countries,

E-Newsletter, Korea CDC, 2016-2018.

Table 11. Classification of foreign events by country, E-Newsletter, Korea

CDC, 2016-20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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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urope

Italy (13), Rumania (6), France (5), Germany

and Spain (3 each), Belgium and UK (2 each),

Austria, Denmark, Finland, Greece, Portugal,

Sweden and Ukraine (1 each)

Africa

Nigeria (8), Madagascar (4), Somalia (3),

Angola, Benin, Burundi, Democratic Republic of

Congo and Uganda (2 each), Cote d'Ivoire,

Kenya, Liberia, Mali, Republic of South Africa,

Seychelle, South Sudan, Sudan, Tanzania and

Zambia (1 each)
North America USA (23), Canada (4)
Central and

South America

Brazil (5), Venezuela (3), Mexico and Peru (2

each), Chile and Colombia (1 each)

Oceania Australia (2)

2018

Asia

China (11), Japan (8), India, Pakistan and Saudi Arabia

(4 each), the Philippines (3), Singapore, Syria,

Taiwan, Thailand and United Arab Emirates (2

each), Afganistan, Bangladesh, Kyrgyz Republic,

Latvia, Malaysia, Oman, Sri Lanka, Turkey and

Yemen (1 each)

Europe

Greece and UK (5), France, Portugal and

Ukraine (4 each), Germany, Italy and Spain (2

each), Austria, Croatia, Denmark, Hungary, the

Netherlands, Rumania, Serbia and Switzerland (1 each)

Africa

Democratic Republic of Congo (14), Nigeria (5),

Republic of South Africa (4), Kenya and Uganda

(3 each), Gambia, Madagascar, Namibia and

Zimbabwe (2 each), Cameroon, Central African

Republic, Congo, Ethiopia, Reunion(French) and

South Sudan (1 each)
North America USA (21), Canada (1)
Central and

South America

Brazil (7), Venezuela (3), Dominican Republic,

Honduras, Peru and Uruguay (1 each)

Oceania
Australia (4), New Zealand and Papua New

Guinea (1 eac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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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지막으로, ‘신규’ 사건 중에서도 발생 규모를 확인할 수 있는 사건(총 117건)에

한하여 최초 보고 시점에서의 감염병 유행(Outbreaks)의 규모를 파악하였다. 3

개 년도 전체에서 유행 질병은 총 52종류였으며 발생 규모(환자 또는 의심환

자 수 기준, 환자 수를 알 수 없는 경우에 한하여 확진환자 수 기준)는 건당

1∼5,056명으로 폭넓게 분포하였는데, 규모가 가장 큰 사건은 장티푸스(5,056

명, 2018년 파키스탄), 디프테리아(2,526명, 2018년 방글라데시), 장티푸스(1,500

명, 2018년 짐바브웨), 디프테리아(804명, 2017년 방글라데시), 콜레라(773명,

2016년 아이티), 리스테리아감염증(603명, 2017년 남아프리카 공화국), 원포자

충감염증(507명, 2018년 미국) 등의 순이었으며, 반면 1명만 보고된 사건도 15

건으로, 건당 평균은 137.9명이었다. 질병 또는 병원체별로는, 레지오넬라증(12

건), 살모넬라균감염증(10건), A형간염(6건), 콜레라· 보툴리눔독소증(각 5건)

등의 빈도순으로 유행 사건이 보고되었으며, 각 질병별 발생 규모는 다음과

같다(Table 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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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isease/Pathogen(s)
No of

outbreaks
No of cases

(average)
Legionellosis 12 30.3
Salmonellosis 10 57.8
Hepatitis A 6 29.2
Cholera 5 197.8
Botulism 5 5.4
Enterohemorhagic E. coli 4 18.5
Measles 4 10.8
MERS 4 1.0
Norovirus infection 4 186.0
Typhoid fever 4 1,707.0
Diphtheria 3 1,115.7
Hepatitis C 3 42.7
Listeriosis 3 209.3
Zika virus infection 3 81.7

Table 12. List of 14 most frequently reported outbreaks, E-Newsletter,

Korea CDC, 2016-2018.



- 37 -

IⅤ. 고 찰

본 연구에서는 ‘감염병 뉴스레터’에 나타난 2016∼2018년까지의 국내외 감염

병 사건을 통하여 우리나라 사건 기반 감시(EBS) 결과의 일반적 및 역학적

특성을 분석하고, 연도별 결과에서 유의한 추세가 있는지 살펴보았다.

우선, 일반적 특성 중 신규 사례 및 기존 사례의 비중과 연도별 추세의 유

무 여부를 살펴보았다. 2016년도(총 5개월 발행)에는 사회적으로 전년도(2015)

의 중동호흡기증후군(MERS) 국내 유행의 영향 지속, 그리고 전세계적 지카바

이러스감염증 유행(WHO가 국제공중보건위기상황(Public Health Emergency

of International Concern)을 선언)에 관심이 집중되었었으며, 따라서 이러한

관심사에 대한 후속 보고의 비중이 2017∼2018년과 비교하여 높았던 것으로

생각된다. 다양한 정보를 지속적으로 수집하는 EBS의 특성상, 신규 사례의 비

중은 감시 체계의 평가 지표인 Sensitivity(민감도, 실제 감염병 사례 및 유행

사건을 인지하는 비율, 부록 참조) 및 Timeliness(신속성, 실제 사건 발생과

보고 간 시간 간격)에 영향을 끼칠 수 있는 요인이기 때문에, 향후에도 지속

적 모니터링이 필요하다. 2016년의 발행 기간이 다른 연도와 비교하였을 때

짧았음을 감안하여 다른 연도들의 같은 기간(8∼12월)과도 따로 비교하였으며,

여기에서 다른 연도와의 유의한 차이점은 발견할 수 없었다.

여기에서는 연도별 외에도 월별 추세까지 살펴보았는데, 특정 월 또는 계절

과 관련되어 증가 또는 감소와 같은 보고 건수의 변동, 신규 또는 후속 보고

의 비중의 변동 등은 확인할 수 없았다. (2017년 9월, 2018년 11월 등 특정 시

점에서의 보고 건수 증가는 해당 월의 발행 횟수의 증가와 연관되었다.)

둘째, 국외 발생 사건의 자료원의 구성과 연도별 추세의 유무 여부를 살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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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았다. (국내는 대부분 내부 자료원을 활용하였기 때문에 분석 대상에서 제

외하였다.) 3개 년도 전부에서 공식 자료의 비중이 비공식 자료에 비교하여

높게 나타났으며, 동시에 지속적으로 높아지는 경향도 확인되었다.

여기에서는 각국 정부나 세계보건기구(WHO), 국제연합(UN) 등의 국제기구

에서 발행한 자료를 ‘공식’ 자료, 언론 보도나 민간에서 발행한 자료 등 나머

지를 ‘비공식’ 자료로 분류하였는데, 이들의 특성은 대조적이다. 공식 자료는

정부나 국제기관이 검증을 거쳐 생산하는 정보이기 때문에 신뢰성(Validity)가

높다고 판단할 수 있으나 특성상 작성 및 공개되기까지 오랜 시간이 소요되

어, 다양한 감염병 사건에 신속하게 대응하기 위하여 시행하는 EBS의 취지에

부합하지 않는 경우(정보 수집과 이를 바탕으로 의사 결정이 내려지는 대응이

지연될 수 있음)가 발생할 수 있다. 반면, 비공식 자료는 정보의 특성상 다양

하며 신속하나 추가 검증이 필요한데, 우리나라 정부의 여건상 검증이 불가능

한 상황이 많다. 감염병 뉴스레터는 정부가 민간 전문가(편집위원회, 현재 7명

의 감염내과 등 전문가로 구성됨)의 검토를 거쳐 발행하기 때문에, 공식 자료

의 비중이 현저하게 높은 점은 기본적으로 공식 자료를 자료원으로 활용하고

자 하는 취지가 반영된 결과로 보인다. 또한, 공식 자료 중에서 정부 외

WHO, UN, ECDC(유럽지역 질병예방통제 센터) 등 다양한 기구·기관들의 자

료의 활용이 높아지는 점은, 자료 수집의 범위가 넓어진다는 점에서 긍정적으

로 생각된다. 다만, 현재 연구 대상 자료에서 정보원이 남아있지 않는 사건도

다수 있어, 후속 평가를 위하여 기사별로 자료원을 명시하고, 기록을 보존하는

것도 중요할 것이다.

역학적 특성 중 크게 국내·외 발생(해외유입 포함), 질병 및 병원체의 특성

(우리나라 법정감염병 분류 체계에 따른 분류를 포함), 발생 대륙 및 국가의

특성, 그리고 유행(Outbreaks)의 발생 규모의 총 4가지 측면을 살펴보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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첫째, 국내·외 사건에서 국외 사건의 비중이 3개 년도 모두에서 지속적으로

높았는데, 이유는 다음과 같이 추정된다. 우리나라는 현재 자국내 감염병 발생

건수 및 발생률이 전반적으로 낮으며 (전파력, 사망률 등이 높아 전수 감시

대상인 제1군 법정감염병(총 6가지 질병)의 경우 연간 35,112명 발생(사망자 3

명)하였는데 이는 전체 인구의 약 0.068%이며 인구 10만명 당 68.36명의 발생

률, 2017년 감염병 감시연보) 대규모 감염병 유행 또한 2009년 신종플루

(Pandemic Influenza) 유행 이후 거의 발생하지 않았다. 반면, 인구와 물류의

이동이 활발해지며 국제 교역, 국외 여행 등이 활성화됨에 따라 해외에서의

감염병 유행 발생이나 국내로의 유입 가능성에 대한 관심은 높아졌으며, 실제

로 전체 감염병의 해외유입 건수는 매년 증가하는 추세이다. 세균성 이질, 홍

역과 같이 국내에서는 과거 유행하였으나 거의 발생하지 않는다고 여겨지는

질병과, MERS나 뎅기열과 같이 국내 환경에서는 자연적으로 발생하기 어려

운 질병 모두 이에 포함된다.

기관내 실제 EBS나 감염병 뉴스레터 또한 이러한 국내외 발생 현황과 사회

적 환경까지 감안하여 해외발생 질병 관련 정보를 중점적으로 수집, 분석 및

평가하고 있으며, 특히 진단과 신고에 직접적으로 관여하게 되는 의사 등 의

료인 대상 교육 및 홍보의 목적으로 발행하는 감염병 뉴스레터의 특성상 국외

발생 사건의 비중이 높은 경향은 앞으로도 유지될 것으로 생각된다.

둘째, 질병 및 병원체(총 77종)를 전체 및 신규 사건 보고 건수 기준으로 각

각 분류하고, 또한 우리나라 법정감염병 체계에 따라 분류하여 이들의 분포와

연도별 추세의 유무 여부를 살펴보았다.

전체 보고 건수 기준 상위권 질병에는 홍역, 지카바이러스감염증, MERS,

콜레라, 조류인플루엔자 등이 포함되었으며, 이들 상위 5개 질병의 비중은 전

체의 36.7%를 차지하였다. 이들은 국내에서 전혀 발생하지 않는 신종감염병,

또는 과거에 국내 유행이 있었으나 최근(특히 2000년대 이후) 국내에서 거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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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생하지 않으며 주로 해외유입 사례가 보고되는 질병들이다. 홍역은 중증도

가 낮으며 예방접종이 보편화되어 있으나 일단 발생하는 경우 전파력이 높아

단시간 내 유행 규모가 커질 수 있다는 점, 그리고 콜레라는 전파력과 중증도

가 모두 높은 점에서 예전부터 공중보건학적으로 주요 관리 대상 감염병에 포

함되어 왔다. 또한 홍역은 2017년 후반경부터 전세계적으로 발생이 증가하였

으며, 콜레라 또한 저소득 국가를 중심으로 상시적으로 유행이 발생하였던 발

생 현황이 반영되어 사건 수가 높게 나타났을 것으로 여겨진다. 상위 21개 질

병에는 뎅기열, 에볼라바이러스병 등 더욱 다양한 국내 미발생 신종감염병과

레지오넬라증, 노로바이러스감염증, 인플루엔자 등 국내 주요 감염병들이 포함

되었다. 특이사항으로, 레지오넬라증(제3군), 살모넬라균감염증(지정감염병) 등

도 보고 건수 기준 상위권으로 나타났는데, 이들은 전통적 주요 감염병으로

분류되었거나 최근 3년간 국내외적 대규모 유행이 보고된 바는 없었다. 레지

오넬라증은 국내외 사건 발생을 고루 다루었으며, 한편 살모넬라균감염증은

북미를 포함한 다양한 국외 유행 발생 위주로 발행되었던 점이 보고 건수가

높아지는데 기여하였을 것으로 생각된다.

신규 보고 건수 기준 상위권 질병은 콜레라(24건), 홍역(23건), 지카바이러스

감염증(20건), MERS(19건), 레지오넬라증(18건) 등으로, 대체로 전체 보고 건

수 기준 상위권 질병과 비슷하였다. 여기에서 한 가지 더 분석·평가할 수 있

는 점은, 각 질병별 전체 보고 건수와 신규 보고 건수 간 차이이다. 예를 들

어, 국외에서 주로 발생한 홍역·지카바이러스감염증·MERS·조류인플루엔자

(AI)·에볼라바이러스병의 경우 전체 건수와 신규 건수 간 차이가 컸는데, 이러

한 양상은 사건의 발생 규모 등 영향력이 클 경우 후속 보고가 계속될 때 나

타나게 된다. 홍역은 2017년 후반부터의 발생 증가, 지카바이러스감염증 2016

년 국제공중보건위기상황 선언, MERS 2015년 국내 유행, AI 2014년 이후 중

국 유행, 2018년 콩고민주공화국(DRC) 에볼라바이러스병 유행 등 각각 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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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 또는 관심 증가의 계기가 되는 특정 사건이 확인되었다. 국내에서 주로 발

생하는 노로바이러스감염증·인플루엔자·수두·중증열성혈소판감소증(SFTS)·말

라리아 또한 유사한 양상을 보였는데, 이들은 실제 집단발생보다는 유행 절기

도래에 대한 주의 환기, 또는 감시 결과 환류(발생 증가세 위주)와 관련한 사

건 수가 다수 확인되었다.

감염병 사건의 발생과 감시 양상을 더욱 구체적으로 파악하기 위하여, EBS

결과를 다시 우리나라 법정감염병 체계에 따라서 분류하여 보았는데, 결과는

다음과 같다. 우리나라에서 발생하지 않는 제4군 감염병(239건, 약 38%)이 가

장 많이 보고되었으며, 2순위가 제2군 감염병(114건, 약 18%), 그 외 제1, 3군

과 지정감염병은 유사하였으며, 미분류 사건 또한 전체의 약 6%(40건)를 차지

하였다. 제4군은 연도별로도 계속 수위였으나 그 비중이 조금씩 감소하였고,

제3군도 유사한 감소 추세를 보였으며, 나머지 질병군(미분류 포함)은 반대로

조금씩 증가하는 추세를 보여 결과적으로 각 질병군의 비중간 차이가 좁혀지

면서 질병군과 질병의 종류 모두에서 점진적으로 다양화되는 양상이었다.

2016년은 앞에서 기술한 바와 같이 2015년 MERS 국내 유행, 2016년 중남미

에서의 지카바이러스 유행 등으로 인하여 특정 감염병에 관심이 집중되었으

며, 이후부터 점차 정보 수집 및 관심의 범위가 넓어진 것으로 해석할 수 있

다. (현행 법정감염병 체계는 병원체나 전파 경로의 특성, 전파력의 강도 등

다양한 요인을 기준으로 분류되어 임상적 측면에서의 분류 체계와 다소 상이

한 점에서 주의가 필요하다.)

이중 미분류 감염병의 다양화(2016년 3건, 2017년 7건, 2018년 30건)는 EBS

의 기본 취지에 부합되는 긍정적 신호로 볼 수 있다. 본래 EBS는 기존 법정

감시 체계 중 관리가 불가능한 영역의 발생(법적 근거나 관리 규정이 있어야

인지 및 대응이 가능) 또는 실제 감염병 사건이 빠르게 발생하는데 대하여 대

응이 지연되는 점을 보완하기 위하여 채택되는 감시 수단인데, 현행 국내 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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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나 분류 체계에 들어맞지 않는 질병이라도 실제 상황이 발생하고 있는 경우

이에 대하여 정보 수집, 분석 및 평가를 거쳐 대외적으로 환류한 결과가 나타

난 점은 긍정적으로 평가할 수 있다. 여기에 원인불명 질환도 1건 포함되었다.

(원인불명 질환 사건의 검증 시, 해당 지역에서 감염병 발생 시의 통상적 대

응이 진행되고 있는 가운데 사건 인지가 신속하여 원인이 아직 밝혀지지 않은

것인지, 또는 이러한 대응이 모두 진행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원인을 밝힐 수

없었는지에 대한 판단이 필요하다. 이때 정확한 판단을 하기 위하여 가능한

모든 수단을 동원하여 최대한 많은 정보를 수집, 선별 후 검증할 필요가 있다.

원인이 밝혀지지 않았기 때문에 감염병이 아닌 화학물질이나 방사능 노출 관

련 사고, 생물테러 등 의도를 가진 범죄일 가능성도 있으며, 이러한 원인들을

감별하기 위해서라도 관련된 모든 정보를 수집 및 분석하는 것이 중요하다.)

셋째, 장소를 기준으로 전체 사건의 국내·외 발생, 그리고 국외 사건의 발생

지역을 대륙과 국가 기준으로 각각 분류하여 살펴보았다. 먼저, 질병 전체 및

앞서 기술한 보고 건수 기준 상위 21개 질병을 국내·외 발생으로 각각 분류한

결과, 국내와 국외에서의 보고 건수 상위 질병이 각각 현저하게 다르게 나타

났다. 국내에서는 인플루엔자, 노로바이러스감염증, 수두, 지카바이러스감염

증, 콜레라·중증열성혈소판감소증·쯔쯔가무시증, 유행성이하선염, 수족구병·

레지오넬라증의 빈도순으로 보고되었는데, 대부분 공통적으로 예방접종 대

상 감염병, 또는 특정 절기나 주기에 발생이 증가하는 계절성·주기성이 있

는 질병들이다. 앞서 전체 및 신규 보고 건수 상위권 질병과 관련하여 기술

한 바와 같이, 이들은 실제 유행 발생보다는 유행 절기 도래에 대한 주의 환

기, 또는 감시 결과 환류(발생 증가세 위주)와 관련하여 다수 보고된 것으로

평가할 수 있다. (연구 대상인 지난 3년간 국내에서 이들 질병의 대규모 유

행 발생은 보고되지 않았다.) 반면, 국외에서는 홍역, MERS, 지카바이러스

감염증, 콜레라, 조류인플루엔자, 살모넬라균감염증, 에볼라바이러스병, 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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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넬라증·뎅기열, A형간염·디프테리아·라싸열·웨스트나일열·황열의 빈도순으

로 보고되어, 국외에서의 실제 발생을 최대한 반영한 것으로 생각된다. 단,

앞서 언급되었듯이, 이중 전체 사건 수 대비 신규 사건 비중이 낮았던 홍역,

MERS, 지카바이러스감염증, 조류인플루엔자(AI), 에볼라바이러스병의 경우에

는 우선적 발생 현황 모니터링 및 결과 환류가 지속된 점도 어느 정도 반영되

었을 것으로 여겨진다. (이러한 추세는 전체 보고 건수 기준 상위 21개 질병

의 분류 결과에서도 유사하였다.) 국내와 국외 양측에서 보고 건수 상위 질병

에 포함된 질병으로는 지카바이러스감염증과 콜레라, 그리고 레지오넬라증이 확

인되었는데, 지카바이러스감염증과 콜레라는 국외 발생 외에도 해외유입과 관련하

여 다수 보고되었던 점, 그리고 레지오넬라증은 국내·외 사건 발생이 고르게 반영

된 점이 그 이유로 추정된다.

이와 같이, 사건 기반 감시 결과에서 질병별 국내 및 국외 발생의 양상의

차이가 큰 점으로부터 각각의 시사점을 찾을 수 있다. 우선, 국내 발생 감염병

에서는 이미 국내 법정감염병 관리 체계가 갖추어져 있으며, 또한 실제 발생

에서도 대규모 유행보다는 소규모 집단 또는 산발적 발생 위주의 경향이 확인

된다. 따라서, 향후 체계적인 정보 환류를 강화하는 것이 관리 측면에서 가장

중요할 것이다. 계절성 또는 주기성이 있거나 예방접종 사업 대상 감염병에

대하여 시기적절한 사전 주의 환기나 산발적 또는 소규모 발생에 대한 현황

정보 제공, 특히 고위험군 및 호발 집단에 대한 주의 환기는 추가 전파에 의

한 유행 확산을 방지하는데 실질적으로 도움이 될 수 있을 것으로 생각된다.

한편, 국외 발생 감염병에서는 상시적 정보 수집, 평가 및 검증 과정을 강화하

고, 동시에 중점적 관리 대상 질병을 별도로 선정하여 다양한 관련 정보 중

우리나라의 감염병 대응에 도움이 되는 정보를 우선하여 지속적으로 생산 및

환류하는 것에 집중할 필요가 있다. 여기에서 ‘해외유입’ 감염병 사건에도 주

목할 필요가 있는데, 이 분류는 전체 발생 중 비중은 아직 낮으나 해마다 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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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하고 있다. 실제 국외에서 발생이 증가하거나 국가간 인구 이동의 활성화

등으로 인하여 국내 미발생 신종감염병(제4군 등), 이외에도 홍역, 콜레라 등

국내에서 거의 사라졌다고 여겨지던 질병이 지속적으로 보고되고 있다. 효율

적인 감시와 대응을 위하여 국외 발생 현황을 상시적으로 정확히 파악 후 지

속적으로 정보를 공유하고, 더 나아가 유입 가능성을 예측하여 대비에 활용하

는 것이 장기적으로 도움이 될 것으로 생각된다.

추가로, 국외 감염병 사건에 한하여 지역적(대륙 및 국가) 특성을 살펴보았

다. 우선 대륙별 분포는, 3개 년도 전체 및 각 연도별에서 모두 아시아의 비중

이 가장 높았으며 연도별로 살펴보았을 때에도 이러한 추세가 유지되었다. 또

한, 후속 연도로 갈수록 아프리카, 중남미, 오세아니아의 사건의 비중이 높아

지는 등, 각 대륙별 비중의 차이가 좁혀지는 (고르게 분포되는) 추세가 관찰되

었다. 이러한 결과는, 앞에서 살펴보았듯이 2016년 이후 관심사의 다양화 그리

고 정보 수집 범위의 확대의 영향으로 생각된다. 다시 국가별로 살펴보면, 전

체에서 아시아의 국가 수가 가장 다양하였으며, 미국, 중국, 사우디아라비아,

콩고민주공화국(DRC), 이탈리아 등의 순으로 가장 많은 사건을 보고하였다.

대체로 정보 생산이나 공개가 활발하며 또한 인구가 많은 국가들이 보고 건수

기준 상위권에 나타났는데, 사우디아라비아(MERS)나 콩고민주공화국(2018년

이후 에볼라바이러스병)와 같이 특정 질병이나 유행 사건의 발생으로 인하여

보고 건수가 증가된 국가도 포함되었다. 추가로, 북미의 미국, 중남미의 브라

질, 오세아니아의 호주 등 3개 대륙에서는 특정 국가의 편중 경향이 발견되었

는데, 이는 질병 발생 정보 자체가 해당 국가에서 활발하게 생산되는 가능성

과, 기관의 정보 수집이 해당 국가에 편중되어 있는 가능성의 두 가지를 모두

해석에 참조할 필요가 있다.

지역적 특성은 동일 질병의 경우라도 실제 대응에서 다양한 차이가 발생할

수 있는 요인 중 하나로, 현장 역학(Field epidemiology, 전통적 역학과 비교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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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 감염병 등 직접 현장에서 대응할 때 활용되는 역학의 한 분야)에서 중점적

으로 파악하는 지표이기도 하다. 또한, 감시 체계 평가 지표 중 하나인

Representativeness(대표성, EBS 역량 평가 중 인구집단과 지역의 분포를 얼

마나 잘 반영하였는가) 평가에도 활용될 수 있어, 향후에도 지속적인 모니터

링이 필요할 것으로 생각된다. 다만, 결과 해석시 EBS의 특성상 실제 발생 상

황과 정보 생산 또는 공개 현황 간의 간극(공개 범위 및 시기의 차이), 그리고

기관의 정보 수집 및 검증 역량에 따른 편차 가능성에 유의할 필요가 있다.

마지막으로, 유행(Outbreaks) 사건을 추출하여 전체 및 질병별 발생 규모를

파악해보고자 하였다. 주기적 감시 결과, 유행 등의 후속 보고 등을 제외한 신

규 유행 사건은 전체의 18.4%(117건)이었는데, 질병(52종)이나 규모(1∼5,056

명), 발생 국가(48개국)의 분포 범위는 다양하였으며 여기에서 일관성 있는 추

세는 확인되지 않았다. (이외에, 실제 감염병 대응에 관련하여서도 연구 가능

한 정보가 매우 부족하였다.)

이상과 같이 감염병 뉴스레터를 활용한 우리나라 감염병 사건 기반 감시

(EBS) 결과에 대하여 살펴보았다. EBS는 선행 연구 결과나 공개된 감시 결과

보고가 많지 않은 신생 분야이며, 또한 이번 연구의 경우 제한된 자료(2016∼

2018년간 공식 발행물 73회)를 바탕으로 간접 파악한 감시 결과임을 감안하여

해석, 평가하여야 하다. 또한, 추가로 유의할 점은, 정보를 기반으로 한 감시

자체가, 실제 감염병 발생 감시와 차이가 있다는 점이다. 정보 생산은 실제 감

염병 발생의 양적· 질적 측면과 비례하지 않으며, 사회적 관심이나 문화, 감염

병 사건 관련 정보 생산에 필요한 여건(예를 들어 해당 국가 또는 지방 정부

의 정보 공개의 정도, 인터넷 공개에 필요한 기술이나 IT 환경 등) 등 다양한

요인에 의하여 좌우될 수 있기 때문에, 앞으로도 정보 수집 결과에 대한 분석

및 평가 시 이러한 특성을 유념하여 실시할 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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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연구는 우리나라 EBS에 대한 최초 연구로, 간접적 수단(의료인 대상

정기 발행물)를 통하여 감시 결과를 파악하고 연도별 변동 추세를 확인하였다

는 점에서, 그리고 우리나라에서 시행 후 첫 3년간의 감시 결과를 일차적으로

정리한 점에서 의의가 있다. EBS가 전통적 지표 기반 감시에 비교하여 정보

의 신속성은 더욱 빨라진다는 점이 장점이나 반대로 신뢰성에 대해서는 편차

가 클 수 있는데, 감염병 뉴스레터에서 보고된 사건들은 모두 최대한 다양한

정보원을 활용하여 사실 관계를 다양한 각도에서 검증한 후 발행되었다는 점

에서 일정 수준 이상의 정보의 질이 안정적으로 유지된 것으로 평가할 수 있

다. (감시(Surveillance)가 조사(Survey)와 다른 점은, 정보를 특정 수요자 집

단(여기에서는 의료인 중심)에게 전달하여야 한다는 점인데, 연구 대상(감염병

뉴스레터)은 이러한 정보 활용의 사례로도 이해할 수 있다.)

그리고, 지난 3년간의 EBS 감시 결과와 변동의 추이를 분석함으로서, 향후

상황 평가(Situational analysis, 조기 감시 및 대응 과정에 영향을 줄 수 있는 국

가나 상황의 특징을 분석하는 단계), 보완 사항 평가(Gap analysis, 상황 평가 및

감시 체계 평가를 보완할 수 있는 단계로, 국가 대응의 최적화를 위하여 강점, 취

약점, 위험 요인, 긍정적 요인 등을 파악하는 과정, WHO, 2014), 그리고 대응의

우선 순위 설정(prioritization)에 참고 자료로서 기여할 수 있다.

단, 제한점으로는, 실제 정부의 감시는 일일 단위로 이루어지고 있으며 정보

분량의 제한이 없는 반면, 이번 연구 대상 자료(감염병 뉴스레터)는 대부분 정

기적(격주 간격)으로 발행되었기에 Timeliness(신속성) 면에서, 그리고 분량

또한 항목별(주요 감염병 뉴스, 클릭 핫뉴스 4건 내외 등)로 조절되었다는 점

에서 실제 감시 결과와 차이날 수 있다. 그리고, 대부분의 사건 정보는 각국

정부나 국제기구, 민간 기관 등의 공개된 자료를 바탕으로 작성되었기 때문에,

자세한 역학적 특성(환자 연령, 성별, 유행(Outbreak)에서의 조사 내역, 역학적

연관성 등의 세부정보 및 민감 사항 등)을 파악하는데 한계가 있어, 발행 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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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일, 대륙/국가, 질병 등의 기본적 특성을 기술하는데 그칠 수밖에 없었다.

이외에도, 뉴스레터 기사의 게재 기준이 명문화되어 있지 않다는 점, 주요 감

염병 뉴스(대체로 발생 현황, 상황 평가, 권고 사항을 모두 포함하며 분량이 1

쪽 정도)와 클릭 핫 뉴스(발생 현황 위주의 내용이며 3∼4줄 정도의 짧은 분

량) 항목간 차이점이 뚜렷하지 않은 점 등도 제한점이라 할 수 있다.

후속 연구에서는 실제 감시 결과를 포함한 다양한 자료(내부 자료 포함)를

활용한 추가 연구, 감시 체계 평가(정보 인지 시기, 인지로부터 평가 및 발행

까지의 소요 시간, 자료원, 감시 대상 지역(전세계)의 실제 감염병 발생 현황

과의 비교 등 추가 정보가 필요, 부록 참조) 등 폭넓고 심도 있는 연구가 이

루어질 수 있도록 기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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Ⅴ. 결 론

우리나라의 감염병 사건 기반 감시(EBS)는 아직 초기 단계로, 인구 이동 및 물

류의 활성화, 사회 변동과 같은 시대적 추세를 감안할 때, 앞으로도 더욱 그 중요

성이 강조될 것으로 생각된다. 이번 연구에서는 ‘감염병 뉴스레터’의 자료를 활용

하여 지난 3년간의 우리나라 사건 기반 감시 결과의 특성과 변동 추세를 살펴보았

는데, 국내보다는 국외 발생 및 해외유입에 초점을 맞추는 경향이 유지되는 동시

에 다양한 발생 지역과 질병군 및 질병을 해마다 더욱 폭넓게 파악하는 추세가

확인되었다. 이는 국가간 또는 정부-민간의 정보 공유 확대, 도시화 및 활발한 인

구 이동에 수반되는 다양한 감염병 발생이라는 현재의 사회 변동의 방향과 일치하

는 것으로 생각된다. 향후에도 이러한 기본 방향을 유지하되, 정보원 추가 확보,

감시 인력의 지속적 교육과 훈련 등의 노력을 통하여 국내외 감염병 발생에 대한

신뢰성 높은 양질의 정보를 지속적으로 수집, 재생산할 필요가 있다. 또한, 다양한

자료의 활용, 연구 주제 확대 등 심도 있는 후속 연구가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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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 록

A. 감시 체계의 결과 평가 지표의 일례 (Groseclose and Buckeridge, 20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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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Epidemiological Trends of Infectious Diseases on

Event-Based Surveillance, Republic of Korea, 2016-2018

Sewon Kim, MD

Graduate School of Public Health

Yonsei University

(Directed by Professor Dr. Sun Ha Jee)

Backgound: Event-Based Surveillance is a relatively new surveillance system 
for the purpose of better coverage on acute public health events and associated 
risks, especially in areas not subject to conventional governmental control.  Since 
2016, the government of Republic of Korea (Korea Centers for Disease Control 
and Prevention, Ministry of Health and Welfare) has implemented EBS as part of 
the national infectious disease surveillance system, among other post-MERS 
outbreak response efforts. Reports on E-Newsletters, a Periodic Bulletin on 
Infectious Diseases for physicians, can be used as the resources in order to 
indirectly assess the result and indicator(s) of the national EBS.

Objective: This study aims for analysis and assessment of EBS results, their 
general and epidemiological characteristics and also yearly trends from 2016 to 
2018, using infectious disease events of E-Newsletter, Republic of Korea, as the 
dat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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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ethod: A descriptive study was conducted on 637 infectious disease events 
extracted from the publications of E-Newsletter, from 2016 to 2018.  General 
characteristics such as patterns and sources of acute infectious disease 
events and epidemiological characteristics such as disease/pathogen,  
geography (continent and country) and scale of outbreaks of those events 
were described.  Additionally, yearly trends of these characteristics mentioned 
above were described during the same three-year period.

Result: In general characteristics, the percentage of new reports continued to 
be higher than that of update reports.  The percentage of official sources 
continued to be higher than that of unofficial sources with steady increase 
by year.  In epidemiological characteristics the percentage of foreign events 
continued to be higher than that of domestic events, and the steady trends 
of diversification in both disease/pathogen and geography (continent and 
country) were simultaneously observed.  There was no significant outcome 
from disease/pathogen or scale of 117 outbreaks.

Conclusion: The national EBS system of Republic of Korea has been implemented 
with emphasis on monitoring of foreign infectious disease events. The trends in 
general and epidemiological characteristics observed in this study were proven to 
be in accord both with the organization's priority and rapidly changing 
environment of modern society.  Continuation of collection, verification and 
assessment of health intelligence including EBS and following risk 
communications should be recommended.  Lastly, future studies should follow, 
with use of diverse study resources and associated topics.


Keywords: Event-based Surveillance, Public health event, E-Newsletter, Emerging 
Infectious Disease, Re-emerging Infectious Disease, Outbreak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