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 TOPIC 감염병

수두(Chickenpox)
◾ 수두 바이러스(Varicella Zoster virus)에 의한 급성 발진성 감염질환으로 주로 영‧유아나 초등학교
저학년 어린이에서 발생하며 수포성 병변에 직접 접촉하거나 호흡기 분비물의 공기전파를 통해 감염
◾ 급성의 미열로 시작되고 전신증상은 적으며 전신적으로 발진성 수포가 발생
◾ 2005년 1월 국가예방접종 대상으로 지정되었고, 2005년 7월 제2군감염병으로 지정되었으며,
2014년부터 전면 무료접종을 실시하고 있음
Ÿ 국내 만 3세 소아의 수두 예방접종률은 2011년 97.7%, 2012년 97.8%, 2013년 98.5%, 2015년 97.3%,
2016년 97.5%, 2017년 97.5%였음

발생 현황
◾ 수두는 연중 발생하나 특히, 4∼6월, 11월∼이듬해 1월에 유행하는 양상
Ÿ (전국) 지속적으로 증가세를 보여 2018년에는 인구 10만명당 186.2건으로 가장 많았음
Ÿ (인천) 전국과 비슷한 추세를 보이며, 2006, 2011년, 2017년에 큰 폭으로 증가하였으며 2018년에는
인구 10만명당 148.0건으로 전년대비 감소하였음

2005-2018년 전국 및 인천광역시 연도별 수두 신고 현황(2019.3.13. 기준)

2014-2018년 인천광역시 월별 수두 신고 현황(2019.3.13.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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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두는 전염력이 강하여 단체생활을 하는 어린이집이나 유치원, 초등학교 등에서 집단발생이 가능한
감염병으로, 4∼6세를 중심으로 영유아와 초등학교 저학년에서 주로 발생함
Ÿ (인천) 2018년에는 4∼6세(32.2%)에서 가장 많이 발생하였고 그 다음으로 7∼9세(27.1%), 10∼12세
(15.6%), 0∼3세(15.3%)등의 순으로 만12세 이하에서 전체 환자의 90.1%가 발생하였음

2014-2018년 인천광역시 연령별 수두 신고 현황(2019.3.13. 기준)

◾ 2018년 인천광역시 수두 인구 10만 명당 발생률은 148.0명이었으며 부평구(188.1명)에서 가장
높았고, 그 다음으로 연수구(184.6명), 서구(175.2명) 등의 순이었음
2018년 인천광역시 19세 미만 인구 비율: 17.2%
연수구(20.4%), 서구(19.9%), 남동구(17.8%), 중구(17.3%), 부평구(15.8%), 계양구(15.8%),
미추홀구(14.9%), 동구(14.8%), 강화군(11.2%), 옹진군(10.4%)의 순
구분
전국

86.8

90.1 104.7 154.8 186.2

인천

87.3

84.2

88.5 181.8 148.0

중구

114.7

80.4

81.8

96.9

92.3

동구

72.5

51.9

58.5 135.2

81.1

미추홀구

63.2 105.8

연수구

94.9

남동구

84.8 104.8 104.7 152.1 132.8

부평구

69.1

86.3

83.8 200.6 188.1

계양구

91.9

47.8

77.3 121.7 116.9

서구

2018년 인천광역시 군·구별 수두 신고 현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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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 2015 2016 2017 2018

68.1 121.5 121.3

48.6 118.3 187.7 184.6

127.4 102.9 101.1 324.5 175.2

강화군

28.4

46.0

8.8

67.3

58.1

옹진군

72.5

24.0

14.2

9.3

79.8

상황평가
◾ 질병관리본부(2018.11.29.)
Ÿ 질병관리본부의 감시자료는 신고 건수가 점차 증가하는 반면, 건강보험공단 및 심평원 수진자료는 2011년을
기점으로 청구 건수가 감소하고 있음
감시신고 건수가 수진 건수에 비해 증가율이 높은 것은 신고율 향상에 기인한 것으로 추정

2006-2017 연도별 수두 감시자료, 건강보험공단 및 심평원 수진자료
Ÿ 예년과 유사한 발생 양상으로 가을 학기 시작 후 전반적 증가세 지속
집단발생 사례에서 신규 사례 및 추가 환자 발생 지속됨 (학생감염병 감시정보와 집단발생 자료 비교 검토를 통해
발생 인원 많은 기관 및 보고 불일치 건 파악 중)

2016-2018 학생 감염병 감시정보 자료

※ 출처: 1. 질병관리본부, 예방접종대상 감염병 관리 지침, 2018
2. 질병관리본부, 예방접종대상 감염병의 역학과 관리 지침, 2017
3. 질병관리본부, 전국 예방접종률 현황(https://nip.cdc.go.kr/irgd/reference.do?MnLv1=7)
4. 질병관리본부, 감염병포털, 2019.3.13.
5. 통계청 국가통계포털, 주민등록인구 현황, 2018
6. 질병관리본부, 주간 감염병 위기분석 및 평가(2018년 48주), 2018.11.29.
7. 교육부 학생건강정보센터, 학생 감염병 감시정보(2018년 46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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