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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bjectives: Outbreaks of scarlet fever in Mexico in 1999, Hong Kong and mainland China in 2011, and England in 2014-2016 have re-

ceived global attention, and the number of notified cases in Korean children, including in Jeju Province, has also increased since 2010. 

To identify relevant hypotheses regarding this emerging outbreak, an age-period-cohort (APC) analysis of scarlet fever incidence was 

conducted among children in Jeju Province, Korea.

Methods: This study analyzed data from the nationwide insurance claims database administered by the Korean National Health Insur-

ance Service. The inclusion criteria were children aged ≤14 years residing in Jeju Province, Korea who received any form of healthcare 

for scarlet fever from 2002 to 2016. The age and year variables were categorized into 5 groups, respectively. After calculating the crude 

incidence rate (CIR) for age and calendar year groups, the intrinsic estimator (IE) method was applied to conduct the APC analysis. 

Results: In total, 2345 cases were identified from 2002 to 2016. Scarlet fever was most common in the 0-2 age group, and boys pre-

sented more cases than girls. Since the CIR decreased with age between 2002 and 2016, the age and period effect decreased in all ob-

served years. The IE coefficients suggesting a cohort effect shifted from negative to positive in 2009.

Conclusions: The results suggest that the recent outbreak of scarlet fever among children in Jeju Province might be explained through 

the cohort effect. As children born after 2009 showed a higher risk of scarlet fever, further descriptive epidemiological studies are need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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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  론

성홍열(scarlet fever)은 발열외독소(pyrogenic exotoxin)를 생
성하는 group A streptococcus (GAS) 감염에 의해 고열, 인후통, 
딸기혀(strawberry tongue), 피부발진을 보이는 주요 소아 감염
병이다[1]. 항생제가 개발된 이후 치명률이 1% 이하로 감소하
였지만[2], GAS 감염으로 매년 50만 이상의 사망자가 발생하
며[3], 반복된 감염은 류마티스 질환이나 사구체신염 같은 자
가면역질환을 야기한다[1]. 이에 질병관리본부(http://www.
cdc.go.kr, KCDC)는 성홍열 환자 혹은 의사환자 발생 시 지체없

제주도 소아의 성홍열 발생, 2002-2016: 연령-기간-코호트 분석
김진희1, 김지은1, 배종면1,2

1제주감염병관리지원단, 2국립제주대학교 의학전문대학원 예방의학교실



Jinhee Kim, et al.

이 신고하는 제3군 법정 감염병(National Notifiable Infectious 
Disease, NNID)으로 지정하고 있다[4,5]. 

1980년 초부터 전 세계적으로 GAS 감염이 증가함이 보고되
어 왔다[6,7]. 1999년 멕시코[8], 2011년 홍콩과 중국 본토[9-12], 
2014-2106년 영국[13,14] 등에서 성홍열의 재출현 유행이 발생
하였다. 이런 돌발적인 유행에 대하여, GAS의 독성을 나타내
는 M protein을 결정하는 emm 유전형의 차이에 기인한다고 해
석해 왔다[15,16]. 즉, 2011년도 홍콩과 중국의 유행은 emm12
형이 우세하였고[11,17,18], 2014년도 영국의 유행은 emm3이 
가장 많았다[14]. 그러나 GAS 재출현에는 GAS 특성뿐만 아니
라 기후 조건, 집단면역(herd immunity) 등도 고려해야 한다는 
점에서[17,19,20], 최근의 성홍열 유행에 대한 정확한 이유는 
여전히 모른다고 결론짓고 있다[1,10,20].
한국 또한 2011년 이후 성홍열 발생이 급증하고 있다[5,7, 

21,22]. 이에 대하여 KCDC는 2012년 9월부터 성홍열 신고범위
가 기존의 ‘환자’에서 ‘환자 및 의사환자’로 확대되면서 신고수
가 크게 증가한 것에 기인한다고 해석하고 있다[23]. 그러면
서, 국민건강보험(National Health Insurance Service, NHIS; 
http://www.nhis.or.kr) 청구건수는 2011년 대비 2015년에 -35.2%
로 감소하였다고 발표하였다[24]. 이는 성홍열에 대한 감염병 
신고자료와 건강보험청구자료 간에 큰 간극(gap)이 있다는 의
미이다. 제주도도 최근 2년간 신고율에 근거하여 50% 이상 증
가를 보였다고 발표하였기에[25], 전국의 현황처럼 신고수의 
증가에 기인하는가를 확인할 필요가 있다. 다시 말해서, 제주
도 거주하는 소아에 있어서 NHIS 청구자료에 근거하여 성홍
열의 유행수준을 확인하고 이에 대한 가설을 제시할 필요가 
있다. 즉, 제주도 아동에 있어서 건강보험청구자료에 근거하
여 성홍열 유행에 대한 연령-기간-코호트(age-period, cohort, 
APC) 기술역학연구를 수행하고자 한다. 

연구대상 및 방법

제주도 성홍열 환자의 기술분석을 위해 NHIS가 제공하는 
건강보험 빅데이터 맞춤형연구 DB를 원자료(raw data)로 삼았
다. 이는 전 국민 중 국내 의료기관에서 진료를 받을 경우, 해
당 의료기관이 NHIS에 수진 청구를 하면서 만들어진 DB로 전
수조사 자료와 같은 의미를 갖는다[5,26].  
대상자 선정기준은 (1) 2002년도에서 2016년도에 걸쳐 수진

청구 시 주상병과 9개 부상병 질병코드가 한국표준질병분류 
기준 A38로 등재된 사례로, (2) 주소지가 제주도로 되어 있으
면서, (3) 청구 당시 연령이 만 0세에서 14세 이하이다. 만약 한 
환자에서 1년 이내에 성홍열질병코드가 여러 번 청구된 경우
는, 이전의 성홍열 발생에 따른 연속 치료로 간주하고 제외시
켰다. 
선정된 대상자들을 3세 단위로 만 0-2세, 3-5세, 6-8세, 9-11

세, 12-14세의 5개 연령군으로 분류하였다. 이는 성홍열이 학
교생활을 통해 유행이 된다는 사실에 근거한 것으로[2,20,22], 
재학연령을 고려하여 0-2세, 3-5세, 6-8세, 9-11세, 12-14세로 분
류하였다[10]. 연도도 3년 단위로 2002-2004, 2005-2007, 2008-
2010, 2011-2013, 2014-2016년의 5개 연도군으로 분류하였다. 
성별, 연령군별, 연도군별 성홍열 조발생률(crude incidence 

rate, CIR; per 1,000 person)은 구축된 자료에서 얻어낸 동일 연
령군에서 동일 연도군의 수진 환자 수를 분자로 삼고, 통계청
이 제공하는 동일 연령군에서 동일 연도군의 3년간 연앙인구
수를 합쳐 분모로 삼아서 산출한 수치로 정의하였다. 

APC 분석을 위해 Intrinsic Estimator (IE)법을 적용하였다
[26,27]. 연령과 기간에 따라 코호트가 결정되기에, 연령-기간-
코호트 간의 선형적 의존성(linear dependency)을 해결하기 위
해 개발된 통계법이기 때문이다[28]. IE 적용을 위해 Stata SE 
version 14 (StataCorp., College Station, TX, USA)가 제공하는 
<apc_ie>  패키지를 이용하였다. 분율에 대한 95% 신뢰구간
(confidence intervals, CI)은 정규분포를 이용하여 산출하였으
며, 유의수준을 0.05로 산정하였다. 본 연구는 개인정보를 모
르는 2차 자료의 활용인 점에서 소속 대학교의 연구윤리심의
위원회 심의 면제를 받았다.

결  과

2002-2016년도 0-14세 제주도 아동 중 성홍열 발생자는 총 
2345명이었으며, 연령별로는 0-2세 군이 1857명(79.2%)으로 
가장 많았고, 3-5세 330명(14.1%), 6-8세 117명(5.0%), 9-11세 30
명(1.3%), 12-14세 11명(0.5%)으로 연령군이 증가할수록 급감
하였다. 연령군 및 연도별로 가장 높은 CIR을 보인 것은 2014-
2016년도 0-2세 군이었다(Table 1). 
관찰기간 동안 성홍열 CIR에 대한 연령, 기간, 코호트 효과

를 분석한 결과, 기간효과와 코호트 효과를 보정한 상태에서 
연령이 증가할수록 CIR은 감소하였으며, 연도별로도 연령효
과와 코호트 효과를 보정한 상태에서 최근으로 올수록 CIR은 
감소하였다(Figure 1). 그러나, 연령효과와 기간효과를 보정한 
상태에서 코호트 효과는 2009년 이후 출생한 아이에서 CIR이 
증가하는 추이를 보였다.
성별로 나누었을 때, 남아 1324명(56.5%, 95% CI: 54.6-58.6) 여

아 1021명(43.5%, 95% CI: 41.5-45.5)으로 1.3:1의 성비를 보였다
(p<0.001). 연령군 및 연도별로 가장 높은 CIR을 보인 것은 남
아에서는 2011-2013년도의 0-2세군이었으며, 여아에서는 
2014-2016년도 0-2세 군이었다(Table 2). 그러나 관찰기간 동안 
성홍열 CIR에 대한 연령, 기간, 코호트 효과를 분석한 결과는 
같았다(Figures 2, 3). 즉, 연령효과와 기간효과를 보정한 상태
에서 코호트 효과는 2009년 이후 양으로 전환되어 증가하는 
추이를 보였지만, 연령 및 연도 효과는 감소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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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의 결과를 요약한다면, 제주도 거주 아동의 성홍열 발
생에 있어 남아에서 발생건수가 많은 가운데, 남녀 모두, 연령
효과와 기간효과를 보정한 상태에서 2009년 이후 출생 코호트
에서 성홍열 증가추세를 보였다는 것이다. 다시 말해서, 제주
도 아동의 성홍열 발생건수의 증가는 출생코호트 효과에 기
인한 것으로, 특히 2009년도 이후 출생자의 CIR 증가에 따른 
현상이라고 해석할 수 있다. 
최근의 국내 성홍열 발생 증가 현상에 있어서, 2012년 9월을 

기점으로 질병관리본부가 성홍열 확진사례(con�rmed case)뿐
만 아니라 의심사례(suspected case)까지 신고범위를 넓힌 것으
로 해석하고 있다[7,22,23]. 이렇게 신고체계의 변동은 NNID 
신고 건수의 증가를 유도할 것으로 해석 가능하지만, 다음 두 
가지 사실에 근거할 때 설득력이 약해진다. 첫째, NHIS DB와 
연동되어 있는 건강보험심사평가원(Health Insurance Review 
& Assessment Service, HIRA) DB에 따르면, 2012년 9월 이전인 
2011년에도 환자 발생이 14 550명에 달하였다는 점이다[5]. 둘
째, NHIS DB를 사용한 본 연구결과에서 2009-2011년 출생 코
호트군에서 발생률이 이미 높아지고 있었다는 점이다. 따라
서 2011년 홍콩과 중국의 유행처럼, 한국에서도 2010년을 전
후하여 성홍열 유행이 있었으며, 그 이후 지속적인 유행이 진
행되어 왔다고 추론할 수 있다.
또한, 성홍열 발생 증가에 있어 간이진단 키트의 보급, 실손보

험의 적용 확대 등에 기인한다고 해석할 수 있겠다. 그러나, 질
병관리본부의 보도자료[24]에서 2011년 대비 2015년에 -35.2%
의 수진율 감소를 보였으며, 본 연구결과에서도 period e�ect는 
지속적으로 감소하였다는 점에서, 그 영향은 예상보다 낮다고 
추론할 수 있다. 
본 연구결과에서 특이한 점은, 성홍열 환자 발생률이 가장 

높은 연령대가 0-2세라는 점이다. 최근 유행했던 홍콩, 북경, 
영국의 주요 연령층이 각각 3-5세, 3-9세, 3-7세이었기 때문이
다[10,14,29]. 이는 도시나 국가별로 집단생활을 시작하는 연
령에 따라 감염 위험이 결정될 수 있음을 지지한다[22,29]. 그
럼에도 제주도 0-2세에서 성홍열 발생률이 가장 높다는 사실
에서, 최근 한국 사회 육아방식의 변화로 해석이 가능하겠지
만 이에 대한 추가적인 연구가 필요하겠다. 2세 미만에서는 모
체 항체 때문에 성홍열 발생이 드문 것으로 알려져 있기 때문
이다[30]. 

Zhang 등[31]은 월 평균 기온이 20°C 이상이 되면 3-14세 연
령군의 성홍열 위험이 감소하지만, 2세 이하 군에서는 변동이 
없었다고 보고하였다. 이 결론에 따르면, 한반도의 최남단에 
위치한 제주도에서 성홍열 발생에 기후 요인이 작용하고 있
다고 유추해 볼 수 있겠다. 향후 월 평균기온과 성홍열 발생간
의 상관성 분석과 함께, 국내 다른 위도를 가진 지역과의 성홍
열 발생 연령군 비교도 필요하겠다.  
성별로 살펴보았을 때, 제주도 성홍열 환자 중 성비는 1.3:1

로 남아가 여아보다 높은 발생을 보였다. 이 사실은 홍콩[10], 

Table 1. Crude incidence rates (CIR, per 1000 persons) by age group (0-14 years old) and calendar year (2002-2016) in children in 
Jeju Province, Korea

Age (y)
Year

(Total, n) 
2002-2004 2005-2007 2008-2010 2011-2013 2014-2016

0-2 3.21 (204) 3.61 (193) 4.82 (247) 11.42 (584) 12.08 (629) (1857)

3-5 3.36 (252) 0.61 (40) 0.24 (13) 0.30 (16) 0.16 (9) (33)

6-8 1.07 (86) 0.27 (20) 0.08 (5) 0.09 (5) 0.02 (1) (117)

9-11 0.29 (23) 0.04 (3) 0.04 (3) 0.02 (1) 0 (0) (30)

12-14 0.15 (10) 0.01 (1) 0 (0) 0 (0) 0 (0) (11)

(Total, n) (575) (257) (268) (606) (639) 2345

Table 2. Crude incidence rates (CIR, per 1000 persons) by age group (0-14 years old) and calendar year (2002-2016) in boys and 
girls in Jeju Province, Korea

Age (y) 
Boys (n=1324) Girls (n=1021)

2002-2004 2005-2007 2008-2010 2011-2013 2014-2016 2002-2004 2005-2007 2008-2010 2011-2013 2014-2016

0-2 3.74 (125) 3.61 (102) 5.92 (157) 12.97 (341) 12.70 (339) 2.63 (79) 3.60 (91) 3.63 (90) 9.78 (243) 11.43 (290)

3-5 3.54 (139) 0.61 (21) 0.31 (9) 0.36 (10) 0.14 (4) 3.16 (113) 0.61 (19) 0.15 (4) 0.23 (6) 0.18 (5)

6-8 0.95 (40) 0.20 (8) 0.09 (3) 0.10 (3) 0.03 (1) 1.20 (46) 0.33 (12) 0.06 (2) 0.08 (2) 0 (0)

9-11 0.29 (12) 0.07 (3) 0.03 (1) 0.03 (1) 0.00 (0) 0.30 (11) 0.00 (0) 0.06 (2) 0.00 (0) 0 (0)

12-14 0.12 (4) 0.02 (1) 0.00 (0) 0.00 (0) 0.00 (0) 0.19 (6) 0.00 (0) 0.00 (0) 0.00 (0) 0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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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1. Intrinsic estimator analysis of age (A), period (B), and cohort (C) effects for scarlet fever based on crude incidence rates 
(per 1000 persons) by age (0-14 years old) and calendar year (2002-2016) in children in Jeju Province, Kore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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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2. Intrinsic estimator analysis of age (A), period (B), and cohort (C) effects for scarlet fever based on crude incidence rates 
(per 1000 persons) by age (0-14 years old) and calendar year (2002-2016) in boys in Jeju Province, Kore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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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3. Intrinsic estimator analysis of age (A), period (B), and cohort (C) effects for scarlet fever based on crude incidence rates 
(per 1000 persons) by age (0-14 years old) and calendar year (2002-2016) in girls in Jeju Province, Kore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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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 본토[12,29,32], 영국[13]의 유행과 같은 결과이다. 이에 대
하여 Zhang 등[29]은 여아에 비하여 남아가 더 활동적이고 덜 
위생적인 것으로 해석하고 있다. 한편, 폴란드는 1992-2001년 
동안 성홍열 환자의 성비가 점점 높아지는 추세를 보인다고 
발표하였다[33]. 본 연구에서 5개 연도군별 성비는 각각 1.25, 
1.11, 1.73, 1.41, 1.17로 통계적으로 유의한 추세를 보이지 않았
다(Table 2).  
본 연구의 주요 한계는 다음과 같다. 첫째, 성홍열 환자 발생 

신고를 통해 구축되는 NNID DB가 아니라, 의료보험 수진 청
구를 통해 구축되는 NHIS DB를 자료원으로 삼은 것이다. 그
러나, APC 분석을 위해서는 장기간 안정적이고 전수를 포함
하는 DB가 필요한데, 이 점에서는 NHIS DB가 더 적절하다고 
판단하였다[24]. NNID DB는 신고율 저하[5,24,34]와 등록 지
체[35] 등의 한계를 갖기 때문이다. 둘째, 성홍열 환자발생 여
부를 임상적, 역학적 소견에 따른 의료진의 진료에 기반한 것
이다. 다시 말해서 과진단(over-diagnosis) 혹은 오진단(mis-di-
agnosis)의 개연성이 있다. 그러나 성홍열은 임상소견으로 진
단하며[36], Centor score와 열성 발진을 활용하면 성홍열 진단
이 가능하다[37,38]. 향후 NNID DB에서 성홍열 신고 당시 확
진자와 의사환자 간의 역학적, 임상적 차이를 분석하는 추적 
연구가 필요하겠다. 한편, 성홍열 환자의 약 10%는 풍진으로 
오진단할 수 있다는 보고[39]가 있지만, 본 연구의 주된 연령
층이 필수예방접종 시작 대상인 0-2세 군임을 감안할 때 오진
단으로 인하여 본 연구에 미칠 영향은 적을 것으로 본다.  
결론적으로 제주도 소아의 성홍열 발생 증가는 출생코호트 

효과에 따른 현상으로, 특히 2009년 이후 출생한 코호트에서 
발생률이 증가하였다. 이들 출생코호트에 있어 발생률 증가
를 가져온 이유들을 알아내기 위한 다양한 가설들을 제시하
기 위하여 시계열 분석(time series analysis) 등 추가적인 기술역
학 연구가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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