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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Objectives: While the seasonality of notified tuberculosis has been identified in 

several populations, there is not a descriptive epidemiological study on the 

seasonality of tuberculosis in Korea. This study aimed to evaluate the seasonality of 

tuberculosis in Korea from 2006 to 2016. 

Methods: Data regarding notified cases of tuberculosis by year and month was 

obtained from the Infectious Diseases Surveillance Yearbook, 2017 published by the 

Korea Centers for Disease Control and Prevention. Seasonal decomposition was 

conducted using the method of structural model of time series analysis with simple 

moving averages.  

Results: While the trough season was winter from 2006 to 2016, the peak season was 

summer between 2006 and 2012, but shifted to spring between 2013 and 2016. 

Conclusion: Notified tuberculosis in Korea also showed seasonality. It is necessary to 

evaluate factors related to the seasonality of tuberculosis for controlling tuberculosi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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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론 

 

 우리나라의 결핵 발생률은 OECD 국가 중 1위이며, 국내에서도 전수감시 감염병 중 

수두 다음으로 발생 건수가 많은 감염병이다 [1]. 정부는 결핵 퇴치를 위해 1962년부터 전

국 보건소 중심의 국가결핵관리체계를 구축하여 실태조사를 실시하여 왔고 [2], 2000년 이후 

의료기관 중심의 웹 기반 신고시스템을 도입하여 보다 체계적인 결핵 관리를 시작하였다 

[3]. 이렇게 수집된 데이터를 국가결핵관리정책 기획, 실행 및 평가를 위해 질병관리본부에

서 결핵 감시 연보로 발행하고 있다 [1]. 그러나 2018년 현재 결핵 발생률은 여전히 높다는 

점에서, 결핵 관리를 위한 전략 수립 등에 활용하기 위한 국내 결핵환자의 발생에 대한 역

학적 특성을 밝히는 기술역학 연구 (descriptive epidemiological study)를 적극 수행할 필요

가 있다. 

 

 결핵 발생에 있어 대표적인 기술역학적 특성은 계절성이 있다는 점이다 [4]. 관련한 

문헌들을 정리해 볼 때, 전 세계적으로 봄 또는 여름에 결핵환자 발생이 많고, 가을과 겨울

에 낮다고 보고하고 있다 [5-19] (Table 1). 이처럼 결핵 보고체계가 상이한 여러 나라에서 같

은 시기의 계절성을 보인다는 점에서 가장 설득력을 가진 가설은 계절별 일조량에 따른 비

타민D 농도의 영향이다 [20]. 이에, 비타민D 부족과 결핵 발생 위험간의 관련성이 있음을 

가장 근거수준이 높은 체계적 고찰을 통해 보고하였다 [21,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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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편, 국내 12-18세 청소년들에 있어 혈중 비타민D (25(OH)D) 농도를 조사한 결과, 

겨울철에는 20 ng/mL 미만의 결핍상태가 대상자의 90.5%이었다 [23]. 그렇다면, 국내 결핵 

발생에도 계절성이 있을 것으로 예상해 볼 수 있겠다. 그러나 2018년 9월 현재까지 국내 결

핵발생의 계절성을 알아본 기술역학연구를 찾을 수 없다는 점에서, 국내 결핵 발생의 계절

성 여부를 알아보는 것이 본 연구의 목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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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상 및 방법 

 

 결핵의 계절성 분석을 위해 필요한 연도별 월별 환자발생 신고 수는, 질병관리본부

에서 발행한 2017 감염병 감시연보에서 확보하였다 [1]. 해당 자료원은 결핵 또는 결핵 의

사환자로 전국 보건소 및 병의원에서 결핵정보통합관리시스템을 통해 신환자(초치료자)로 

신고된 통계 정보에 따라 제시된 것이다. 따라서 재치료자와 과거치료여부가 불명확한 환자

는 포함되지 않았다. 결핵환자는 결핵균이 인체 내에 침입하여 임상적 특징이 나타나는 자

로서 결핵균 검사에서 양성으로 확인된 자이며, 결핵의사환자는 임상적, 방사선학적 또는 조

직학적 소견상 결핵에 해당하지만 결핵균 검사에서 양성으로 확인되지 아니한 자로서 둘 다 

신고대상이다.  

 

질병관리본부는 2000년부터 웹 기반 결핵환자 신고체계를 갖추기 시작하여, 2001년

부터 연도별 월별 환자 발생 신고자 통계가 제공되고 있다 [2]. 그러나 2005년 9월에 5,284

건이 등록되었는데, 같은 월의 2004년도 2,301건과 2006년도 2,860건과 비교할 때 신고건수

의 변동이 있었다 [1]. 분석할 통계 자료의 안정성을 위해 2006년 1월 1일부터 2016년 12월 

31일까지의 10년간 월별 신고 수를 확보하였다. 계절성을 보기 위하여 봄 (Q1, 3~5월), 여름 

(Q2, 6~8월), 가을 (Q3, 9~11월), 겨울 (Q4, 12~2월) 각각 3개월씩 묶어 계절을 나타내는 변

수를 만들었다. 또한, 건수만으로는 성별, 연령별 정보를 알 수 없기에 연도별 계절별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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율은 각 연도별 주민등록연앙인구를 적용한 조발생률 (crude rate)로 대치하였다. 

 

 계절성 확인을 위해 시계열 분석 중 계절 분해 기법 (seasonal decomposition)을 사

용하여 계절지수 (seasonal index)를 산출하였다 [24]. 계절 분해 시계열 모형으로는 승법모

형 (multiplicative approaches)과 가법모형 (additive approaches)이 있다. 승법모형은 결과 변

수가 추세요인 (trend), 순환요인 (circular), 계절요인 (seasonal), 불규칙 요인 (error)의 곱으

로 설명될 수 있다는 것이고, 가법모형은 4가지 요인의 합으로 설명될 수 있다는 것이다. 두 

가지의 모형 중 시계열의 증가에도 계절진동이 일정하면 가법계절변동, 시계열의 증감에 따

라 계절진동의 크기가 증가하거나 감소하면 승법계절변동을 선택한다 [25]. 본 연구 데이터

는 시간의 흐름에 따라 계절진동의 크기가 대체로 일정하므로 가법모형을 적용하였다. 또한, 

계절변동 조정을 위해 기간별 데이터의 너비가 주기와 같고, 모든 시점에서 동일하게 가중

되도록 단순이동평균법 (simple moving averages method)을 적용하였다. 통계 분석 프로그램

은 SPSS PASW STATISTICS 18.0 (IBM Corp., Armonk, NY, USA)을 사용하였다. 본 연구는 개

인정보를 알 수 없는 자료를 사용하였기에, IRB 심의 면제를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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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과 

   2006년 1월 1일부터 2016년 12월 31일까지 전국에서 총 389,511건의 결핵 신고가 

보고되었다. 이 중 계절별로는 여름이 106,304건으로 가장 높았고, 겨울이 87,881건으로 가

장 낮았다 (Table 2). 월별로는 7월의 평균 신고수가 가장 높고, 2월이 가장 낮았다 (Table 3). 

 

 연도별 계절별 신고수 추이를 보았을 때 2006년부터 2012년까지는 여름이 가장 높

고 겨울이 가장 낮은 경향을 보이다가, 2013년부터 봄이 가장 높은 추세로 변화하였다 (Fig 

1). Fig 2는 2006년부터 2016년까지의 결핵 신고수의 계절 분해 결과이다. 계절요인을 제거

한 계절 수정 계열의 고점이 추세 순환 계열을 상회하는 것으로 보아, 계절 변화에 따라 발

생 신고율이 민감하게 변하는 것을 알 수 있다. 

 

 또한 Table 4를 통해 전체적인 신고수의 감소와 더불어 계절에 따른 추세 변화가 

있음을 확인하였다. Table 4의 계절 지수를 보면 여름 813.315, 봄 508.140, 가을 –474.069, 

겨울 –847.385 순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2013년부터의 추세 변화에 따라 2006~2012년, 

2013~2016년으로 나누어 분석한 결과, 2006~2012년은 동일한 순서로 나타났으나, 

2013~2016년은 봄 469.568, 여름 318.068, 겨울 –346.932, 가을 –440.703 순으로 변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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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론 

 이상의 결과들을 통해 우리나라의 2006~2016년도 결핵 신고에서 여름에 가장 높

고 겨울에 가장 낮은 계절성을 갖는다는 것을 확인하였다. 최근 결핵 발생의 계절성에 대한 

체계적 고찰 연구 결과 [26]에서 57개의 연구 중 49개의 연구에서 봄 또는 여름이 결핵 발

생이 높고, 가을 또는 겨울이 결핵 발생이 낮다는 것과 같은 맥락을 갖는다.  

 

 결핵 발생의 계절적 변화 요인으로는 일조량, 기온 변화, 실내활동, 면역력의 변화 

등이 제시되고 있지만 위도 또는 계절에 따른 일조량의 영향을 받는다는 가설이 가장 유력

하다 [27]. 남반구의 나라에서는 북반구 나라와 반대의 계절성을 결과가 나온다는 점이 이를 

뒷받침한다 [26]. 또한 겨울에 실내 활동이 많아지면서 밀집 생활을 하게 되고, 일조량이 줄

어들면서 비타민D의 결핍으로 면역력이 감소하여 감염에 대한 감수성을 높이게 되는 요인

들의 복합적인 연관성을 유추해 볼 수 있다 [28].  

 

 그러나 겨울에 발생이 증가하는 대부분의 호흡기계 감염병의 특성과는 다르게 결핵

은 봄과 여름에 신고가 증가하는 이유들로는 다음 두 가지가 언급되고 있다 [29]. 첫째로 겨

울에 발생한 호흡기계 질병이 결핵을 유발하는 것이다. 남아프리카 공화국에서 수행한 인플

루엔자, 침습성 폐렴구균 질환, 결핵의 계절성 연구에서 인플루엔자의 발생이 최고조에 이른 

후 약 3~4개월 뒤 침습성 폐렴구균 질환과 결핵 발생이 최고조에 이르는 것을 확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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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33]. 둘째는 결핵균의 질병 진행 기간이다. 결핵균은 체내에 침입한 후 증상 발현까지 

장시간이 걸린다. 결핵균이 폐포에 침입한 후 투베르쿨린 반응으로 전환되기까지 3~8주가 

걸리고, 증상발현까지 약 3개월이 소요되며 이 기간은 개인별 차이에 의해 2년까지 지연될 

수 있다 [34]. 이러한 이유로 결핵의 발병 특성을 반영하여 결핵 신고일을 기준으로 분석한 

본 연구의 결과를 해석해 볼 때, 겨울에서 봄에 이르는 시기에 감염이 되어 봄과 여름에 신

고되었을 것으로 유추할 수 있다.  

 

   본 연구 결과에서 주목할 점은 2013년부터 신고수가 감소하면서 발생의 최고점이 

여름에서 봄으로 이동했다는 것이다. 다만 신고 발생의 최고점에서만 이동변화가 있었고 겨

울이 여전히 가장 낮은 추세는 변함이 없다는 점에서, 결핵의 역학적 발생 특성의 변화보다

는 국가 정책이나 신고 시스템의 변화에 의한 것으로 유추할 수 있다. 다시 말해서, 국가결

핵 관리 정책의 강화로 인하여 적극적으로 결핵 환자를 발견함으로써 발생에서부터 신고까

지의 기간이 줄어든 것으로 해석해 볼 수 있겠다. 보건당국은 2013년에 수립한 ‘제1기 결핵

관리종합계획(2013~2017)’에 따라, 고위험군을 선정하고 능동적으로 검사를 진행하여 환자

를 조기 발견하고 치료까지 이어질 수 있도록 환자 관리를 강화해 왔다 [2]. 이런 노력들로 

인하여 2013년에 결핵 신고수의 감소와 신고기간 단축을 이끌어냈다고 유추할 수 있다.  

  

  본 연구의 한계점은 다음과 같다. 첫째, 결핵 신환자 신고 수만 이용하여 우리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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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성별, 연령별 등의 기본적인 특성을 확인할 수 없다는 점이다. 또한 데이터에 외국인과 

의사환자가 포함되어 있어 연구 대상을 구체화할 수 없었다. 그러나 일조량과 국적과는 무

관하며, 매년 만명 단위의 신고 건수 크기를 고려할 때, 외국인과 의사환자들이 포함된 것이 

계절성 변동에 교란을 일으키지 않을 것으로 본다. 향후 결핵환자의 인적 특성에 맞춘 기술

역학연구가 추가로 필요하겠다. 둘째, 결핵의 특성상 연보통계만으로는 결핵 발생 시점을 명

확히 알기 어렵다는 점이다. 결핵의 잠복기가 길어서 발생 시기를 정확히 추정하기 어렵기 

때문이다. 그러나 초진 환자에 대한 연보통계라는 점을 활용하여, 결핵 신고 시점을 발생 시

점으로 간주하였다. 셋째, 기술역학연구이므로 한국인 결핵신고의 계절성을 야기하는 이유들

에 대한 추가 연구가 필요하다. 성별, 연령별로 계절과 실내 활동시간에 따른 비타민 D 농

도 수준을 알아내고, 결핵 발생과의 연관성을 알아내는 분석역학연구가 필요하다. 

 

 결핵 발생의 계절성에 대한 이해는 효율적이고 효과적으로 결핵을 예방하기 위해 

아주 중요하다 [27]. 계절별 차이 중 결핵 발생에 관여할 것으로 추정되는 요인들을 확인하

여 차단하거나 보완하는 방법으로 발생이 높은 계절에 집중적인 예방대책을 수립할 수 있기 

때문이다. 또한 결핵의 병인학적 지식 향상에 기여하고 [17], 감시체계를 공고히 하는데 역

시 도움이 되기 때문이다 [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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