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126

대한안과학회지 2022년 제 63 권 제 2 호
J Korean Ophthalmol Soc 2022;63(2):126-133
ISSN 0378-6471 (Print)⋅ISSN 2092-9374 (Online)
https://doi.org/10.3341/jkos.2022.63.2.126 Original Article

COVID-19 유행 기간 사회적 거리두기와 개인 위생이 유행성 

각결막염 발병에 미친 영향

Impact of Social Distancing and Personal Hygiene on the Prevalence of 
Epidemic Keratoconjunctivitis during the COVID-19 Pandemi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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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urpose: To analyze the change in the weekly incidence of epidemic keratoconjunctivitis (EKC) per 1,000 outpatients during the 
coronavirus disease 2019 (COVID-19) pandemic by comparing the mean weekly proportion of EKC of 2020 with that from 2016 
to 2019.
Methods: Using data from the Korea Disease Control and Prevention Agency for 2016-2020, we analyzed the weekly proportion 
of EKC per 1,000 outpatients. The data were also analyzed according to age, semester and vacation periods, region, and social 
distancing stages. For the Daegu data, we also analyzed the effects of social distancing in an area.
Results: The mean weekly proportion of EKC per 1,000 outpatients in 2020 was lower than in previous years for all ages 
(2016-2019 19.77 ± 7.17‰, 2020 7.28 ± 2.97‰; p < 0.001). During the semester, the mean difference between 2016-2019 and 
2020 was significant, particularly for preschool children. In Daegu, the weekly proportion of EKC per 1,000 outpatients during the 
extra 12-18 weeks of social distancing was significantly lower (2016-2019, 18.78 ± 6.61‰; 2020, 8.94 ± 2.92‰; p < 0.001).
Conclusions: The public health interventions implemented during the COVID-19 outbreak not only reduced the prevalence of 
COVID-19 but also reduced the prevalence of EKC. Therefore, maintaining hygiene principles and standard precautions may 
help prevent EK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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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년 12월 중국 우한에서의 첫 발병부터, 2021년 현재 까지 대유행으로 하루에도 수 십 만 명의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19 (COVID-19) 신규 환자들이 발생하여 전 세계가 

의료적, 경제적인 어려움을 겪고 있다. 전 국가들이 COVID-19 

치료 및 방역에 힘을 쓰고 있으며 사회적 거리두기, 유증상

자 및 확진자와 접촉한 사람들을 격리, 전수조사 시행, 개

인 손위생, 마스크 착용, 기침 에티켓 등 각 국가들은 이전

보다 강화된 공중보건 개입을 시행하고 있다. 사회적 거리

두기는 특히 기침이나 재채기 또는 말을 할 때 입이나 코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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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 나오는 비말 전파를 막는 데 중요하므로 사회적 접촉의 

빈도 및 기간을 감소시켜 COVID-19뿐만 아니라, 다양한 

감염병의 전파를 줄이는 데 도움을 주고 있다. 실제로 

COVID-19 발병 기간 동안 전 세계적으로 사회적 거리두

기, 손위생의 강화가 이전보다 유의하게 증가되었다는 보

고들이 있다.1-3

2020년 1월 20일 한국에서의 COVID-19 첫 확진자가 발

생하였고, 2월경 대구, 경북지역에서 한 교회의 모임을 통

해 약 2달간 폭발적으로 COVID-19 확진자가 발생하였다. 

한국은 감염병 위기 경보 단계를 심각 단계로 격상하였으며, 

전 국가적 단위의 공중보건 개입을 시행하였다. COVID-19

가 종식되지 않은 2021년 현재까지도 일부 규제들은 완화

되었으나, 아직도 사회적 거리두기 및 마스크 사용하기 등

의 수칙은 지속적으로 유지되고 있다. 공중보건의 강화는 

실제로 COVID-19의 감염을 막는 데도 효과적이었지만, 한

국에서의 다양한 감염성 질환의 발생률을 줄이는 데도 효

과적이었다. Lee et al4
과 Huh et al5

은 2020년 COVID-19 

대유행 기간 동안, 한국에서의 influenza virus와 수족구병 

등 다양한 호흡기 감염 질환들의 발병이 유의하게 감소하

였다는 사실을 보고하였다.

안과의 가장 흔한 전염병인 유행성 각결막염(epidemic 

keratoconjunctivitis)은 손과 분비물 등으로 전염되는 접촉

성 질환으로 주로 공공장소나 병원을 통해 전염되며, 매년

마다 많은 수의 환자들이 발생한다. Gottsch et al6은 유행성 

각결막염을 줄이기 위하여 감염 환자의 격리 진료, 의료진 

손 위생 강화, 진료 후 기구 소독을 시행한 이후 유행성 각

결막염의 대유행이 크게 감소하였다고 보고하였다. Muller 

et al7은 병원에서 공용으로 사용하는 안약의 사용을 줄이

는 것도 유행성 각결막염의 발생률을 낮췄다고 보고하였다. 

이처럼 감염원과의 접촉 감소 및 위생 강화를 통해 유행성 

각결막염의 발생률을 줄일 수 있다는 결과
8-12

를 통해 저자

들은 2016년부터 2020년까지 총 5년간의 질병관리청 청구 

자료를 이용하여 2020년에 한국에서 보건 강화를 통한 유

행성 각결막염의 발병의 변화를 분석하고, 이러한 보건 강

화를 통한 유행성 각결막염 예방 효과에 대해서 알아보고

자 한다. 

대상과 방법

본 연구는 질병관리청 자료(https://kdca.go.kr)와 대구 감

염병 관리지원단에서 받은 자료를 분석하였으며, 헬싱키선

언(Declaration of Helsinki)을 준수하였다. 또한 인증된 연

구윤리심의위원회(Institutional Review Board, IRB)의 심의 

면제 승인을 받았다(승인 번호: 2021-07-021).

질병관리청은 안과감염병인 유행성 각결막염 환자 감시

를 일부 표본감시체계로 운영하고 있으며, 전국 91개 안과 

개원의를 대상으로 환자를 신고 받아 매주 의사 환자 분율

(의사 환자[擬似患者] 분율[‰]: 유행성 각결막염 환자 수/

총 진료 환자 수×1,000) 수치로 기록하고 있다. 본 연구에

서는 질병관리청에서 받은 전국 단위의 유행성 각결막염 

의사 환자 분율 수치 및 대구 감염병 관리지원단에서 받은 

대구의 유행성 각결막염 의사 환자 분율 수치를 이용하여 

분석하여 연구를 진행하였다. 

저자들은 2016년 1월부터 2020년 12월까지 총 5년간의 

유행성 각결막염의 의사 환자 분율 수치를 분석하여 연령

별, 시기별 변화를 분석하였다. 환자를 연령별로 분석하기 

위하여 0-6세(영유아기[0-3세] 및 학령전기[3-6세]), 7-19세

(학령기[7-12세]) 및 청소년기[12-19세]), 20세 이상(성인)

으로 연령을 분류하여 분석하였다. 시기별로 분석하기 위

하여 등교 기간은 10-28주와 35-48주 기간으로 지정하였으며, 

그 외 기간은 방학 기간으로 지정하여 분석하였다. 2016년 

1월부터 2020년 12월까지 총 5년간 대구에서의 유행성 각

결막염 의사 환자 분율 수치를 분석하였으며, 2020년 1년

간 대구에서의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에 따라 기간을 나누

어 각 기간별(1-11주, 12-18주, 19-52주)로 평균 의사 환자 

분율 수치를 분석하였다. 

사회적 거리두기는 지역사회 감염을 차단하기 위해 실시

된 정부의 권고 수칙으로, 집단 모임 자제, 재택 근무의 확

대 등이 해당한다.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에서 매주마다 

COVID-19 확진자 수 변화 추이를 보며 필요에 따라 개편

하고 있다.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는 2020년 초기에 생활 속 

거리두기와 강도 높은 사회적 거리두기로 나누어서 시행되

다가 2020년 6월 28일(27주) 1-3단계로 구분해서 시행하기 

시작하였으며, 2020년 11월 1일(45주)부터는 코로나의 장

기화로 이전 3단계를 1.5, 2.5단계가 추가되어 총 5단계로 

개편되었다. 한국에서 1월 20일(4주) COVID-19 첫 확진자 

발생 후, 2월 3주차부터(8주) 대구에서 대규모 확진자들이 

발생하였으며 3월 9일(11주)부터는 전국적으로 마스크 5부

제 시행 및 3월 23일(13주)부터 강도 높은 사회적 거리두기

를 시행을 시작하였다. 강도 높은 사회적 거리두기는 5월 

초까지 이어졌으며, COVID-19 확진자의 감소로 5월 초

(19주)부터 다시 생활 속 거리두기로 단계를 낮추었다. 8월

경(34주) 2차 대유행으로 수도권을 중심으로 사회적 거리

두기 2단계로의 격상은 9월 말 추석 특별 방역(40-41주)까

지 이어졌다. 10월 초 확진자가 감소되는 추세로 사회적 거

리두기는 1-1.5단계로 낮추었다. 사회적 거리두기의 1-1.5단

계는 생활 방역에 해당하는 낮은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 

이상은 지역사회에서 COVID-19 유행이 확산하는 상태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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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1. The weekly proportions of epidemic keratoconjunctivitis (EKC) per 1,000 outpatients of each year from 2016 to 2020. The
mean of the weekly proportion of EKC per 1,000 outpatients was 19.77 during 2016-2019 and 7.18 during 2020. COVID-19 = coro-
navirus disease-19.

Age (years) 2016-2019 year (‰) 2020 year (‰) p-value* Mean difference (‰) Percent change (%)
All 19.77 ± 7.17 7.28 ± 2.97 <0.001 12.49 -63.18
0-6 64.33 ± 30.16 15.77 ± 9.65 <0.001 48.56 -75.49
7-19 33.40 ± 17.69 10.40 ± 4.50 <0.001 23.00 -68.86
>20 15.96 ± 4.78 6.72 ± 2.72 <0.001 9.24 -57.89

Values are presented as mean ± standard deviation.
*Statistically significances were tested by student t-test between 2016-2019 and 2020. 

Table 1. Average of the weekly proportion of epidemic keratoconjunctivitis per 1,000 outpatients during 2016-2019 and 2020

강도 높은 사회적 거리두기에 해당하며, 이러한 사회적 거

리두기의 단계별로 시기를 나누어 유행성 각결막염 변화를 

분석해 보았다. 

2020년과 2016-2019년의 평균 유행성 각결막염 의사 환

자 분율을 비교하기 위하여 independent t-test를 사용하였

다. 연령 및 시기별로 각 군의 평균 차이를 알아보기 위하

여 one-way analysis of variance를 사용하였다. 추가적으로 

각 군의 평균 차이를 사후 분석하기 위하여 Scheffe’s method

를 사용하였다. 자료의 분석은 IBM SPSS ver. 26 (IBM 

Corp., Armonk, NY, USA)을 사용하였으며, 통계학적 유의 

수준은 p<0.05로 정의하였다. 

결 과

전국 유행성 각결막염 의사 환자 분율(2016-2020년)

연령별 분석

전체 연령에서 2016-2019년의 유행성 각결막염 평균 의

사 환자 분율은 19.77 ± 7.17‰, 2020년은 7.28 ± 2.97‰였

으며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가 있었다(p<0.001) (Table 1, 

Fig. 1). 저자들은 연령별로 구분하여 차이를 분석해 보았

다. 0-6세에서 2016-2019년의 평균 의사 환자 분율은 64.33 

± 30.16‰, 2020년은 15.77 ± 9.65‰로 나타났다. 7-19세에

서 2016-2019년의 평균 의사 환자 분율은 33.40 ± 17.69‰, 

2020년은 10.40 ± 4.50‰로 나타났다. 20세 이상에서 2016-

2019년의 평균 의사 환자 분율은 15.96 ± 4.78‰, 2020년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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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ge (years) 2016-2019 year (‰) 2020 year (‰) p-value* Mean difference† (‰) Percent change (%)
All 17.90 ± 6.25 9.61 ± 3.38 <0.001 8.29 -46.31
0-6 57.09 ± 23.48 23.79 ± 9.54 <0.001 33.30 (a)‡ -58.33
7-19 28.67 ± 15.11 12.46 ± 4.67 <0.001 16.21 (b)‡ -56.54
>20 14.70 ± 4.35 8.87 ± 3.17 <0.001 5.83 (b)‡ -39.66

Values are presented as mean ± standard deviation.
*Statistically significance were tested by student t-test between 2016-2019 and 2020; †statistically significance was found (p = 0.000) tested by 
one-way analysis of variance among three age groups; ‡the same letters indicate non-significant difference between groups based on Scheffe 
multiple comparison test.

Table 3. Average of the weekly proportion of epidemic keratoconjunctivitis per 1,000 outpatients during 2016-2019 and 2020 during
the vacation

Age (years) 2016-2019 year (‰) 2020 year (‰) p-value* Mean difference† (‰) Percent change (%)
All 20.84 ± 7.46 5.94 ± 1.59 <0.001 14.90 -71.50
0-6 68.50 ± 32.77 11.15 ± 6.09 <0.001 57.35 (a)‡ -83.72
7-19 36.12 ± 18.53 9.21 ± 4.01 <0.001 26.91 (b)‡ -74.50
>20 16.68 ± 4.89 5.48 ± 1.35 <0.001 11.20 (c)‡ -67.15

Values are presented as mean ± standard deviation. 
*Statistically significance were tested by student t-test between 2016-2019 and 2020; †statistically significance was found (p = 0.000) tested by 
one-way analysis of variance among three age groups; ‡the same letters indicate non-significant difference between groups based on Scheffe 
multiple comparison test.

Table 2. Average of the weekly proportion of epidemic keratoconjunctivitis per 1,000 outpatients during 2016-2019 and 2020 during
the semester

6.72 ± 2.72‰로 나타났다. 세 연령군 모두 2016-2019년과 

2020년에서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가 있었다(p<0.001) 

(Table 1).

모든 연령에서 2020년에서 유의한 감소를 보였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지만, 연령에 따른 감소 정도를 알아보기 위

하여 연령별 세 집단의 평균 차이에 대한 추가적인 분석을 

하였다. 2016-2019년과 2020년의 평균 의사 환자 분율 차

이를 살펴보면, 0-6세는 48.56‰, 7-19세는 23.00‰, 20세 

이상은 9.24‰, 전체 연령에서는 12.49‰로 나타났다. 2020년

과 평년(2016-2019년)간 의사 환자 분율의 평균 수치는 통

계적으로 유의한 차이가 있었으며(p<0.001), 연령별로 영유

아기 및 학령기전 아동, 학령기 및 청소년기, 성인 순으로 

평균 의사 분율의 감소 정도가 크다는 것을 알 수 있다

(Table 1).

시기별 분석 

등교 기간의 2020년도와 평년(2016-2019년)의 유행성 각

결막염 발생을 비교하였다. 전체 연령에서 등교 기간의 

2016-2019년의 유행성 각결막염 평균 의사 환자 분율은 

20.84 ± 7.46‰, 2020년은 5.94 ± 1.59‰로 나타났다. 0-6세

에서 2016-2019년의 평균 의사 환자 분율은 68.50 ± 32.7

7‰, 2020년은 11.15 ± 6.09‰로 나타났다. 7-19세에서 2016-

2019년의 평균 의사 환자 분율은 36.12 ± 18.53‰, 2020년

은 9.21 ± 4.01‰로 나타났다. 20세 이상에서 2016-2019년 

평균 의사 환자 분율은 16.68 ± 4.89‰, 2020년은 5.48 ± 

1.35‰로 나타났다. 전체 연령 및 세 연령군 모두 2016-

2019년과 2020년 사이에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가 있었

다(p<0.001) (Table 2). 모든 연령에서 2020년도에 유행성 

각결막염의 발병이 유의하게 감소했다는 것을 알 수 있지

만, 등교 기간의 연령별 차이를 분석하기 위하여 연령별 세 

집단의 2016-2019년과 2020년 의사 환자 분율 평균 차이를 

분석하였다. 0-6세에서 평균 의사 환자 분율의 차이는 

57.35‰, 7-19세는 26.91‰, 20세 이상은 11.20‰로 나타났

으며, 등교 기간에 영유아기 및 학령기전 아동에서의 그 차

이가 가장 컸음을 알 수 있다. 

방학 기간을 살펴보면, 전체 연령에서 2016-2019년의 평균 

의사 환자 분율은 17.90 ± 6.25‰, 2020년은 9.61 ± 3.38‰

로 나타났다. 0-6세에서 2016-2019년의 평균 의사 환자 분

율은 57.09 ± 23.48‰, 2020년은 23.79 ± 9.54‰로 나타났다. 

7-19세에서 2016-2019년의 평균 의사 환자 분율은 28.67 ± 

15.11‰, 2020년은 12.46 ± 4.67‰로 나타났다. 20세 이상

에서 2016-2019년 평균 의사 환자 분율은 14.70 ± 4.35‰, 

2020년은 8.87 ± 3.17‰로 나타났다. 방학 기간에도 전체 

연령 및 세 연령군 모두 2016-2019년과 2020년에서 통계적

으로 유의한 차이가 있었다(p<0.001) (Table 3). 

2020년도 전체 연령에서 등교 기간의 평균 의사 환자 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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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eeks 2016-2019 year (‰) 2020 year (‰) p-value* Mean difference† (‰) Change (%)
Total 21.82 ± 9.07 14.74 ± 6.05 <0.001 7.08 -32.45
1-11 17.33 ± 9.21 17.39 ± 3.86 0.265 -0.06 (a)‡ 0.35
12-18 18.78 ± 6.61 8.94 ± 2.92 <0.001 9.84 (b)‡ -52.40
19-52 23.89 ± 8.80 15.07 ± 6.40 <0.001 8.82 (b)‡ -36.92

Values are presented as mean ± standard deviation.
*Statistically significance were tested by student t-test between 2016-2019 and 2020; †statistically significance was found (p = 0.000) tested by 
one-way analysis of variance among three age groups; ‡the same letters indicate non-significant difference between groups based on Scheffe 
multiple comparison test.

Table 4. Average the weekly proportion of epidemic keratoconjunctivitis per 1,000 outpatients during 2016-2019 and 2020 in Daegu

Figure 2. The weekly proportions of epidemic keratoconjunctivitis (EKC) per 1,000 outpatients during 2020 highlighting the periods
of the social distancing. Period A is high social distancing period (over 2.0 level). Period B is low social distancing period (1.0-1.5
level). COVID-19 = coronavirus disease-19.

율은 평년(2016-2019년)과 비교하여 -71.50% 감소하였으

며, 방학 기간의 평균 의사 환자 분율은 평년과 비교하여 

-46.31% 감소하였다. 즉, 방학 기간보다 사회적 접촉을 많

이 하는 등교 기간의 2020년 평균 의사 환자 분율 감소 정

도가 더 크다는 것을 알 수 있었다(Table 2, 3). 또한 등교 

기간과 방학 기간 모두에서 연령별로는 영유아기 및 학령

전기, 학령기 및 청소년기, 성인 순으로 평균 의사 분율의 

감소 정도가 크다는 것을 알 수 있다. 

대구광역시 주수별 유행성 각결막염 의사 환자 분율

(2016-2020년)

대구 지역을 살펴보면, 2016-2019년의 유행성 각결막염 

의사 환자 분율 평균은 21.82 ± 9.07‰, 2020년의 평균은 

14.74 ± 6.05‰로 평년에 비해 2020년에 통계적으로 유의한 

감소를 보였다(p<0.001) (Table 4). 2020년과 2016-2019년 

평균 의사 환자 분율의 차이는 7.08‰로 2020년에 -32.45%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대구에서의 사회적 거리두

기에 단계에 따른 주수별 평균 유행성 각결막염 의사 환자 

분율을 분석해 보았다. 특별 재난 지역으로 지정된 12주부

터 18주까지 강도 높은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를 지속하였

으며, 평년(2016-2019년)과 비교하였을 때 이 기간 동안 유

행성 각결막염 평균 의사 환자 분율의 차이는 9.84‰로 

-52.40%로 가장 크게 감소하였으며, 사회적 거리두기를 시

행하기 전(1-11주)과 유의한 차이가 있었다(p<0.001) (Table 4).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에 따른 유행성 각결막염 의사 

환자 분율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는 매주마다 COVID-19 확진자 수

에 따라서 변경되는데, 2020년 13-18주 및 34-40주는 강도 

높은 사회적 거리두기 즉,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 이상에 

해당하는 시기이며, 19-31주, 41-46주는 생활 속 거리두기 

즉, 사회적 거리두기 1-1.5단계에 해당하는 시기였다. 사회

적 거리두기 강화에 따라서 COVID-19 확진자 수의 감소뿐

만 아니라, 유행성 각결막염 의사 환자 분율도 감소되는 경

향을 보였으며, 거리두기 완화 시 유행성 각결막염 의사 환

자 분율도 증가하는 경향을 보였다. 이를 통해 사회적 거리

두기가 유행성 각결막염 발병에 미치는 영향을 알 수 있었

다(Fig.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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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 찰

COVID-19 대유행 발생 이후 정부는 지역 사회 확산을 

방지하기 위한 사회적 통제의 기준을 매주 조정하는 노력

을 하고 있으며 개인들도 강화된 위생이 일상 속에 자리잡

고 있다. 2020년 4월 질병관리청에서 만 19세 이상 성인을 

대상으로 시행한 2020년 지역사회건강조사 보도자료에 따

르면 손 세정률은 2019년 85.5%에서 2020년에는 97.6%로 

증가되었고 공공장소에서의 마스크 사용률은 2020년에 

99.5%로 증가되어 이전보다 높아진 개인 위생 수준을 보여

준다. 또한 이전보다 병원에서의 손 위생도 더 철저히 지켜

지고 있다.13

본 연구에서는 전 국민을 대상으로 한 5년간의 질병관리

청 청구 자료를 이용하여 2020년 1년 동안 COVID-19의 확

진자수와 함께 유행성 각결막염의 발병의 변화를 분석하였

고, 이를 바탕으로 사회적 거리두기의 강도에 따른 유행성 

각결막염 발생률의 변화를 확인하였다. COVID-19뿐만 아

니라 유행성 각결막염도 사회적 거리두기 강화 기간 동안

에는 발병이 감소, 거리두기 완화 기간에는 증가되는 추세

를 보여 실제 사회적 거리두기가 안과 감염병에 미치는 영

향을 알 수 있었다. 2020년 1년간 유행성 각결막염의 의사 

환자 분율은 평년(2016-2019년)의 수치보다 유의하게 감소

하였다. 또한 등교 기간에도 특별한 상승 추세 없이 지속적

으로 낮은 수치를 보이는 것도 특징적이다. Kim et al14
은 

H1N1 influenza 유행 시기에 유행성 각결막염의 발생 감소

가 있었으며, 강화된 손 세정과 같은 개인 위생 강화의 유

행성 각결막염 예방 효과에 대하여 보고하였다. Yoon et 

al15
은 폐쇄된 환경에서 밀접 접촉을 하는 군대에서 COVID-19 

기간 동안 결막염을 포함한 다양한 감염성 질환들의 발생

이 감소했다고 보고하였다. 이와 마찬가지로 2020년의 유

행성 각결막염 발병의 감소 원인이 정확히 무엇인지 확인

은 어려우나, 사회적 거리두기 및 손 세정과 같은 개인 위

생 강화 등이 이러한 결과를 가져왔을 것으로 생각된다. 또

한 유초중고 신학기 개강 연기 및 온라인 개강 등은 이러한 

전염병의 확산을 막는 데 큰 영향을 미쳤을 것으로 생각된

다. 정부의 특별 방침으로 2020년에는 평년 3월초경 시작

하던 개강이 4월경부터의 단계별 개강 실시 및 원격 수업

으로 시행되었다. 특히 영유아기 및 학령전기와 학령기 및 

청소년기는 2020년은 평년과 비교하였을 때, 등교 기간에 

유행성 각결막염의 발병이 크게 늘지 않았고, 평년과 비교 

시 의사 환자 분율 수치가 유의하게 낮았음을 알 수 있다. 

평년과 비교하여 의사 환자 분율의 차이가 모든 연령에서 

등교 기간에 방학 기간보다 더 크게 확인되었으나, 특히 영

유아기 및 학령전기와 학령기 및 청소년기에서 그 차이가 

더 크게 나타났다. COVID-19 유행 기간 동안에 소아에서

의 다양한 감염병 질환의 감소들이 보고되고 있다.16-18 

Hatoun et al17
은 COVID-19 발병으로 사회적 거리두기를 

시행 후 소아들의 감염병 질환들의 발생 감소는 그 질환 자

체가 실제로 발병률이 감소한 것일 수도 있으나, 병원을 찾

는 빈도의 감소 때문일 수도 있다고 보고하였다. McBride18

는 소아들의 다양한 질병 전파 예방을 위해 사회적 거리두

기뿐만 아니라 손 씻기와 개인 위생 강화의 효과를 강조하

였다. 다른 질환들과 마찬가지로 위생 관념이 떨어지는 어

린 나이일수록 접촉 빈도를 줄이고 개인 위생을 강화하는 

것이 유행성 각결막염 발생 예방에도 효과적이었을 것으로 

생각된다. 

현재까지 전 세계적으로 전 국민을 대상으로 COVID-19 

발생 기간 동안의 유행성 각결막염 발생에 대하여 분석한 

연구가 거의 없다. Lee et al4은 2020년 1-4월까지 influenza 

감염의 변화에 대하여 연구를 시행하였다. 2020년 1-4월간의 

influenza 의사 환자 분율과 입원율이 모두 평년(2017-2019년)

에 비하여 감소하였으며 influenza 유행 시간도 짧아졌다고 

보고하였는데, 이 결과는 본 연구와 유사한 경향을 보였다. 

Huh et al5
은 초기에 특히 다수의 확진자들이 발생하여 특

별구역으로 선포되어 재난구역으로 지정된 대구 및 경북 

지역이 다른 지역 간의 호흡기 질환의 발생률 감소에 차이

가 없다는 결과를 보였으며, 저자들도 대구 지역에서의 유

행성 각결막염 발생 감소가 다른 지역보다 더 크지 않다는 

결과를 보였다. 

이 연구의 결과를 통해 COVID-19 통제를 위한 공중보건 

강화가 호흡기성 감염 질환뿐만 아니라 안과 감염병 예방

에도 도움이 된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아직도 COVID-19의 

확산이 지속되지만, 한편으로는 안과 감염병의 감소를 통

하여 이에 대한 의료 비용 감소 및 진료에 소모하는 인력 

소모 감소에도 도움을 준 면도 있다. WHO에서는 호흡기 

증상이 있는 경우에 다른 질환과의 감별이 어려워 COVID-19 

감염 여부를 확인하기 위한 철저한 선별 검사 및 기침 예절

을 권유하고 있다.19 Huh et al20
은 강화된 기침 예절 및 마

스크 착용을 통하여 폐렴, 독감, 만성 폐쇄성 폐질환 등의 

유의한 감소가 있었다고 보고하였다. 결론적으로 COVID-19 

감염을 줄이기 위한 사회적 거리두기 시행 및 개인 위생 강

화는 유행성 각결막염의 발생 감소에도 도움을 줄 수 있다

는 결과를 통하여, 앞으로도 손 씻기와 같은 개인 위생 교

육 및 방역의 강화를 유지한다면 유행성 각결막염 뿐만 아

니라, 다양한 전염성 안과 질환들의 발생을 예방하는 데도 

도움을 줄 것으로 생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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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진영 외 : 코로나19 유행과 유행성 각결막염 변화-

= 국문초록 = 

COVID-19 유행 기간 사회적 거리두기와 개인 위생이 유행성 

각결막염 발병에 미친 영향

목적: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19 발병 기간 유행성 각결막염의 발생 변화를 알기 위해 2020년도 유행성 각결막염 의사 환자 분율을 

2016년부터 2019년의 의사 환자 분율과 비교 분석해 보고자 한다.

대상과 방법: 2016년부터 2020년까지 총 5년간의 질병관리청에 보고된 유행성 각결막염 의사 환자 분율 데이터를 이용하여 2020년 

유행성 각결막염의 연령별, 시기별 변화를 알아보았다. 또한 대구에서 2016년부터 2020년까지 유행성 각결막염 의사 환자 분율을 

비교하여 특정 지역에서 시행된 사회적 거리두기가 미치는 영향을 알아보았다.

결과: 2016-2019년과 2020년의 유행성 각결막염 의사 환자 분율 평균값을 비교하였을 때, 2020년에 전체 연령에서 유의한 감소를 

보였다(2016-2019년 19.77 ± 7.17‰, 2020년 7.28 ± 2.97‰; p<0.001). 등교 기간의 영유아기 및 학령전기에서 2020년도 유행성 각

결막염 발병 감소 정도가 가장 컸다. 대구에서 5년간의 유행성 각결막염 의사 환자 분율 평균값을 비교하였을 때, 2020년에 유의한 

감소를 보였으며, 강화된 거리두기 단계 시기(12-18주)에 그 감소 정도가 가장 컸다(2016-2019년 18.78 ± 6.61‰, 2020년 8.94 ±
2.92‰; p<0.001).
결론: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19 감염을 줄이기 위한 사회적 거리두기 시행 및 개인 위생 강화는 유행성 각결막염의 발생 감소에도 

영향을 주었다. 이를 통해 유행성 각결막염의 발생을 예방하는 데 손 씻기와 같은 개인 위생과 방역의 중요성을 알 수 있다. 

<대한안과학회지 2022;63(2):126-1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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