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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이슈

희귀질환 극복의 날(Rare Disease Day)
질병관리본부 국립보건연구원 희귀질환과 박소연, 안윤진

희귀질환은 환자 수가 매우 적어서 질환 관련 정보의 부족 등으로 진단이나 치료가 어려운 질환을
일컬으며, 나라마다 희귀질환을 정의하는 기준에는 조금씩의 차이가 있다. 우리나라에서는 2016년 12월
시행된 「희귀질환관리법」제2조에 따라 ‘유병(有病)인구가 2만 명 이하이거나 진단이 어려워 유병인구를 알
수 없는 질환으로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 절차와 기준에 따라 정한 질환’으로 정의하고 있다. 희귀질환은
국제보건기구(WHO)에 따르면 전 세계적으로 약 5,000∼8,000개의 질환이 있을 것으로 보고 있고,
우리나라에서도 1,000개 이상의 질환이 있을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 대부분의 희귀질환은 정확한 진단이나
충분한 치료를 받기 어렵고, 희귀질환자와 그 가족을 지원하는 소셜 네트워크 등 정보가 부족한 경우가 많아서, 희귀질환자 및 그 가족에 대한
치료 등 의료접근성 개선의 필요성이 대두되었다.
우리나라에서는 ‘희귀질환에 대한 국민의 이해를 높이고 희귀질환의 예방ㆍ치료 및 관리 의욕을 고취시키기 위하여 「희귀질환관리법」에
매년 5월 23일을 ‘희귀질환 극복의 날’로 정하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희귀질환 극복의 날의 취지에 적합한 행사, 희귀질환의 예방 및 조기
발견 등 희귀질환관리에 관한 교육ㆍ홍보 사업을 시행’하도록 하고 있다. 2017년 ‘제1회 희귀질환 극복의 날’을 시작으로 매년 5월 23일에
환우단체, 학계, 관련기관 종사자들이 참여한 기념행사를 개최하고 학술 심포지엄을 통해 희귀질환 진단 및 치료기술 개발 연구 등 다양한
연구정보 및 최신 지식 교류의 기회를 마련하고 있다.
외국에서도 일반대중과 의료진, 정책 결정자들을 대상으로 희귀질환과 희귀질환이 환자의 삶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인식을 높이고자
2008년부터 세계 ‘희귀질환의 날’ 캠페인을 진행하고 있다. 첫 번째 ‘희귀질환의 날’ 행사는 EURORDIS(European Organisation for Rare
Diseases)라 불리는 유럽의 희귀질환 기구가 여러 유럽 국가들과 캐나다와 함께 2008년 2월 29일에 개최하였다. 2월 29일은 4년마다 한 번
오는 ‘희귀한 날’이라는 의미로 선택되었고, 2월 29일이 없는 해에는 ‘희귀’ 일수가 있는 달인 2월의 마지막 날을 희귀질환의 날로 하여 다양한
행사를 하고 있다. ‘희귀질환의 날’ 캠페인은 유럽 행사로 시작되어 점차 세계 행사로 자리잡아가고 있으며, 2009년부터는 미국이 참가하고,
2019년에는 전 세계 100여 개국이 참가하였다. 전 세계적으로 희귀질환의 날에는 희귀질환에 대한 대중의 인식을 높이기 위한 기금 모금
행사, 캠페인을 기획하거나 컨퍼런스 등을 개최하고, 희귀질환과 관련된 정책 문제를 논의하기 위하여 정책 입안자, 공공 당국, 업계 대표,
연구원, 보건 전문가 등이 모여 공개 토론회 등을 개최하기도 한다.

※ 참고사이트 : www.rarediseaseday.or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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