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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A ComparativeStudyBetweenTsutsugamushiSingle

InfectionandConcomitantInfectionwith

HemorrhagicFever

0h,HyeJong

Advisor:Seong-WooChoi,M.D.,Ph.D.

DepartmentofPublicHealth

GraduateSchoolofHealthScience,

ChosunUniversity

Object:Inthisstudy,forcomparing clinicalsignsandbloodtestswhen

autumnsuddenfevereddisease,TsutsugamushiDiseaseisinfectedwithmixing

hemorrhagicfeverwithrenalsyndrom,211positivepatients,whohaveantibody

titermorethan1:80inserologicexaminationofTsutsugamushiDiseasefrom

January1st,2006toDecember31th,2010inageneralhospital,Jeollanam-do

province,wereadoptedasastudyingobjects.

Method:Throughtheresearchdata,themedicalrecordsoftheobjectswere

analyzedretrospectivelyandcomparedclinicalsignsandbloodtests.

Result:Inrespectoffrequency,attackrateofTsutsugamushiDiseasewas

highestin2010.SingleinfectionpatientsofTsutsugamushiDiseasewere183

andmixedinfectionpatientswithHemorrhagicFeverwithRenalSyndrom wer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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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8.Inrespectofage,patientsoverthe70'sweremostlyinfected.Inrespectof

sex,malepatientswere70(31.7%)andfemalepatientswere151(68.3).Women

weremoreinfectedthanmen.Inrespectofoutbreaktime,themorethan70%

diseaseoccurrenceofallwaschargedinOctoberandNovemberanditalso

occurredin spring,summerandwinter.In theclinicalsigns,fever(p=0.045),

itcing(p=0.001)andmyalgia(p=0.001)ofmixedinfectionwasmorehigherthan

singleinfection.Andinthebloodtests,AST(p=0.001),ALT(p=0.001),bloodurea

nitrogen(p=0.002),totalbilirubin(p=0.001)valueofmixed infection was more

higherthansingleinfection.

Conclusion:Theseresultswouldbethebasicdataontheclinicalsignsand

by early detection ofmixed infection,itcould be possible to preventthe

complicationsofdiseases,shortenthehospitalizationperiodandincreasepublic

awarenessonthemixedinfection.

Keywords:TsutsugamushiDiseases,HemorrhagicFeverwithRenalSyndr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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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서 론

쯔쯔가무시병은 신증후군 출 열,렙토스피라병과 함께 가을철 3 성열성 염

병가운데 하나로 들쥐나 야생동물에 기생하는 쯔쯔가무시균에 감염된 털 진드기의

유충이 사람의 피부를 물어서 감염 된다(이정석,2006).우리나라에서는 1951년 한

국 에서 주한 유엔군에 의해 처음 보고되었고,1986년부터는 청학 인 진단이

가능하게 되어 차 보고가 많아지게 되었다(홍진희,2001).1997년 이 까지 연간

300명 미만의 환자가 보고되었으나,1998년 이후 증하여 매년 수천 명이상의 환

자가 발생하고 있다.세계 인 추세로는 아시아의 동부,남동지역,인도,호주북부지

역과 주 섬들에 국한되어 발생 한다(박항순,2004).

병원체는 Orientiatsutsugamushi라는 리켓치아로서 이에 감염된 털 진드기의 유

충에 물려 감염되며,국내에서는 주로 10월과 11월에 발생 한다.우리나라에서는 법

정 염병 제3군에 포함시켜 보건기 에서 발생신고를 받아 리하고 있다(김동민,

2009).질병 리본부의 통계에 따르면 쯔쯔가무시병의 발생은 국 으로 2006년

7,021명이던 환자가 2009년에는 5,391명으로 감소되었다.그러나 2010년에는 5,671명

으로 환자가 다시 증가되는 경향을 보이고 있다. 라남도는 충청남도, 라북도 다

음으로 국에서 발생률이 높은 지역으로 2008년 508명,2009년 680명,2010년 532

명이 발생했던 것으로 보고되었다(질병 리본부,2011).

신증후군 출 열은 쥐에 의해 되는 질병으로 병원체에 감염된 설치류의 소변,

변 타액을 통해 배출되는 배설물에 섞여 있는 한탄바이러스가 공기 에 부

유되면서 인체의 호흡기를 통하여 감염되는 질환이다(송 제 등,2006).이 질환은

1951년 가을 6·25동란에 참 하고 있던 미군병사에서 원인불명의 고열,신장염,출

성 경향 등의 증상을 보이는 성질환이 발생하여 쟁이 끝날 때까지 유엔군에

서 약 3,000여명의 환자가 발생하여 원인을 모르는 상태에서 한국형 출 열, 는

유행성 출 열이라 불리었으며,1976년에 경기도에서 잡은 등 쥐의 폐 조직에서

원인을 찾아내어 바이러스가 원인이라는 것을 밝혔으며,바이러스 이름도 한탄바이

러스로 명명하 다.국내에서는 주로 10∼12월에 부분의 환자가 발생하고 있다

(김효열,2009).

쯔쯔가무시병과 신증후군 출 열과 같은 성열성질환들은 단독감염 시 부분

임상증상으로 발열,오한,두통,등 신증상을 보이며, 액검사에서도 백 구 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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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색소 감소, 소 감소, 청알부민 감소, 액요소질소 증가,크 아티닌 증

가,Asparateaminotransferase(AST)증가,Alanineaminotransferase(ALT)증가

등의 유사한 증상을 보인다(김창욱,2003). 한 이 질환들은 모두 설치류와 한

련이 있으며,고열과 피부병변을 동반하는 등 질병 기에 이러한 질환들을 감별

하기는 쉽지 않다.쯔쯔가무시병은 일반 으로 치명률이 낮지만 드물게 치명 인

경과로 주로 폐 는 추신경계 합병증이 병발하게 되고,신증후군 출 열은 사망

률이 40%에 달하는 질환으로 갑작스런 압,호흡부 ,신부 ,쇼크증상을 보이

며(김고운,2009),이 시기에 불응성 쇼크에서 회복되지 못하면 사망하게 된다(김효

열,2009).

혼합감염은 단독감염과 임상양상은 유사하나 측을 못할 경우 환자 재원일수가

길어지고,비 형 인 합병증을 유발한다(송은훈 등,2010).따라서 쯔쯔가무시병

단독감염 환자에서 치료 시 임상 으로 호 되지 않을 경우 혼합감염을 의심해야

할 것이다(이상표 등,2007).이러한 임상증상과 치명 인 합병증이 쯔쯔가무시병과

신증후군 출 열과의 혼합감염을 일으킬 경우 진단 치료에 혼동을 래할 수

있으며,합병증 유발 험이 더욱더 증가할 것으로 단된다.이에 쯔쯔가무시병의

단독감염과 신증후군 출 열과의 혼합감염 시 임상 인 양상을 비교 분석 할 필요

성을 가지게 되었다.이 에 쯔쯔가무시병과 성열성질환과의 혼합감염에 한 증

례보고는 있었지만,쯔쯔가무시병과 신증후군 출 열과의 혼합감염에 한 조사연

구는 재까지 보고되지 않았다.

따라서 본 연구는 가을철에 라남도 일개종합병원에서 발생한 쯔쯔가무시병의

단독감염과 신증후군 출 열과의 혼합감염 환자들의 일반 특성을 분석하고,임상

증상 액검사의 비교를 통해 쯔쯔가무시병과 신증후군 출 열과의 혼합감염에

한 임상 양상에 한 기 자료를 제공하며, 반 인 문헌고찰로 혼합감염의

인식을 높이는데 도움이 되고자 실시되었다.



- 3 -

Ⅱ.연구 방법

A.연구 상

연구 상은 라남도 일개종합병원에서 2006년 1월 1일부터 2010년 12월 31일까

지 최근 5년간 쯔쯔가무시병 증상이 있어 쯔쯔가무시병으로 진단받고, 청학 검

사에서 항체역가가 1:80이상으로 쯔쯔가무시병 확진환자 분석에 필요한 자료가

충분한 221명을 상으로 하 다.

B.조사 방법

자료조사는 라남도 일개종합병원에서 쯔쯔가무시병 양성 환자의 의무기록을 통

해 후향 으로 상자의 일반 인 특성을 분석하 고,임상증상과 액검사를 비교

분석하 으며,자료내용 의문되는 사항은 환자본인, 는 보호자에게 직 화

를 걸어 추가 인 정보를 수집하 다.

임상증상으로는 이 연구(김효열,2009)에서 보고된 증상을 고려하여 발열,오한,

발진,구역/구토,기침,가려움,근육통에 한 의무기록을 조사하 다.

액검사의 경우 증상이 있어 의료기 을 방문해 쯔쯔가무시병 진단 시 측정한

수치로, 액검사 항목은 이 연구(김창욱,2003;방소 등,2006)에서 보고된 항

목을 고려하여 백 구, 색소, 소 ,AST,ALT, 청알부민, 액요소질소,크

아티닌,총 빌리루빈을 조사하 다.

조사한 병원에서는 액검사에서 구 검사 백 구, 색소, 소 항목은

Coulter 5diff(USA,Backman)장비를 사용하여 검사하 으며,화학검사항목

AST,ALT, 청알부민, 액요소질소,크 아티닌,총 빌리루빈 항목은 자동 액

화학분석기 Accute40FR(Japan,TOSHIBA)장비를 사용하여 측정하 다.

청학 역가검사는 쯔쯔가무시병 의심환자의 청을 삼 의료재단에 의뢰하여

간 구응집검사(IndirectHemagglutination,IHA)의 방법으로 검사하 으며,신

증후군 출 열은 간 면역형 항체검사(Indirect Immunofluorescent Antibody,

IFA)의 방법을 이용하여 검사하 으며,쯔쯔가무시병과 신증후군 출 열 모두 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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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역가가 1:80이상의 양성 환자를 혼합감염으로 분류하 다.

C.자료 분석

모든 수집된 자료의 통계처리는 SPSS(Win12.0) 로그램을 이용하여 분석하 으

며, 상자의 일반 인 특성으로 성별,연도별,연령별,발생 시기별,기 질환,건강

습 은 기술분석을 실시하여,카이제곱검정으로 통계 유의성을 검정하 다.임상

증상은 증상별 단독감염과 혼합감염과의 유의성을 카이제곱검정으로 검정하 으며,

로지스틱 회귀분석을 통해 일반 인 특성(독립변수)을 보정한 비차비와 95%신뢰구

간을 산출하여 비교 분석하 다. 액검사는 평균과 표 편차를 구하여 독립표본

T검정을 시행하 으며,공분산분석을 통해 일반 인 특성을 보정 후 비교 분석하

다.로지스틱 회귀분석과 공분산분석에서 보정한 변수는 성별,연령,흡연과 음주,

고 압,당뇨,고지 증이다.통계 유의수 은 p＜0.05일 때 통계학 의의가 있다

고 정의하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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Ⅲ.연구 결과

A. 상자의 일반 특성

체 상자 221명 성별로는 남자의 경우 단독감염 62명(33.9%),혼합감염 8명

(21.0%)으로 체 70명(31.7%)이며,여자의 경우 단독감염 121명(66.1%),혼합감염 30

명(79.0%)으로 체 151명(68.3%)의 분포로 여성에서 더 높은 발병률을 보 으나,성

별 간 쯔쯔가무시병 단독감염과 신증후군 출 열과의 혼합감염 발생의 유의한 차이

는 없었다(p=0.175).발생연도별로는 2010년에 단독감염 41명(22.4%),혼합감염은 11

명(28.9%)이며, 체 52명(23.5%)으로 가장 높은 발생빈도를 보 으며,쯔쯔가무시병

단독감염과 신증후군 출 열과의 혼합감염 발생의 유의한 차이는 없었다(p=0.089).

연령별 환자 발생은 70세 이상에서 단독감염 69명(37.7%),혼합감염은 18명(47.3%)이

며, 체 87명(39.4%)으로 가장 많이 발생하 다.연령별 쯔쯔가무시병 단독감염과

신증후군 출 열과의 혼합감염 발생의 유의한 차이는 없었다(p=0.783).발생시기별

환자발생은 가을에 단독감염 148명(80.8%),혼합감염은 23명(60.5%)이며, 체 171명

(77.4%)으로 가장 높게 나타났다.계 별로는 쯔쯔가무시병 단독감염과 신증후군 출

열과의 혼합감염 발생의 유의한 차이가 있었다(p=0.008).기 질환 고 압은 단

독감염에서 31명(16.9%),혼합감염은 8명(21.0%)으로 체 39명(17.6%)이었으며,당

뇨는 단독감염에서 21명(11.4%),혼합감염은 5명(13.1%)으로 체 26명(11.8%)이었으

며,고지 증은 단독감염에서 10명(5.4%),혼합감염은 3명(7.9%)으로 체 13명

(5.9%)이었다.기 질환 모두 쯔쯔가무시병 단독감염과 신증후군 출 열과의 혼합감

염 발생의 유의한 차이가 없었다(고 압 p=0.710,당뇨 p=0.987,고지 증 p=0.841).

건강습 으로 흡연은 단독감염에서 30명(16.3%),혼합감염에서 7명(18.4%)으로 체

37명(16.7%)이었으며, 재 음주는 단독감염에서 58명(32.0%),혼합감염은 16명

(42.1%)이며, 체 74명(33.5%)으로 쯔쯔가무시병 단독감염과 신증후군 출 열과의

혼합감염 발생의 유의한 차이가 없었다(흡연 p=0.947, 재음주 p=0.294)(Table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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Variable＼Infection
Single

Infection

Mixed

Infection
Total p-value

Sex 0.175

Male 62(33.9) 8(21.0) 70(31.7)

Female 121(66.1) 30(79.0) 151(68.3)

Year 0.089

2006 28(15.3) 2( 5.3) 30(13.6)

2007 40(21.9) 6(15.8) 46(20.8)

2008 37(20.2) 5(13.2) 42(19.0)

2009 37(20.2) 14(36.8) 51(23.1)

2010 41(22.4) 11(28.9) 52(23.5)

Age(year) 0.783

≤39 8( 4.3) 1( 2.6) 9( 4.1)

40∼49 15( 8.3) 3( 7.9) 18( 8.1)

50∼59 41(22.4) 8(21.1) 49(22.2)

60∼69 50(27.3) 8(21.1) 58(26.2)

≥70 69(37.7) 18(47.3) 87(39.4)

Timeofdiagnosis 0.008

Spring 3( 1.7) 4(10.5) 7( 3.2)

Summer 18( 9.8) 5(13.2) 23(10.4)

Autumn 148(80.8) 23(60.5) 171(77.4)

Winter 14( 7.7) 6(15.8) 20( 9.0)

Co-mobidity

Hypertension 31(16.9) 8(21.0) 39(17.6) 0.710

Diabetes 21(11.4) 5(13.1) 26(11.8) 0.987

Hyperlipidemia 10( 5.4) 3( 7.9) 13( 5.9) 0.841

Healthhabit

Smoking 30(16.3) 7(18.4) 37(16.7) 0.947

Drinking 58(32.0) 16(42.1) 74(33.5) 0.294

Total 183(100.0) 38(100.0) 221(100.0)

Table1.Generalqualityofinvestigationobjectpeople

Unit: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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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임상증상비교

두 집단의 환자들에서 많이 나타난 증상으로는 발열,오한,두통,근육통,기침,발

진,가려움,구역/구토 순으로 많았다.쯔쯔가무시병의 단독감염과 신증후군 출 열과

의 혼합감염 임상증상을 비교한 결과 발열은 단독감염에서 121명(66.1%),혼합감염은

32명(84.2%)으로 체 153명(69.2%)이며,가려움은 단독감염에서 7명(3.8%),혼합감

염은 15명(39.4%)으로 체 22명(9.9%)이었으며,근육통은 단독감염에서 30명(16.4%),

혼합감염은 21명(55.2%)이며, 체 51명(23.0%)으로 발열(p=0.045),가려움(p=0.001),

근육통(p=0.001)에서 쯔쯔가무시병 단독감염보다 신증후군 출 열과의 혼합감염 시

유의한 차이가 있었다.그러나 두통(p=0.740),오한(p=0.622),발진(p=0.743),구역/구

토(p=1.000),기침(p=0.435)에서는 두 군 간에 유의한 차이가 없었다(Table2).

Table2.ComparisonsofClinicalSymptoms AccordingtoInfectionType

Unit:n(%)

Symptoms＼Infection
Single

Infection

Mixed

Infection
Total p-value

Fever 121(66.1) 32(84.2) 153(69.2) 0.045

Headache 88(48.0) 20(52.6) 108(48.9) 0.740

Chill 95(51.9) 22(57.9) 117(52.9) 0.622

Skinrash 36(19.7) 6(15.8) 42(19.0) 0.743

Nausea/Vomiting 15(8.2) 3(7.9) 18(8.1) 1.000

Cough 35(19.1) 10(26.3) 45(20.3) 0.435

Itching 7(3.8) 15(39.4) 22(9.9) <0.001

Myalgia 30(16.4) 21(55.2) 51(23.0) <0.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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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임상증상의 로지스틱 회귀분석

쯔쯔가무시병 단독감염과 혼합감염의 임상증상들에 해 일반 특성 련 변수

들을 보정하여 로지스틱 회귀분석을 실시하 다.단독감염을 기 값(Reference)으

로 정하 으며,일반 특성과 기 질환을 보정한 결과에서 비차비와 95% 신뢰구

간은 발열에서 3.49 (1.34-9.11),가려움에서는 17.43 (6.04-50.25),근육통은 7.24

(3.21-16.32)로 쯔쯔가무시병과 신증후군 출 열과의 혼합감염이 단독감염보다 유의

하게 높았다.하지만 두통,오한,발진,구역/구토,기침에서는 두 군 간에 통계 유

의한 차이가 없었다(Table3).

Table3.TheLogisticRegressionAnalysisonClinicalSymptoms

Symptoms Infection
CrudeOR

OR (95% CI)

AdjustedOR
§

OR (95% CI)

Fever
Single

Mixed

1.00

2.73(1.08-6.89)
*

1.00

3.49(1.34-9.11)
*

Headache
Single

Mixed

1.00

1.20(0.60-2.41)

1.00

1.38(0.67-2.85)

Chill
Single

Mixed

1.00

1.27(0.63-2.58)

1.00

1.19(0.57-2.48)

Skinrash
Single

Mixed

1.00

0.77(0.30-1.97)

1.00

0.89(0.34-2.35)

Nausea/

Vomiting

Single

Mixed

1.00

0.96(0.26-3.49)

1.00

0.88(0.23-3.32)

Cough
Single

Mixed

1.00

1.51(0.67-3.40)

1.00

1.59(0.69-3.70)

Itching
Single

Mixed

1.00

16.40(6.05-44.43)
**

1.00

17.43(6.04-50.25)
**

Myalgia
Single

Mixed

1.00

6.30(2.98-13.33)
**

1.00

7.24(3.21-16.32)
**

*p<0.05,**p<0.001,OR:oddsratio,CI:confidenceinterval
§
adjustedforsex,age,hypertension,diabetesandhyperlipidemia,smokinganddrinki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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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 액검사비교

액검사를 기 으로 단독감염과 혼합감염을 두 집단으로 나 어 시행한 독립 T-

검정결과 AST는 단독감염에서 42.5±22.3IU/L,혼합감염에서는 67.2±26.5IU/L이었

고,ALT는 단독감염에서 36.7±21.2IU/L,혼합감염에서는 59.1±31.1IU/L이었다.

액요소질소는 단독감염에서 13.7±3.5㎎/㎗,혼합감염에서는 17.0±5.9㎎/㎗이었으며,

총 빌리루빈은 단독감염에서 0.6±0.2㎎/㎗,혼합감염에서는 0.8±0.2㎎/㎗로 모두 혼

합감염에서 높았으며,이는 모두 통계학 으로 유의하 다(AST p<0.001,ALT

p<0.001,BUN p=0.002,T-B p<0.001).그러나 백 구(p=0.552), 색소(p=0.378),

소 (p=0.438), 청알부민(p=0.425),크 아티닌(p=0.080)항목에서는 두 군 간에

유의한 차이가 없었다(Table4).

Table4.A ComparativeBloodtestSingleInfectionandMixedInfection

Bloodtest＼Infection
Normal

range

Single

Infection

Mixed

Infection
p-value

WBC(×10
3
/㎕) (4.0-10.0) 6.8±2.5 6.5±2.2 0.552

Hemoglobin(g/㎗) (12.0-16.0) 12.6±1.2 12.4±1.2 0.378

Platelet(×10
3
/㎕) (140-400) 207.8±71.9 217.8±76.5 0.438

AST (IU/L) (8-38) 42.5±22.3 67.2±26.5 <0.001

ALT (IU/L) (4-44) 36.7±21.2 59.1±31.1 <0.001

Albumin(g/㎗) (3.8-5.1) 4.1±0.3 4.1±0.4 0.425

BUN (㎎/㎗) (8.0-20.0) 13.7±3.5 17.0±5.9 0.002

Creatinine(㎎/㎗) (1.1-1.5) 0.9±0.1 1.0±0.1 0.080

T-B(㎎/㎗) (0.2-1.2) 0.6±0.2 0.8±0.2 <0.001

Mean±StandardDeviation

WBC:whitebloodcell,BUN:bloodureanitrogen,T-B:totalbilirubin

AST:asparateaminotransferase,ALT:alanineaminotransferas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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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 액검사의 공분산분석

쯔쯔가무시병 단독감염과 혼합감염의 임상증상들을 다른 일반 특성 변수들과

보정한 후 공분산분석을 실시하 다.일반 특성 기 질환을 모두 보정한 결과

에서 AST는 단독감염에서 42.2±1.7IU/L,혼합감염은 68.7±3.7IU/L이었고,ALT는

단독감염에서 36.6±1.7IU/L,혼합감염은 59.8±3.8IU/L이었으며, 액요소질소는 단

독감염에서 13.8±0.3㎎/㎗,혼합감염은 17.3±0.6㎎/㎗이었다.크 아티닌은 단독감

염에서 0.9±0.0㎎/㎗,혼합감염은 1.0±0.0㎎/㎗이었으며,총 빌리루빈은 단독감염에

서 0.7±0.0㎎/㎗,혼합감염은 0.9±0.0㎎/㎗이었다.모두 혼합감염이 단독감염보다

유의하게 높았다(AST p<0.001,ALT p<0.001, 액요소질소 p<0.001,크 아티닌

p<0.001,총 빌리루빈 p<0.001).그러나 백 구(p=0.424), 색소(p=0.882), 소

(p=0.556), 청알부민(p=0.234)항목에서는 두 군 간에 유의한 차이가 없었다(Table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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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5.TheANCOVA AnalysisonBloodTest

Bloodtest Infection
Crude

Mean±SE

Adjusted
§

Mean±SE

WBC(×10
3
/㎕)

Single

Mixed

p-value

6.8±2.5

6.5±2.2

0.552

6.9±0.2

6.5±0.4

0.424

Hemoglobin(g/㎗)

Single

Mixed

p-value

12.6±1.2

12.4±1.2

0.378

12.7±0.1

12.6±0.2

0.882

Platelet(×10
3
/㎕)

Single

Mixed

p-value

207.8±71.9

217.8±76.5

0.438

208.2±5.3

215.9±11.8

0.556

AST (IU/L)

Single

Mixed

p-value

42.5±22.3

67.2±26.5

<0.001

42.2±1.7

68.7±3.7

<0.001

ALT (IU/L)

Single

Mixed

p-value

36.7±21.2

59.1±31.1

<0.001

36.6±1.7

59.8±3.8

<0.001

Albumin(g/㎗)

Single

Mixed

p-value

4.1±0.3

4.1±0.4

0.425

4.1±0.0

4.2±0.1

0.234

BUN (㎎/㎗)

Single

Mixed

p-value

13.7±3.5

17.0±5.9

0.002

13.8±0.3

17.3±0.6

<0.001

Creatinine(㎎/㎗)

Single

Mixed

p-value

0.9±0.1

1.0±0.1

0.080

0.9±0.0

1.0±0.0

0.002

T-B(㎎/㎗)

Single

Mixed

p-value

0.6±0.2

0.8±0.2

<0.001

0.7±0.0

0.9±0.0

<0.001
§
adjustedforsex,age,hypertension,diabetesandhyperlipidemia,smokinganddrinking.

SE:standarderror,WBC:whitebloodcell,BUN:bloodureanitrogen,T-B:totalbilirubin,

AST:asparateaminotransferase,ALT:alanineaminotransferas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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Ⅳ.고 찰

가을철에 흔히 발생하는 성열성질환(Acutefebriledisease)에는 수많은 질병이

있지만,우리나라에서는 쯔쯔가무시병,신증후군 출 열(유행성 출 열),렙토스피라

병을 지칭한다.이들 질환들은 모두 설치류와 한 연 이 있으며,고열과 피부병

변을 동반하는 등 처음에 증상이 모호해서 진단하기가 어려우며,특징 인 증상이

나타날 시기에는 이미 상당히 진행된 이후라 후가 좋지 않고,치명률이 높아질

수 있다(김고운 등,2009).이러한 증상은 혼합감염 시 더욱더 혼동을 수 있으

며,심각한 합병증 유발 험이 있다고 생각된다.이에 쯔쯔가무시병과 신증후군 출

열과의 혼합감염에 한 일반 특성과 임상증상 액검사를 비교하여 혼합

감염의 임상 양상을 조사하고자 하 다.본 연구는 2006년 1월부터 2010년 12월

까지 최근 5년간 라남도 일개종합병원에서 쯔쯔가무시병 양성 환자 221명 쯔

쯔가무시병 단독감염환자 183명과 신증후군 출 열과의 혼합감염환자 38명을 상

으로 조사하 으며,임상증상으로는 발열과 가려움,근육통 증상이 쯔쯔가무시병과

신증후군 출 열과의 혼합감염 환자에서 높게 나왔다. 액검사에서는 AST,ALT

상승, 액요소질소,크 아티닌 증가,고 빌리루빈 증상이 특징 으로 조사되었다.

쯔쯔가무시병 단독감염과 혼합감염의 일반 특성으로 성비는 연구마다 다양하게

보고되고 있는데,국내에서는 여성이 남성보다 많은 것으로 보고되었으며(민 기

등.1996),본 연구에서도 여성에서 더 높은 발병률을 보 다.지역별로 차이는 있

겠지만 이는 여성의 야외작업이 남성보다 많기 때문인 것으로 추측된다(이정석,

2006). 한 여자들이 밭에서 쪼그리고 앉아 작업하는 일이 많아 진드기에 노출기

회가 많을 것으로 사료된다(김동민,2009).연령별 환자발생은 70세 이상에서 가장

많이 발생하여 해당지역의 노령인구가 많은 원인으로 볼 수 있다.발생 시기는 가

을철 10월,11월에 발병률이 가장 높았으며, ,여름,겨울에도 발생하여 계 별 유

의한 차이가 있었다.

쯔쯔가무시병의 임상증상 소견은 오한,발열과 함께 근육통 기침이나 소화불량

등 장 계 증상도 함께 일어날 수 있으며,심한경우에는 폐렴이나 뇌수막염으로

진행될 수 있다(이상표 등,2007). 한 신증후군 출 열은 일반 으로 증세와 임상

경과가 매우 다양하게 나타나는데, 성인 경우 발열,출 경향,요통,신부 이 특

징으로 나타나게 되며,최근에는 비 형 인 임상증상을 보이는 경우가 많다(김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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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 등,2007).

본 연구에서는 쯔쯔가무시병과 신증후군 출 열과의 혼합감염 시 임상증상을 비

교한 결과 발열과 가려움증,근육통에서 단독감염보다 혼합감염 시 유의한 차이가

있었다(p<0.05).이는 환자 개개인간 면역 반응의 차이가 있고,열성질환별 주 증상

의 차이로 인해 다양하게 나타나겠지만,발열과 근육통은 쯔쯔가무시병과 신증후군

출 열에서 모두 나타나는 형 인 임상증상 소견이며,단독감염 시 흔히 감기 증

상을 동반하기 때문에 쯔쯔가무시병과 신증후군 출 열과의 혼합감염에서도 다른

임상증상보다 발열과 근육통 증상이 높게 나타난 것으로 생각된다. 한 지 까지

여러 가지 증상이 밝 져 보고되었으나,가려움증은 쯔쯔가무시병과 신증후군 출

열의 임상증상에서 나타나지 않는 증상으로,이 증상은 쯔쯔가무시병과 신증후군

출 열과의 혼합감염에서 비 형 으로 나타날 수 있는 임상증상으로 생각된다.이

러한 가려움증을 보이는 이유에 하여서는 아직 밝 져 있지 않아 앞으로 더 많

은 혼합감염 상자를 추 ,조사하여 보아야 할 것이다.

성열성질환의 액검사는 이 연구(홍진희 등,2000;김효열,2009)에서 쯔쯔

가무시병은 빈 ,백 구 증가,백 구 감소, 소 의 감소와 간 기능 효소수치인

AST,ALT의 상승 알부민증이 나타날 수 있으며,신증후군 출 열의 액학

소견에서도 액요소질소 증,간 효소수치 상승, 나트륨 증, 소 감소 등

의 소견을 보인다(김효열,2009).이러한 간 기능 효소수치의 상승은 주로 간 내 동

양 의 염을 심으로 하여 Kupffer씨 세포와 간세포들에 염증을 래해

간 효소수치의 상승을 유발한 것으로 설명하 으며(안용철 등,2011),다른 연구(박

재일 등,2003)에서도 생화학 검사 상 70∼80%이상의 환자에게서 AST,ALT증

가가 찰되어 간 기능 이상과 연 이 있는 것으로 보고되고 있다. 한 쯔쯔가무

시병에서 신장 조직검사 상 신세뇨 재흡수 기능의 이상이 생기고,무균성 농뇨,

성신부 의 소견을 보이게 되며(홍진희 등,2001),신증후군 출 열의 신장 조직

소견에서는 세뇨 과 간질에 염증세포의 침윤을 보이는 성 간질성신염이 주된

병리소견이다(김효열,2009).이는 간 기능 이상뿐만 아니라 신장 기능에도 향을

주는 것으로,본 연구에서도 액검사를 비교한 결과 AST,ALT, 액요소질소,크

아티닌,총 빌리루빈 수치가 단독감염보다 혼합감염 시 유의하게 높게 나와 쯔쯔

가무시병과 신증후군 출 열과의 혼합감염에서의 액검사 양상은 간과 신장의 병

변 련성을 반 하여 의미 있게 증가되며,쯔쯔가무시병의 단독감염보다 신증후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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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 열과의 혼합감염에서 유의하게 높은 차이는 간과 신장에 련된 합병증을 유

발할 험요소가 더 높을 것으로 사료된다.

이러한 혼합감염은 쯔쯔가무시병과 신증후군 출 열 뿐만 아니라 다른 열성질환

과의 혼합감염이 드물게 발생할 수도 있어,이에 혼합감염의 임상증상과 액검사

소견도 요하지만 혼합감염에 한 진단기 도 요하다고 생각된다. 재 성열

성질환의 혼합감염은 보고건수가 많으나 명확한 진단기 지침이 마련되어 있

지 않아 혼합감염의 진단기 을 알 수없는 실정이다.일선 의료기 에서 발열환자

진료 시 부분 면역크로마토그래피법을 이용한 검사키트를 사용하고 있지만,이

방법은 낮은 항체가에서 민감도와 특이도가 낮아 청 검사 상 교차반응(Cross

Reaction)이 실제 혼합감염으로 단되는 경우가 있어,반드시 법정감염병 진단

신고기 의 확진검사를 실시해야 한다(김선자,2011).이에 교차반응에 의한 혼합감

염 환자에 하여 필히 확진검사를 실시하여야 하며,향후 지속 인 추 조사와 혼

합감염의 여부를 평가하는 일반 특성,진단,임상증상,감염 험요인 등의 명확한

진단기 지침이 마련되어,혼합감염 보고사례의 양상을 확인하여 통계자료를

수립하는 것이 효과 일 것으로 단된다.이에 본 연구에서는 청학 진단방법

으로 쯔쯔가무시병은 간 구응집검사(IndirectHemagglutination,IHA)의 방법

과 신증후군 출 열은 간 면역형 항체검사(IndirectImmunofluorescentAntibody,

IFA)의 방법으로 확진검사를 실시하여 항체가에서 1:80이상인 양성 환자를 연구

상자로 구분하 다.

본 연구의 제한 으로는 첫째,일개 종합병원에 내원한 221명의 환자만을 상으

로 하여 표성을 정확히 반 하지 못했다는 이다.둘째,질병기간에 잠복기를 제

외하 고,증상이 있어 내원하여 입원 당시 자료를 조사하여 질병의 특성을 정확히

반 하지 못한 이다.하지만 본 연구를 통하여 쯔쯔가무시병과 신증후군 출 열

과의 혼합감염에 한 임상 양상의 기 자료를 제공하며,신속한 확진검사로 치

명 인 합병증을 방하고,가을철 유행하는 쯔쯔가무시병과의 단독감염과 신증후

군 출 열과의 혼합감염 감별에 요하리라 사료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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Ⅴ.요약 결론

쯔쯔가무시병과 신증후군 출 열은 가을철 유행하는 성열성질환이다.쯔쯔가무

시병과 성열성질환과의 혼합감염 유병률이 증가하고 있으며,심각한 합병증을 유

발할 험이 있어 본 연구는 라남도 일개종합병원에서 2006년 1월부터 2010년

12월까지 최근 5년간 쯔쯔가무시병으로 진단받은 환자로 청학 검사에서 항체

역가가 1:80이상인 확진 환자 221명을 연구 상으로 하여 쯔쯔가무시병과 신증후군

출 열과의 혼합감염 환자들의 일반 인 특성을 분석하고,임상증상 액검사를

비교 분석하 다.

연구결과 쯔쯔가무시병과 신증후군 출 열과의 혼합감염환자는 5년간 38명으로

가을에 유행하고,70세 이상의 여성 노령 환자에게 많이 발생한다.임상증상의 경우

쯔쯔가무시병의 단독감염보다 신증후군 출 열과의 혼합감염 시 발열과 가려움증,

근육통 증상이 높게 나타나며, 액검사에서는 AST,ALT, 액요소질소,크 아티

닌,총 빌리루빈수치가 단독감염보다 혼합감염 시 높게 나타났다.이들 결과는 선행

연구 증례가 없어 비교할 수 없지만,본 연구가 쯔쯔가무시병과 신증후군 출

열과의 혼합감염에 한 임상 양상에 한 기 자료가 될 수 있을 것이며,신속

한 확진검사로 질환의 합병증을 방,입원기간을 이고, 극 인 방활동의 유

용한 지표와 혼합감염에 한 인식을 높이는데 도움이 될 수 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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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니다.

먼 이 논문의 연구 과정부터 탈고까지 학문 기틀을 잡아주시고,많은 교훈을

주신 최성우 지도교수님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배려와 자상하심은 제자들의 삶

의 지침이 되리라 믿습니다. 한 심사과정과 학원 생활에 큰 버 목이 되어주신

박 종 교수님,류소연 교수님,인성의 소 함을 일깨워 주신 정 교수님,한미아

교수님께도 깊은 감사의 말 을 올립니다.무엇보다도 과정 에 많은 추억과 보람

을 함께 나 었던 학우들에게 고마움을 하며,앞으로 하고자 하는 분야에서 최고

가 될 수 있도록 기원하겠습니다. 한 모든 일에 항상 곁에서 격려의 말 을 해

주시고,든든하게 계셔주신 부모님과 한결같은 마음으로 지켜 주시는 장인어른,

장모님께도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그리고 공부하는 동안 항상 큰 힘이 되어주고,

곁에서 두 아이를 양육하며,매일 기도를 아끼지 않는 사랑하는 박안나에게 미안하

고,고맙다는 말을 하고 싶습니다.

학원 생활을 마무리하면서 에게는 학문의 길과 큰 교훈을 얻었던 과정이었으

며,앞으로 더 큰 발 을 하도록 토 가 되어 주신 모든 분들께 다시 한 번 감사의

인사를 드리며,그 고마움을 평생 잊지 않도록 하겠습니다.감사합니다.

2011.12월

오 혜 종 올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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혼합감염 비교

어 :AComparativeStudyBetweenTsutsugamushiSingleInfection
andConcomitantInfectionwithHemorrhagicFever

본인이 작한 의 작물에 하여 다음과 같은 조건아래 조선 학교가 작물을

이용할 수 있도록 허락하고 동의합니다.

-다 음 -

1. 작물의 DB구축 인터넷을 포함한 정보통신망에의 공개를 한 작물의 복

제,기억장치에의 장, 송 등을 허락함.

2. 의 목 을 하여 필요한 범 내에서의 편집ㆍ형식상의 변경을 허락함.다만,

작물의 내용변경은 지함.

3.배포ㆍ 송된 작물의 리 목 을 한 복제, 장, 송 등은 지함.

4. 작물에 한 이용기간은 5년으로 하고,기간종료 3개월 이내에 별도의 의사 표

시가 없을 경우에는 작물의 이용기간을 계속 연장함.

5.해당 작물의 작권을 타인에게 양도하거나 는 출 을 허락을 하 을 경우

에는 1개월 이내에 학에 이를 통보함.

6.조선 학교는 작물의 이용허락 이후 해당 작물로 인하여 발생하는 타인에

의한 권리 침해에 하여 일체의 법 책임을 지지 않음.

7.소속 학의 정기 에 작물의 제공 인터넷 등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작

물의 송ㆍ출력을 허락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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