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1� � 정의

Ÿ 쯔쯔가무시증(tsutsugamushi� disease,� scrub� typhus)는� 오리엔시아� 쯔쯔가무시

(Orientia� tsutsugamushi)라는� 리케치아를� 매개하는� 털진드기� 유충에� 물려� 감염되는� 급

성�발열성질환

2� � 원인�및� 전파

Ÿ 병원체는� O.� tsutsugamushi로,� 일본에서� 처음� 발견되었으나� 현재는� 동남,� 동북아시아�

지역에�걸쳐�광범위하게�존재하는�것이�확인됨

-� Gilliam,� Karp,� Kato의� 3가지�주요� 혈청형� 외에�여러� 가지가� 있으나,� 우리나라에서는�

주로� Boryong주가�발견되고�있고,� 그� 밖의�새로운�형의�균주가�분리되고�있음1)

�

1)� 길병철,� 이정민,� 이영선.� 국내� 쯔쯔가무시�숙주�및�매개체�보균율�조사.� 주간건강과�질병� 2015;8(25):572-57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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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 국내�쯔쯔가무시�

매개체에서�발견된�

O.tsutsugamushi의� 다양한�

혈청형,� 2011-2013� 쯔쯔가무시�

숙주�및� 매개체�보균율�조사

*� 출처:� 길병철�등(2015)

-� 동일한� 혈청형에� 대해서는� 한� 번� 감염으로� 지속적인� 면역이� 획득되나,� 다양한� 혈청형이�

존재하기�때문에�유행지역에서�다른�혈청형에�재감염�가능

Ÿ 성충� 털진드기가� 쯔쯔가무시균에� 감염된� 설치류를� 흡혈하는� 과정에서� 감염되며,� 경란감

염(transovarian� transmission)을� 통해� 성충에서� 유충으로� 전파되며,� 유충이� 성장을� 위

해�동물을�흡혈하는�과정에서�털진드기�침샘에�있던�쯔쯔가무시균이�사람에게�감염

-� 사람�간� 전파는�이루어지지�않음

3� � 발병기전

Ÿ 진드기� 유충에� 물린� 부위에서� 혈관내피세포에� 감염된� 쯔쯔가무시균이� 세포� 내에서� 증식

하며�혈관의�염증을�일으키게�되어,� 국소적�또는�전신성�혈관염�및� 임파선염�유발2)

4� � 임상양상

Ÿ 증상

-� 발열,� 오한,� 근육통,� 두통�등� 비특이적�증상�발생

-� 특징적인�가피(eschar)� 형성

-� 발진� :� 발병� 5일� 이후�몸통에서�나타나�사지로�퍼지는�반점상�구진

-� 국소성�혹은�전신성�임파선염과�비장�비대

2)� Kim,� Se-Yoon,� Myung-Sik� Choi,� and� Nam-Hyuk� Cho.� "Cellular� and� systemic� Interactions� of� Orientia�

tsutsugamushi� with� mammalian� host."� J� Bacteriol� Virol� 42� (2012):� 276-283.

2015� 경기도�쯔쯔가무시증�현황과�특성

2



Ÿ 합병증

-� 일시적인�뇌신경�마비가�올� 수� 있음

-� 적절한� 치료를� 하지� 않은� 경우,� 사망에� 이를� 수� 있으며� 주된� 사인은� 심부전,� 순환장

애,� 폐렴�등이�있음

5� � 진단

Ÿ 혈청학적�진단

-� 미세� 간접면역형광항체법(MIFA)� :� 단일항체가가� IgG� 1:256이상� 또는� IgM� 1:16이

상;� 급성기,� 회복기�항체가가� 4배� 이상�증가

-� 수동적혈구응집법(Passive� Hemagglutination� Assay,� PHA)� :� 단일항체가가� 1:320이

상;� 급성기,� 회복기�항체가가� 4배� 이상�증가

Ÿ 병원체�분리�및� 유전자�진단

-� 마우스� L929� 세포주�접종�배양�후�MIFA,� PCR� 등으로�병원체�확인

-� Nested� PCR을� 통한�표적유전자�검출

6� � 치료

Ÿ 의사의�처방에�따라�항생제(독시사이클린�등)� 투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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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 전국�쯔쯔가무시증�발생현황

Ÿ 쯔쯔가무시증은� 1994년� 감시를�시작,� 1998년� 이후�수년간의�주기로�계단식�증가3)

그림� 2.� 국내�쯔쯔가무시증�연도별�발생현황,� 1994-2015.11.

*� 출처:� 질병관리본부(2015),� 2014� 감염병감시연보.,� 질병관리본부�감염병웹통계시스템

-� 2001-2005년�연평균�신고건수는� 3,490건(인구�십만�명당� 7.2명);� 발생률은�전북,� 충남,�

전남�순으로�높음

-� 2006-2010년� 연평균� 신고건수는� 5,845건(11.8명,� 2001-2005� 대비� 약� 65%� 증가);�

발생률은�전북,�충남,�전남�순으로�높음

-� 2011-2015년� 연평균� 신고건수는� 8,277건(16.2명,� 2006-2010� 대비� 약� 35%� 증가);�

발생률은�전북,�전남,�세종�순으로�높음

3)� 질병관리본부.� 2015� 진드기�및�설치류�매개�감염병�관리지침(2015)

02�국내외�쯔쯔가무시증�발생현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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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1.� 시도별�쯔쯔가무시증�발생현황,� 2001-2015.11

2� � 경기도�쯔쯔가무시증�발생현황

Ÿ 경기도에서� 쯔쯔가무시증은� 2015년� 11월� 현재� 연간� 800여건� 규모로� 발생하고� 있어,� 전

국�발생의� 10%�미만을�차지하고�있음(2015년�전국� 15위)

-� 2001년에는� 인구� 10만� 명당� 1.4명� 규모로� 발생하였으나,� 2015년에는� 6.5명으로� 3

배� 이상�증가

표� 2.� 연도별�쯔쯔가무시증�발생현황,� 전국•경기,� 2011-2015.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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Ÿ 이는,� 경기도의� 호발감염병� 중� 하나인� 말라리아(2015년� 인구� 10만� 명당� 3.2명)의� 약� 2

배� 규모

-� 2010년까지는� 말라리아의� 발생률이� 더� 높았으나,� 2011년� 이후� 쯔쯔가무시증이� 더�

높은�수준으로�발생

그림� 3.� 연도별�경기도�쯔쯔가무시증•말라리아�발생현황�비교,� 2001-2015.11

Ÿ 쯔쯔가무시증은� 주로� 50대� 이상에서� 호발하는� 감염병으로� 알려져� 있으며,� 연령별� 발생

률은�말라리아와�큰� 차이가�있음

-� 2015년� 경기도� 쯔쯔가무시증� 발생률은� 70세� 이상에서� 27.3명으로� 가장� 높았으며,�

60-69세� 22.4명,� 50-59세� 9.8명,� 40-49세� 4.3명� 순이었음�

-� 40세� 이상에서는�쯔쯔가무시증의�발생률이�말라리아보다�더�높음

그림� 4.� 2015년� 경기도�쯔쯔가무시증•말라리아�연령별�발생률�비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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Ÿ 쯔쯔가무시증은� 성별과� 무관하게� 감염되는� 감염병이나,� 전체의� 60%� 내외� 수준에서� 지

속적으로�여성에서의�발생이�남성보다�약간�높은�수준

-� 연령이�증가할수록�여성환자의�비중이�약간�증가하는�경향

그림� 5.� 연도별�경기도�쯔쯔가무시증�성별�발생현황,� 2001-2015.11

Ÿ 환자분류(환자/의사환자)에� 따른� 환자� 구성에� 따르면,� 2001년� 이후� 확진환자의� 비율은�

점차� 감소하고� 있으며,� 최근에는�전체� 환자의� 약� 40%를� 밑도는� 수준에서�신고� 당시� 실

험실적�확진을�받은�상태임

-� 이는�전국과�유사한�수준

그림� 6.� 연도별�경기도�쯔쯔가무시증�환자분류별�발생현황,� 2001-2015.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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Ÿ 신고시기(진단일-신고일)에� 따른� 환자� 구성에� 따르면,� 2001년� 이후� 의료기관에서� 진단�

후� 1일� 이내� 신고되는� 환자� 비율은� 점차� 증가하고� 있으며,� 최근에는� 전체� 환자의� 약�

90%를�웃도는�수준에서�진단�후� 1일� 이내�신고되고�있음

그림� 7.� 연도별�경기도�쯔쯔가무시증�신고시기별�신고현황,� 2001-2015.11

Ÿ 2001년� 이후� 신고� 당시� 사망환자로� 신고된� 환자는� 총� 19명으로� 매년� 1-2명� 내외이나,�

2014년에는� 4명의�사망환자가�신고되었으며�모두�진단�후� 1일� 이내�신고된�건이었음

그림� 8.� 연도별�경기도�쯔쯔가무시증�신고시기별�사망환자�현황,� 2001-2015.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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Ÿ 2010년� 이전까지,� 경기도� 쯔쯔가무시증� 주당� 신고건수는� 100건� 미만이었으나,� 점차� 증

가하여� 2011년� 이후� 호발시기인� 43-46주� 사이에는� 100건� 이상이� 발생하였으며,� 2015

년� 45주에는� 200건� 넘게�발생하였음

-� 최대�발생시기는� 45주로�기간과�무관하게�유사함

그림� 9.� 기간별�경기도�쯔쯔가무시증�주당�신고건수�비교,� 2001-2015.11

-� 발생�증가� 양상은,� 쯔쯔가무시증�발생이�가장� 많은�전북� 지역과�유사하나,� 호발시기에

는�전북지역의� 2/3� 수준으로�발생하며,� 최대�발생시기는� 45주� 전후로�동일

그림� 10.� 기간별�전라북도�쯔쯔가무시증�주당�신고건수�비교,� 2001-2015.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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Ÿ 자료

� -� 기간:� 2001년� 1월� -� 2015년� 11월

� -� 자료원:� 법정감염병(쯔쯔가무시증)� 전수감시�자료

Ÿ 경기도에서� 쯔쯔가무시증은� 2015년� 11월� 현재� 연간� 800여건� 규모로� 발생하고� 있어,� 전

국�발생의� 10%�미만을�차지하고�있음(2015년�전국� 15위)

-� 2011-2015� 연평균� 발생률은� 인구� 10만� 명당� 6.5명� 규모로,� 평균보다� 발생이� 높은�

지역은� 화성시(32.6),� 평택시(21.9),� 안성시(20.1),� 연천군(14.7),� 가평군(11.3),� 안

산시(10.4)� 등의�순이었음

-� 발생률이�높은�지역은,� 경기�서남부지역과�동북부지역에�집중되어�있음

그림� 11.� 경기도�지역별�

쯔쯔가무시증�발생분포,�

2011-2015� 평균�발생률

파란색:� 인구� 10만� 명당� 30명�이상

보라색:� 인구� 10만� 명당� 20명�이상

초록색:� 인구� 10만� 명당� 10명�이상

03�경기도�지역별�쯔쯔가무시증�세부�발생현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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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2.� 경기도�지역별�쯔쯔가무시증�발생분포,� 2011-2015� 평균�발생률

표� 3.� 경기도�지역별�쯔쯔가무시증�발생분포,� 2001-2015� 기간별�평균�발생률

2015� 경기도�쯔쯔가무시증�현황과�특성2015� 경기도�쯔쯔가무시증�현황과�특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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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3.� 경기도�권역별�쯔쯔가무시증�발생분포,� 2010-2015� 기간별�평균�발생률

Ÿ 2011년� 이후,� 쯔쯔가무시증이� 가파르게� 급증하고� 있는� 지역은,� 안성․오산․평택․화성� 권역

이며,� 시흥․안산� 권역은� 최근� 증가가� 주춤한� 양상을� 보이며,� 과천․군포․안양․의왕� 권역에서�

최근�낮은�규모지만�발생이�증가하고�있는�양상을�보이고�있음

Ÿ 2011-2015� 연평균� 연령별� 발생률은� 65세� 이상에서� 26.8명으로� 가장� 높고,� 40-64세에

서� 8.2명,� 40세� 미만에서� 1.5명� 수준

-� 평균보다�발생이�높은� 지역에서� 65세� 이상� 발생률도�대체로� 높음,� 화성시(191.0),� 평

택시(91.1),� 안성시(75.1),� 안산시(52.4)� 등의�순이었음

그림�14.�경기도�지역별�쯔쯔가무시증�발생률과�연령별�발생률�간�상관관계,� 2011-2015�평균�발생률

2015� 경기도�쯔쯔가무시증�현황과�특성

12



표� 4.� 경기도�지역별�쯔쯔가무시증�발생분포,� 2001-2015� 기간별�연령별�발생률

2015� 경기도�쯔쯔가무시증�현황과�특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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Ÿ 발생이� 가장� 많은� 화성시와� 평택시를� 중심으로,� 환자의� 신고지를� 지도에� 매핑한� 결과,�

대체로� 인구가� 밀집한� 지역에� 환자가� 분포하고� 있어,� 신고지를� 통해서는� 추정� 감염지역

이나�매개체�분포밀도를�추정할�수� 없음

그림� 15.� 화성시•평택시� 2013년� 집계구�경계지도

※�집계구�분포가�조밀한�지역은�대부분�아파트�등�공동주택이�건축된�지역으로�대체로�인구밀도가�높음

그림� 16.� 화성시•평택시�쯔쯔가무시증�환자�분포,� 2013-20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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Ÿ 경기도� 쯔쯔가무시증� 발생건수는� 연간� 800건(인구� 십만� 명당� 6.5명)� 규모로� 전국� 16개�

시도� 중� 15위로� 낮은� 수준으로� 발생하고� 있으나,� 경기도� 내에서는� 대표적인� 매개감염병

인�말라리아의�약� 2배� 규모로�발생하는�호발�감염병�중� 하나

Ÿ 주로� 40세� 이상에서� 발생하며,� 남녀� 모두에서� 발생하고,� 발생연도와� 발생지역에� 무관하

게� 45주차를�전후하여�높게�발생

Ÿ 최근�전체� 신고� 중� 의사환자�비중이� 60%까지�증가하였으나,� 90%가� 진단� 후� 1일� 이내�

신고�되고�있어,� 신고-보고�체계에서의�큰� 문제점은�발견되지�않음

-� 그러나� 2014년� 이후� 신고된� 사망� 5건� 모두� 진단� 후� 1일� 이내� 신고되었다고� 보고되

어,� 신고자료만으로� 환자의� 진단과� 신고가� 지연되는� 현상을� 파악할� 수� 없는� 것으로�

보임.� 따라서� 신고자료가� 의료기관에서의�쯔쯔가무시증� 환자의� 실제� 흐름을� 반영하는

지에�대한�추가�조사가�필요할�것임

Ÿ 시군구별로� 쯔쯔가무시증� 발생은� 대체로� 서남부와� 동북부에� 집중되어� 있으며,� 특히� 서남

부�지역의�발생이�급증�추세

-� 서남부� 지역의� 발생� 증가를� 주도하는� 연령은� 65세� 이상의� 고령층으로� 이들을� 대상으

로� 한� 특화된� 쯔쯔가무시증� 예방� 교육� 프로그램이� 개발되어야� 하며,� 이들� 연령의� 의

료이용�특성을�반영하여�호발지역의�의료기관�교육이�이뤄져야�할� 것임

Ÿ 법정감염병� 신고-보고� 자료만으로는� 쯔쯔가무시증의� 위험지역이나� 매개체� 분포범위를� 추

정하기는�어려움

-� 전체� 신고� 건의� 80%이상에� 대해서� 사례조사가� 이뤄지고� 있으나,� 사례조사서를� 통해

서도� 감염지역을� 추정하기� 어려운� 사례가� 많음.� 효과적으로� 감염을� 줄이기� 위해,� 사

례조사의�개선과�매개체�감시가�병행되어야�할� 것임

04� 결론�및�제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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