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어느새 아침저녁으로 쌀쌀한 바람이 불면서 가을이 오는 것을 느끼게 된다. 업무상 감염병 관

리를 담당하고 있는지라 계절이 바뀌면 어떤 감염병이 기승을 부리는지 신경을 쓰게 된다. 보통 

가을이 오면 환절기 감기를 조심하는 게 중요하지만, 못지않게 중요한 가을철 감염 질환이 있다. 

바로 3대 가을철 열성 질환이라고 알려진 쯔쯔가무시증, 신증후군출혈열, 렙토스피라증이다. 

이 가을철 열성 질환들의 국내 발생빈도는 그렇게 높지 않다. 쯔쯔가무시증의 발생이 가장 많아

연 8,000~9,000건 정도이고, 신증후군출혈열은 연 400건, 렙토스피라증은 연 50건 정도 밖에 되지 

않는다. 그러나 야산이나 농지로 지역을 한정하면 발생률도 꽤 높고, 한 번 감염되면 증상이 심하

여 입원치료가 필요한 경우가 대부분이다. 또한 쯔쯔가무시증의 경우에는 노인에게 발생할 경우 

사망률도 비교적 높다. 그렇기 때문에 이 감염병들에 대한 간단한 정보와 예방법을 숙지하는 것이 

가을철 감염 질환 예방에 도움이 될 것이다.

전문가 컬럼

가을철 열성 질환 예방에 대하여
"감염병의 예방을 위해 가장 먼저 알아야 하는 것은 그 감염병이 ‘어떻게 전파가 되는지’ 이다.

이것을 잘 알아야 전파를 막을 수 있기 때문이다."

경기도 역학조사관 

양 경 호

  감염병의 예방을 위해 가장 먼저 알아야 하는 것은 그 감염병이 ‘어떻게 전파가 되는지’ 이다. 이것을 잘 알아야 전파를 막을 수 

있기 때문이다. 앞서 언급한 세 가지 가을철 열성 질환들은 사람한테서 전파가 되지 않고 동물 혹은 곤충을 통해 전파가 된다는 

점은 같지만, 상세한 전파양식은 각기 다르다.

  먼저 쯔쯔가무시증은 털진드기의 유충에 물려 전파가 된다. 진드기가 보통 풀에 많이 있기 때문에 추석 때 성묘를 가거나 풀

베기를 할 때 많이 발생하게 된다. 신증후군출혈열은 건조된 들쥐의 침이나 배설물이 사람의 호흡기로 들어가서 발생하게 되며, 

호흡기로 전파되기 때문에 예방이 조금 까다롭다. 마지막으로 렙토스피라증은 감염된 야생동물이나 가축의 소변에 사람의 피부

나 점막이 노출되면서 전파되며, 직접 동물에 접촉하지 않더라도 오염된 물을 통해서 감염될 수 있다.

  세 질환의 증상에 대해서도 간단히 알아보자. 

  먼저 쯔쯔가무시증은 발열, 오한, 두통, 목 주변 림프절의 비대 등이 나타나고 열이 발생한 지 약 1주일 후 피부에 붉은 반점이 

생겨 몸통에서 사지로 번진다. 털진드기에 물린 부위에 딱지(가피)가 생기는 것이 특징이다. 신증후군출혈열은 열이 발생하고 

혈압이 저하된 후 소변이 감소하는 증상이 연이어 나타나는 게 특징이다. 이런 과정이 2주 정도 나타난 후 회복이 되지만, 저혈

압이 나타나거나 소변이 감소하는 동안 적절한 치료를 하지 않으면 사망하거나 합병증이 발생할 수 있다. 렙토스피라증은 대부

분의 경우 약간의 발열만 나타나지만 증상이 심한 경우 발열, 오한, 두통, 결막충혈과 더불어 폐렴이나 간부전, 신부전, 심근염이 

발생하기도 한다. 특히 간부전이 합병된 경우 사망률이 높기 때문에 주의하여 치료해야 한다. 

  이제 이 가을철 열성 질환들의 예방법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자.

이 질환들의 전파양식에서 살펴보았듯이 기본적으로 도심이 아닌 농지나 야산에서 발생하고 노출된 피부를 통해 감염된다.

그래서 첫째로 야외활동 시 약간 덥더라도 긴팔옷과 긴바지를 입는 것이 좋다. 부득이하게 야외에 오래 있을 경우 장화를 신고, 

목은 스카프 등으로 덮어 피부의 노출을 최소화하는 것을 권장한다. 둘째로 잔디 혹은 땅바닥에 눕지 말아야 하고 옷을 풀밭에 

놓아두는 것도 피해야 하며, 야외활동 후에는 옷을 제대로 털어 세탁을 하고 몸을 씻는 것이 좋다. 셋째로 깨끗하지 않은 물에 

몸을 담구는 것을 삼가야 한다.  마지막으로 야외활동 후 2주 이내에 열이 나면 의료기관에 가서 진료를 받고, 이 때 의료진에

게 야외활동 내역을 꼭 말해야 한다. 

  우리 모두 상기의 주의사항을 염두에 두고 가을철 열성 질환을 예방하도록 하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