발간 목적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른 감염병에 따른 감시체계, 실험실 검사, 역학조사, 환자 및
접촉자 관리, 예방관리, 환경관리, 지자체 역량강화에 대한 내용을 구체화하여, 업무수행의 효율성을
제고하기 위함

업무 관련 부서 연락처
기관 및 부서

감염병감시과

감염병진단관리과

세균분석과

바이러스분석과

매개체분석과

세균질환연구과

신종감염병･매개체연구과

업무

연락처

진드기 매개감염병 관리
진드기 매개감염병 감시
진드기 매개감염병 역학조사

043-719-7183
043-719-7171
043-719-7168

지자체 실험실 검사 역량 강화 지원

043-719-7845

실험실 검사
- 쯔쯔가무시증, 라임병
- 기타 리케치아성 감염병

043-719-8112
043-719-8113

실험실 검사
- 중증열성혈소판감소증후군(SFTS)
- 진드기매개뇌염

043-719-8199

매개체 분류동정 및 매개체내 병원체 검사

043-719-8564

병원체 연구
- 쯔쯔가무시증, 라임병
- 기타 리케치아성 감염병

043-719-8465
043-719-8467

병원체 연구
- 중증열성혈소판감소증후군(SFTS)
- 진드기매개뇌염

043-719-849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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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Ⅰ

총 론

개요

가. 목적
● 진드기

매개감염병의 발생과 유행을 방지하고, 효율적인 예방 및 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진드기 매개감염병 발생을 예방하여 국민 건강의 증진
및 유지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함

나. 기본 방향
예방 및 통제전략
역학조사 및 환자관리

감시

∙ 전 국민 대상 질병에 대한 인지도 향상으로 조기진단 및 조기치료 권장
∙ 고위험군 대상 교육･홍보 강화로 예방행태 개선
매개환경 노출 및 개인활동 관련 역학적 특성 규명
환자

발생 모니터링 및 전망 예측

병원체

병원체 특성 분석

매개체

매개체 발생밀도 및 생태특성 규명

다. 관리 원칙
● 환자,
● 주요

병원체, 매개체의 통합적 관리
고위험군의 집중관리와 생활 작업 환경 개선

● 개인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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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태 개선을 위한 예방교육 및 홍보사업 강화

통합 감시를 통한
감염병 발생 예측 및
조기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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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행체계

2.

핵심요소

질병관리본부

광역자치단체
(시･도 보건환경연구원)

기초자치단체

관리

∙ 사업총괄
∙ 행태 변화 및 관리 전략 개발

∙ 시･도 단위 사업총괄
∙ 시･도 단위 관리 전략 수행

∙ 사례별 집중 예방 및
관리 전략 수행
∙ 매개체 관리･방제

환 자

∙ 신고･보고 현황 관리
∙ 발생양상 분석 및 환류

∙ 시･도 단위 현황 관리
∙ 발생양상 분석 및 환류

∙ 지역단위 발생감시
및 발생보고

매개체

∙ 발생밀도 조사 및 분석

∙ 발생밀도 조사 및 분석

병원체

∙ 병원체 특성 분석

∙ 병원체 감시 및 특성분석

역학조사

∙ 역학조사 실시 및 지자체
역학조사 지원
∙ 국내 역학적 특성 분석
∙ 역학조사요원 교육･훈련

∙ 시･도 역학조사반 운영
∙ 시･군･구 역학조사
지도･감독
∙ 시･군･구 역학조사 요원
교육･훈련

∙ 시･군･구 역학조사반
운영
∙ 역학조사 실시 및
조사서 송부

실험실 검사

∙ 실험실 검사 및 결과 환류
∙ 실험실 검사 관련 교육 및
정도 관리
∙ 병원체에 대한 국가표준실험
수행

∙ 실험실 검사 및 결과 환류

∙ 검체 수거 및 송부
∙ 결과 통보 및 관리

교육 및 홍보

∙ 예방수칙 제･개정 및 홍보
자료 지원

∙ 개인 예방법 및 환경 관리
요령 교육･홍보

∙ 개인 예방법 및 환경
관리 요령 교육･홍보

기관협력

∙ 관계부처 및 기관과 협조
체계 구축

∙ 광역단위 관련기관과 협조
체계 구축

∙ 지역단위 관련 기관과
협조체계 구축

연구개발

∙ 효과적인 방역대책 연구
∙ 매개체 및 병원체 연구

감
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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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감시체계

가. 신고방법 및 절차
(1) 신고목적
● 감염병의
● 유행

발생과 분포를 신속하고 정확하게 파악

발생의 조기 발견 및 예측과 신속한 대처

● 감염병

관리를 위한 효율적인 자원 배분

(2) 신고의무자
가) 의사, 한의사, 의료기관의 장
● 의사나

한의사는 소속 의료기관의 장에게 보고하며, 의료기관의 장은 관할 보건

소장에게 신고함
※ 의료기관에 소속되지 아니한 의사 또는 한의사는 관할 보건소장에게 신고함

나) 부대장
● 육군,

해군, 공군 또는 국방부 직할 부대에 소속된 군의관은 소속 부대장에게

보고하며, 소속 부대장은 관할 보건소장에게 신고함
다) 감염병 병원체 확인기관의 장
● 감염병

병원체 확인기관의 소속 직원은 실험실 검사 등을 통하여 감염병 환자 등을

발견한 경우 그 사실을 감염병 병원체 확인기관의 장에게 보고하며, 감염병 병원체
확인기관의 장은 해당 감염병 병원체 확인을 의뢰한 기관의 관할 보건소장에게
신고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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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염병 병원체를 확인할 수 있는 기관
1.
2.
3.
4.
5.
6.
7.
8.

질병관리본부
국립검역소
｢보건환경연구원법｣ 제2조에 따른 보건환경연구원
｢지역보건법｣ 제10조에 따른 보건소
｢의료법｣ 제3조에 따른 의료기관 중 진단검사의학과 전문의가 상근하는 기관
｢고등교육법｣ 제4조에 따라 설립된 의과대학
｢결핵예방법｣ 제21조에 따라 설립된 대한결핵협회(결핵환자의 병원체를 확인하는 경우만 해당한다)
｢민법｣ 제32조에 따라 한센병환자 등의 치료･재활을 지원할 목적으로 설립된 기관(한센병환자의
병원체를 확인하는 경우만 해당한다)
9. 인체에서 채취한 가검물에 대한 검사를 국가, 지방자치단체, 의료기관 등으로부터 위탁받아 처리하는
기관 중 진단검사의학과 전문의가 상근하는 기관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4조]

(3) 신고시기
가) 발생 신고 : 지체없이 신고
● 감염병

환자, 의사(擬似)환자를 진단한 경우

● 감염병환자등의
● 해당하는

사체를 검안한 경우

감염병으로 사망한 경우

나) 병원체 확인 결과 신고 : 지체없이 신고

(4) 신고방법
● 관할

보건소장에게 신고

※ 단, 감염병병원체 확인기관의 장은 해당 감염병병원체 확인을 의뢰한 기관의 관할 보건소장에게 신고
● 신고방법

: 웹(http://is.cdc.go.kr) 또는 팩스 전송

● 신고서식

－ 감염병 발생 신고서 별지 제1호의3서식(부록 1-1)
－ 감염병환자등 사망(검안) 신고서 별지 제1호의4서식(부록 1-2)
－ 병원체 검사결과 신고서 별지 제1호의5서식(부록 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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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신고의무 위반에 따른 벌칙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81조 제1호 내지 제4호]
●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11조에 따른 보고 또는 신고를 게을리하거나

거짓으로 보고 또는 신고한 의사, 한의사, 군의관, 의료기관의 장, 감염병 병원체
확인기관의 장 또는 감염병 표본감시기관은 2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11조에 따른 의사, 한의사, 군의관, 의료기관의

장, 감염병병원체 확인기관의 장 또는 감염병 표본감시기관의 보고 또는 신고를
방해한 자는 2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12조제1항에 따른 신고를 게을리 한 자는

2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 세대주,

관리인 등으로 하여금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12조 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하도록 한 자는 2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그림 1] 법정감염병 신고 및 보고체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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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보고방법 및 절차
(1) 보고시기
● 시･군･구보건소
● 시･도보건과

: 신고 받은 후 지체없이 보고

: 보건소에서 보고 받은 후 지체없이 보고

(2) 보고방법
● 감염병웹보고(http://is.cdc.go.kr)를

이용하여 작성･보고

전수감시 보고 업무처리절차
[시･군･구보건소]
 신규 담당자는 질병보건통합시스템(http://is.cdc.go.kr)에 ʻ사용자가입ʼ 하고 권한을 신청
(사이버교육 이수 후 권한승인)
 팩스 또는 웹(http://is.cdc.go.kr)을 통해 접수된 신고서*가 있는지 확인
* 신고서 : 감염병 발생 신고서, 감염병환자등 사망(검안) 신고서, 병원체 검사결과 신고서
 신고서의 내용을 검토하여 필요시 신고자에게 확인, 내용을 수정･보완
 신고서를 감염병환자등의 명부에 등록
 감염병웹보고에서 시･도보건과로 보고 또는 타 보건소로 이전보고
※ 병원체 검사결과 신고서를 접수받은 경우 발생신고여부 확인하여
- 미신고 시, 의뢰기관에 신고요청
- 발생신고가 이루어진 경우 검사결과 및 환자분류 수정보고
- 병원체 검사결과 신고서를 보고화면에 입력하여 발생신고건과 함께 보고
 시･도보건과로부터 반려 받은 문서를 반려사유에 따라 조치(수정 또는 삭제)
 검사결과 및 환자분류 갱신, 입원 및 중증으로의 진행, 관련 조치 등의 진행사항 수정보고

[시･도보건과]
 신규 담당자는 질병보건통합시스템(http://is.cdc.go.kr)에 ʻ사용자가입ʼ 하고 권한을 신청
(사이버교육 이수 후 권한승인)
 관내 보건소로부터 보고된 문서가 있는지 확인 후 승인 또는 반려
 질병관리본부로부터 반려 받은 문서 해당 보건소로 반려

07

진드기 매개감염병 관리지침

(3) 감염병 신고서 검토 및 보완
[신고서 항목]
․ 감염병 발생 신고(보고)서 : 환자의 인적사항, 감염병명, 감염병 발생정보, 신고의료기관, 보건소
보고정보
․ 감염병환자등 사망(검안) 신고(보고)서 : 환자의 인적사항, 감염병명, 사망원인, 신고의료기관
․ 병원체 검사결과 신고(보고)서 : 의뢰기관, 검체정보, 감염병 병원체, 감염병 발생정보, 검사기관, 보건소
보고정보
[주요 점검사항]
․ 누락된 정보 확인 및 보완
․ 감염병 진단기준과 신고범위를 확인하여 확진검사결과, 환자분류의 정확성 검토
․ 신고주기 준수여부 확인
․ 감염병별 유의사항 확인
․ 보건소 보고정보 확인 및 작성

가) 감염병 발생 신고(보고)서
① 환자인적사항
● 환자인적사항은

필수입력 항목이며, 누락된 정보가 있는 경우 의료기관에 확인하여

보완함
● 주민등록번호

: 주민등록번호 13자리를 기입하며, 외국인의 경우 외국인등록번호를

기재함. 주민등록번호 미상인 경우 환자 식별을 위해 생년월일과 성별(앞 7자리)
자리는 반드시 기재함
● 연령

: 100세 이상인 경우 주민등록번호 재확인

● 직업

: 환자의 직업을 기재함. 현역(직업)군인인 경우 직업란에 ‘군인’으로 기재

● 주소

: 환자의 주민등록상 주소지를 입력함

※ 환자 주민등록상 주소지가 관할 지역이 아닌 경우 감염병웹보고를 통해 주소지 관할 보건소로
이전 보고함
● 거주지

불명 또는 신원미상 : 거주지 불명 또는 신원미상인 경우 체크함

② 감염병명
● 감염병명

: 해당하는 감염병군, 감염병명 선택

● 신종감염병증후군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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③ 감염병 발생정보
● 발병일,

진단일, 신고일

－ 발병일 : 환자의 증상이 시작된 날짜
－ 진단일 : 신고(요양)기관에서 해당 감염병으로 진단한 날짜
－ 신고일 : 신고(요양)기관에서 관할 보건소로 신고한 날짜
[발병일 기재 시 주의사항]
･ 발병일 기준으로 유행곡선 등을 분석하므로 반드시 기재하며, 정확한 날짜가 아니더라도 가장 근접한
추정 날짜를 기재함
･ 병원체보유자로 발병일이 없는 경우 0000-00-00으로 기재함
[진단일 기재 시 주의사항]
･ 신고기관에서 의사환자를 신고한 경우 → 의사환자 진단일
･ 신고기관에서 확진검사결과에 따라 확진환자로 신고한 경우 → 확진환자 진단일
･ 의사환자로 보고 후 확진된 경우 진단일을 확진날짜로 수정하지 않으며, 확진날짜는 비고란에 따로 기재함

● 확진검사결과

및 환자 등 분류 : 각 감염병별 진단기준 및 신고범위를 참고하여

해당하는 항목에 체크
－ 양성/환자 : 확진검사결과가 양성이면서 임상소견에 부합하는 경우
－ 진행중/의사환자 : 임상적으로 감염병이 의심되며, 확진검사 진행 중인 경우
※ 추후 검사결과가 확인되면 기존 진행중/의사환자로 보고된 문서를 이용하여 확진검사결과와
환자분류란을 수정해야함(수정보고)

－ 미실시/의사환자 : 임상적으로 감염병이 의심되나, 감염병의 진단기준(질병관리본부
고시)에 명시된 검사를 시행하지 않은 경우
－ 음성/의사환자 : 확진검사결과가 음성이나 임상적으로 감염병이 의심되는 경우
● 검사결과구분

－ 기타(환자아님) : 해당 감염병이 아닌 경우(시･군･구에서 제외됨)
[확진검사결과/환자분류 기재 시 주의사항]
･ 확진검사결과 ʻ양성ʼ은 ｢감염병의 진단기준｣(질병관리본부 고시)의 ʻ진단을 위한 검사기준ʼ에 명시된 검사
방법을 실시하여 양성으로 확인된 경우만 해당되며, 그 외의 검사방법은 ʻ미실시ʼ에 해당됨
･ 검사결과구분이 ʻ기타(환자아님)ʼ인 문서는 시･군･구에서 제외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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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비고(특이사항)
● 사망여부

: 신고서 항목 이외에 추가할 내용 기재(검사결과, 역학정보 등)

: 해당 감염병으로 사망한 경우 사망으로 체크하며, 이 경우 ‘감염병환자

등 사망(검안) 신고(보고)서’를 이용하여 사망신고가 이루어져야 함
④ 신고의료기관
● 신고의료기관의

요양기관번호, 요양기관명, 전화번호, 주소, 진단의사 성명, 신고

기관장을 기재함
⑤ 보건소 보고정보
● 소속명

및 소속주소 : 환자의 직장(사업장), 학교(어린이집 및 유치원 포함) 및

군부대 등의 주소와 소속명을 기재함
● 국적

: 외국인인 경우 국적을 기재함

● 추정감염지역,

국가명, 체류기간, 입국일

－ 국외 체류 중 감염된 것으로 추정되는 경우 ‘국외’에 체크하고, 국가명과 체류기간,
입국일자를 기재함
－ 여러 국가를 여행한 경우 감염 가능한 국가명을 기재하고, 그 외의 국가명은
비고란에 기재함
신고기관에 따른 검토사항
[군부대 또는 군병원에서 신고된 경우]
･ 군부대는 부대 주소지 관할 보건소로, 군병원은 군병원 관할 보건소로 신고하며, 신고받은 보건소에서는
이전보고 절차 없이 시･도보건과로 보고함
･ 시･도보건과로 보고 시 환자 주소란에는 보건소 주소로 기재하며, ʻ보건소 보고정보ʼ의 소속명, 소속
주소에 군부대명과 그 주소를 기재함
[감염병병원체 확인기관으로부터 검사결과를 신고 받은 경우]
･ 환자가 의료기관 진료를 이미 받았으나 감염병 발생신고가 안된 경우 해당 의료기관의 의사가 신고
하도록 조치함
･ 환자가 의료기관 진료를 받지 않은 경우 보건소가 환자진료를 시행하며, 환자발생 보고 시 신고기관에
보건소명을 기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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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동시감염사례 보고 원칙
● 유사시기(일주일

정도)에 동일인이 2개 이상의 법정 감염병으로 신고된 경우 관련

시･도 및 시･군･구는 감염병웹보고 전에 신고한 의료기관의 의료진에게 유선
등으로 환자의 실제 진단명과 치료방법을 반드시 재확인하여 보고
※ 대부분 의료기관 확인 통해 동시감염 판단 가능
● 의료기관
● 2개의
● 해당

확인 후에도 동시감염의 가능성이 있다면 2개 질환 모두 감염병웹보고

질환에 대해 역학조사 실시, 임상증상, 역학적 연관성, 잠복기 등 확인

의료기관에서 ｢법정감염병 진단･신고 기준｣에 준하는 확진검사가 가능한 경우

검사를 실시하고, 불가능한 경우 의료기관이 직접 또는 해당 시･군･구 담당자가
검체를 시･도 보건환경연구원 및 질병관리본부 해당 과로 송부하여 확진검사 실시
● 동시

보고된 사례에 대해 아래 3가지 조건을 모두 만족하는 사례는 동시감염으로 인정

－ ｢법정감염병 진단･신고 기준｣에 준하는 확진검사 실시결과 둘 다 양성
－ 해당 질병에 합당한 임상소견 여부는 진료의사 또는 자문의사의 판단을 고려
－ 역학적 특성 고려(잠복기, 노출요인, 감염경로 추정 등)
● 질병관리본부 관련부서,
● 기존

해당 시･도 및 시･군･구에 결과를 공유하고 감염병웹보고 수정

문헌상 동시감염 보고 사례

※ 쯔쯔가무시증과 렙토스피라증 동시 감염 사례 1)2), 말라리아와 렙토스피라증 동시감염 사례 3),
라임병과 쯔쯔가무시증 동시 감염 사례 4)등이 보고

1) Lee CH, L JW. Coinfection with Leptospirosis and Scrub Typhus in Taiwanese Patients. Am J Trop Med
Hyg 2007;77(3):525-527
2) Watt G, Jongsakul K, Suttinont C. Possible scrub typhus coinfections in Thai agricultural workers
hospitalized with leptospirosis. Am J Trop Med Hyg 2003;68:89–91
3) Chansuda W, CK M, Michael G, et al. Co-Infection with malaria and leptospirosis. Am J Trop Med Hyg
2003;68(5):583-585
4) D Xuefei, H Qin, G Xiaodi, et al. Epidemiological and Clinical Features of Three Clustered Cases
Co-Infected with Lyme Disease and Rickettsioses. Zoonoses and Public Health. 20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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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감염병환자등 사망(검안) 신고(보고)서
[감염병환자등이 사망한 경우 사망신고]
･ 감염병환자등이 사망한 경우에는 감염병 환자 발생과 사망을 모두 신고(발생신고서와 사망신고서 모두 작성)함
･ 이미 발생 신고한 감염병환자등이 사망한 경우에는 ʻ감염병환자등 사망(검안)신고서ʼ를 작성하여 신고함

① 환자인적사항, 감염병명, 신고의료기관
● 감염병

발생 신고(보고)서와 동일

② 사망원인
● 신고일

: 감염병환자등 사망(검안) 신고서를 관할 보건소로 신고한 날짜

● 사망일

: 감염병환자등이 사망한 날짜

● 사망

원인 : 사망원인은 의학적 인과관계 순으로 (가)직접사인부터 위에서 아래로

한 칸에 하나씩 기재함
● (가)직접사인을

첫 번째 칸에 기입하고 인과관계에 따라 차례대로 기입함. 그리고

가장 앞서 발생한 사망원인을 가장 아래 칸에 기재함
※ 직접사인은 직접 사망을 일으킨 질병, 손상, 합병증 등을 의미함
● (가)부터

(라)까지의 사망 원인 외의 그 밖의 신체 상황 : 사망에 영향을 미쳤으나

사망을 야기한 질병 또는 병태와는 직접적인 관련이 없는 기타 중요한 병태는 ‘그
밖의 신체 상황’에 기재함
● 발병부터

사망까지의 기간 : 각 사인별로 발병부터 사망까지의 기간을 각각 기재함

라) 병원체 검사결과 신고(보고)서
● 감염병병원체

확인기관은 실험실 검사 등을 통하여 감염병환자등을 발견한 경우

병원체 검사결과 신고(보고)서를 작성하여 의뢰기관의 관할 보건소로 신고함
● 신고서를

접수한 보건소는 발생신고 여부를 확인하여

－ 발생신고가 안된 경우 의뢰기관에 발생신고를 요청함
－ 발생신고가 이루어진 경우 ‘보건소 보건정보’의 감염병 환자 신고여부에 ‘네’ 체크
－ 발생신고를 요청하였으나 신고가 이루어지지 않은 경우 ‘아니오’를 체크하고 그
사유를 기재함
[발생신고여부 확인방법]
･ 감염병웹보고 > 조회 메뉴에서 환자성명과 생년월일(YYMMDD)을 이용하여 조회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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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매개체 감시
(1) 매개체 및 보유병원체 확인
질병관리본부에 매개체 동정 및 매개체 내 병원체 검사를 의뢰하려는 경우 관할

의 료 기 관

보

건

보건소에 신고･의뢰
검체를 접수받은 보건소는 공문으로 질병관리본부로 의뢰하고 검체를 신속히

소

송부(부록 2. 진드기 검체 수송 매뉴얼 참조)

질병관리본부

결과확인 및 환류

종류

검사담당부서

연락처

매개체분석과

043-719-8564

매개 참진드기 동정
진드기 내 보유병원체(SFTS virus) 확인

(2) 매개체 조사･감시
● 쯔쯔가무시증

매개 털진드기

－ 주별 집중 발생밀도 조사：전국 16개 지역에서 털진드기 채집기를 이용하여 9~11월
사이 주간별 털진드기 발생상황 조사
－ 분포 조사：전국 30개 지역을 대상으로 봄･가을철에 설치류에 기생하는 털진드기를
채집하여 전국적인 분포상 조사(3년 주기)
● 중증열성혈소판감소증후군(SFTS)

매개 참진드기

－ 월별 발생밀도 조사：4~11월 채집기를 이용하여 월간 참진드기 발생상황 조사
－ 분포 조사：전국 16개 지역을 대상으로 7~8월 사이 참진드기를 채집하여 전국적인
참진드기 분포상 조사(3년 주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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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실험실 검사

가. 담당부서
감염병

담당부서

연락처

쯔쯔가무시증, 라임병

세균분석과

043-719-8113

중증열성혈소판감소증후군(SFTS), 진드기매개뇌염

바이러스분석과

043-719-8191

나. 감염병 확인을 위한 검사 의뢰
● 검사

의뢰 흐름은 “의료기관→보건소→검사기관(보건환경연구원 또는 질병관리본부)”을

원칙으로 함(보건소에서 출발하는 검체는 보건소 직접 운송)
● 질병관리본부,

보건환경연구원으로 감염병 검사의뢰 할 경우, “질병관리본부 질병

보건통합관리시스템(http://is.cdc.go.kr)”의 주요 메뉴인 ｢감염병관리통합정보지원｣의
하부 메뉴인 “환자감시” 또는 “병원체확인”메뉴를 이용
※ 질병보건통합관리시스템 메뉴는 지정된 권한을 승인받아야만 이용 가능
● 중증열성혈소판감소증후군(SFTS)

신고･보고를 받은 보건소는 신속한 검체 이송 및

검사 진행에 대해 협조 체계 구축.
※ 특히 금요일 신고 접수된 건에 대한 협조 및 확인 필요

[그림 2] 감염병 검사 의뢰, 결과 환류 절차도
※ 자세한 내용은 ʻ질병관리본부 감염병 시험의뢰검체 운송ʼ 체계에 따름(담당부서：감염병진단관리과
043-719-7837, 7844)
※ 검체 포장방법：3중 수송용기 사용

014

Part Ⅰ. 총 론
● 감염병병원체

확인을 위한 검사의뢰 시 검사의뢰 기관을 사전에 확인 후 검체 의뢰

및 이송
감염병
분류

제3군

감염병명

쯔쯔가무시증

중증열성
혈소판감소
증후군
(SFTS)

제4군

검사법

세부검사법

배양검사

분리 동정,
IFA, PCR

질병관리본부

항체검출검사

IFA

17개 시･도 보건환경연구원

유전자검출검사

PCR

질병관리본부,
2개 시･도 보건환경연구원
(강원, 광주)

배양검사

배양, Realtime
RT-PCR

항체검출검사

ELISA, IFA

유전자검출검사

Realtime
RT-PCR

배양검사

분리 동정,
현미경검사

라임병

진드기
매개뇌염

감염병병원체 확인기관
(ʼ18.1.15. 기준)

항체검출검사

ELISA, IFA

배양검사

배양,
Nested PCR

항체검출검사

ELISA, IFA

유전자검출검사

Nested PCR

질병관리본부

17개 시･도 보건환경연구원

질병관리본부

질병관리본부

17개 시･도 보건환경연구원

※ 민간의료기관 : 진단검사의학과 전문의가 상근하는 의료기관에서는 식품의약품안전처 허가를 득한
의료기기 등을 사용하여 법정감염병 진단검사 실시

다. 검사 결과의 환류
● 검사기관(보건환경연구원
● 검사

또는 질병관리본부) → 보건소 → 의료기관

의뢰 형식(공문서발송, 전산시스템 신고 등)에 동등한 형태로 회신

※ 다만, 의료기관에서 환자조치를 위해 신속한 결과 요청이 있을시 진단기관에서는 검사결과를
알려줄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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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역학조사

가. 조사 착수 시기
● 개별

사례는 신고 접수 후 3일 이내(휴일 제외)

● 유행

사례는 유행 인지 후 지체 없이 역학조사에 착수해야 함

나. 조사자
● 시･군･구,

시･도 또는 질병관리본부(주관부서)

다. 조사주관
●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에 의하여 시･도지사 또는 시장･

군수･구청장은 관할구역 안의 감염병 발생에 대한 역학조사를 실시
● 환자가

치료받은 의료기관이 타 관할일 경우, 시･군･구 또는 시･도 간 협의에 의하여

조사 수행
● 협조요청

받아 실시한 경우, 그 결과보고는 시･군･구 상호간 협의 후 적시에 보고

하도록 함

라. 조사방법
● 질병관리본부에서

제시하고 있는 역학조사서를 이용하여 환자, 보호자, (필요시) 접촉자

및 담당의사 면접
● 환경조사

및 검체 채취, 확진검사, 전문가 자문 등을 실시할 수 있음

● 유행사례의

경우에는 시･도 역학조사반 또는 중앙역학조사반과 상의 후 역학조사

방식 결정
● 사망사례는

시･군･구에서 역학조사 수행하여 시․도에 보고하고, 시･도 역학조사반은

시･군･구에서 작성한 역학조사서를 기초하여, 임상경과, 주치의 의견, 사망원인 판단,
역학조사반 의견 등을 추가 하여 심층역학조사 실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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역학조사 주관
구분

감염병

신고･보고
개별

3군

쯔쯔가무시증
중증열성혈소판감소증후군(SFTS)

4군

유행･사망

라임병*

지체없이
신고･보고

시･군･구

진드기매개뇌염

시･도
시･도

역학
조사
시기

질병
관리본부
주관부서

3일
이내
(근무일
기준)

감염병
감시과

* 라임병은 시･군･구에서 역학조사를 실시한 후, 진단검사결과에 따라 의사환자일 경우 시･도 역학조사반에서
추가적으로 심층역학조사를 실시하여 환자 분류 후 보고하여야 함.

마. 역학조사 내용 및 주요 주의사항
● 주요

항목

－ 부록 3(서식6)의 각 질병별 ‘역학조사서’ 서식 및 작성요령을 참고하여 해당 항목을
빠짐없이 조사하여 작성
질환

조사내용 및 주요 주의사항
① 임상 증상 중 가장 중요한 가피 유무와 위치는 환자 및 의료기관에 동시에 문의하여 확인
② 1.8번 직업 조사에서 직업이 농림축산업이나 농림축산업에 종사하는 주부인 경우
작업내용 및 주요 작업 장소를 기재
※ 직업이 농업인 경우는 텃밭이나 주말농장 작업을 했거나 일시적으로 농사에
참여한 경우라도 관련 내용을 직업란에만 기재
※ 발병 한 달 이내 작업한 작물 및 작업내용 기재
③ 1.9번 직업이 농업이 아니면서 텃밭 작업에 참여한 경우 작업일, 작업 장소, 작업
내용 기재
④ 1.10번 직업이 농업이 아니면서 주말농장 작업에 참여한 경우 작업일, 작업 장소,

쯔쯔가무시증

작업 내용 기재
⑤ 1.11.12번 일회성 작업인 일시적 농사작업과 등산, 산책, 관광 등의 야외 활동은
구체적 날짜, 지역, 장소, 활동내용 기재
(예：10.11일 서울 관악구 관악산 등산 또는 10.11일 서울 마포구 난지캠핑장
캠핑 등)
⑥ 1.13번 수풀이나 풀 접촉 여부 확인 하여 기재
⑦ 진단신고 기준의 확진환자 중 민간임상검사센터에서 검사를 한 경우는 검사결과
기재(검사 의뢰기관 반드시 표시)
⑧ 재감염이 의심되는 경우는 최근의 감염으로 인해 항체가 남아 있을 수 있으므로
최초 감염시기를 확인하고 반드시 의료기관을 통해 임상경과 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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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환

조사내용 및 주요 주의사항
⑨ 가피와 발진은 형태와 개수에서 차이가 있으므로 반드시 구분하여 기재
※ 가피 대부분 1∼3개 사이이며, 5개 이상인 경우는 거의 없음
⑩ 쯔쯔가무시증은 털진드기와의 접촉을 통해 감염되므로 야외노출력이 없는 경우
거주지 환경이 산이나 논밭 근처 인지 등을 확인
① 야외활동 노출력(증상 발생 전 3주) 및 진드기에 물린 정확한 날짜와 상처 부위
사진을 포함한 자세한 조사 필요

중증열성
혈소판감소
증후군
(SFTS)

② 직업력에서 소와 같은 가축을 기르거나 농업 종사자일 경우 특히 이에 대한 자세한
기술 필요(지속적인 노출력 여부 확인)
③ 구토와 설사가 있는 경우 외부적인 요인(항생제, 기저질환력)에 의한 것인지 구별이
필요함. 림프절병증(림프절비대와 비슷한 의미)을 확인하여야 하며, 진드기에 물린
부위와 가까운 부위인지 확인 필요
④ 쯔쯔가무시증, 신증후군출혈열, 렙토스피라증의 검사 결과 함께 확인 필요
(검사 의뢰기관 반드시 표시)
① 야외활동 노출력(증상 발생 전 3개월) 및 진드기에 물린 정확한 날짜와 상처 부위
사진을 포함한 자세한 조사 필요
② 직업력, 여행력, 야외활동 유무에 대한 자세한 조사 필요

라임병

③ 임상 증상 중 가장 중요한 유주성 홍반의 유무 확인
④ 혈액 검체 미의뢰 시 혈액 검체 확보 필요
⑤ 검사 의뢰기관 반드시 표시
⑥ 보관된 진드기가 있을 경우 반드시 회수하여 검사 의뢰
① 주로 해외에서 유입했을 가능성이 높으므로 해외체류경력 및 감염경로에 대한 자세한
조사 필요
② 신경학적 후유증이 남을 수 있으므로 최초 조사로부터 6개월 이후에 추적 조사 필요
③ 바이러스 자체를 분리하거나 항원, 유전자 등을 직접 검출한 경우를 제외하고,

진드기
매개뇌염

특이 IgM 항체나 중화시험을 통한 항체 검출로 검사한 경우, 황열, 일본뇌염,
뎅기열을 과거에 감염되었거나, 황열, 일본뇌염의 백신을 접종받은 경우 항체 검사
과정에서 교차반응에 의한 양성으로 나타날 수 있으므로 과거력을 반드시 확인하여
환자 검사 결과 해석에 유의하여야 함. 반드시 과거력을 확인하고, 해당 과거력이
없는 경우엔 진단받거나 백신을 접종 받은 적이 없다고 꼭 표기
④ 환자의 직업 중 축산업, 산림․숲 관련 업무, 실험실근무자는 해당란에 체크하고
직종과 해당분야에서 하는 업무를 구체적으로 기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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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 결과 보고
● 시･군･구

또는 시･도는 쯔쯔가무시증, 중증열성혈소판감소증후군(SFTS), 라임병*은

역학조사가 완료 되는대로 역학조사시스템(http://is.cdc.go.kr)으로 보고
* 라임병의 경우 진단검사결과에 따라 의사환자일 경우 시･도에서는 심층역학조사를 실시하여 환자
분류 후 질병관리본부로 공문으로 보고(반드시 비공개 처리)
● 진드기매개뇌염은
● 유행

역학조사 후 질병관리본부로 공문으로 보고(반드시 비공개 처리)

및 사망사례 시 시･도에서 실시하는 심층역학조사의 경우 질병관리본부로 공문

으로 보고(반드시 비공개 처리)
역학조사로 인한 취득 정보의 보호
∙ 역학조사를 통해 알게 된 환자의 개인정보 및 의료정보는 반드시 비밀 유지
※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74조 (비밀누설의 금지) : 이 법에 따라 건강진단, 입원
치료, 진단 등 감염병 관련 업무에 종사하는 자 또는 종사하였던 자는 그 업무상 알게 된 비밀을
다른 사람에게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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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환자 및 접촉자 관리

가. 환자 관리
● 쯔쯔가무시증,

라임병, 진드기매개뇌염은 진드기를 매개로 전파되는 감염병으로 사람 간

전파가 보고된 바 없어, 환자 및 접촉자 관리가 일반적으로 필요하지 않으나,
중증열성혈소판감소증후군(SFTS)는 환자의 혈액 및 체액 노출에 의한 사람 간 전파가
보고된 바 있어, 환자의 혈액 및 체액의 노출이 예상되는 중증환자의 경우에는 선택적으로
격리 및 접촉자 관리를 수행하여야 함.
● 조치사항

－ 환자격리 : 중증열성혈소판감소증후군(SFTS) 중증 환자의 경우 선택적 해당
－ 역학조사 실시
－ 진드기 서식 추정지역 방역 (필요여부 확인 요청)
－ 환자발생보고 : 감염병환자 발생보고서식 활용
－ 보건교육 및 홍보

나. 접촉자 관리
● 일반적으로
● 진드기

사람 간 전파가 발생하지 않으므로 조기치료를 통한 환자관리가 우선

노출 회피를 위한 예방수칙 홍보 강화 및 조기 치료를 통한 환자관리가 중요
환자관리

질병명

3군

4군

접촉자 관리

환자격리

추가 역학
조사 실시

접촉자
관리

백신 및
예방요법

비고

쯔쯔
가무시증

불필요

불필요

불필요

미해당

-

중증열성
혈소판감소
증후군
(SFTS)

일반적으로
불필요*

일반적으로
불필요**

불필요

미해당

환자의 혈액 및 체액에
대한 직접적 접촉에
따른 전파 주의 필요

라임병

불필요

불필요

불필요

미해당

-

진드기
매개뇌염

불필요

불필요

불필요

미해당

-

* 체액 및 혈액의 노출이 예상되는 심폐소생술, 기도삽관술 등이 필요한 중환자는 선택적으로 격리
** 의료종사자를 비롯하여 밀접접촉자에서 잠복기 내에 발열이 있으면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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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예방관리

가. 기본방침
● 진드기

매개감염병 예방을 위한 개인 방어를 실천하고, 질병감염 시 증상을 인지하여

조기에 전문적인 치료를 구하도록 개인의 건강행위 실천을 변화시키기 위해 고위험
집단을 선정하여 보건교육을 실시하고, 다양한 매체를 활용하여 지역사회에 효과적인
홍보를 집중 실시하고자 함.

나. 세부내용
● 교육

및 홍보내용

－ 감염원과 전파경로
－ 진드기의 종류 및 생활사
－ 위험요인 및 역학적 특성
－ 주요 임상 증상
－ 예방 및 관리 방법
● 교육

및 홍보대상

－ 교육대상 : 환자 및 환자가족, 지역사회 고위험집단
－ 홍보대상 : 병･의원, 지역사회 주민
● 교육

및 홍보방법

－ 가능한 모든 교육 기회 활용
∙ 주민 조직을 통한 교육 : 이/반장 회의, 반상회, 각종 주민단체 모임 시에 예방법에
대한 교육 및 홍보
∙ 타 기관을 통한 교육 : 농업기술센터, 군, 학교, 공공기관 내 고위험집단 교육 시
예방법에 대한 교육 및 홍보
∙ 표준교육자료(PPT, 동영상) 활용
－ 다양한 홍보방법 도입 : 포스터, 리플렛, 현수막, 배너, 마을방송, 동영상, 전광판 등
－ 집중 홍보기간 도입
∙ 임산물 채취 및 봄철 야외활동 시작 시기 : 4~5월
∙ 수확 시기 및 가을철 야외활동 시작 시기 : 9~10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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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언론 매체를 통한 홍보
∙ 지역의 다양한 언론 매체를 활용 : 지역신문, 소식지, 마을방송 등
－ 의료기관 대상 홍보
∙ 역학적 특성(호발시기, 지역 등) 홍보를 통해 의심환자 역학적 연관성 문진 등 시행
∙ 의료기관의 의심환자 독려 및 신고․진단체계 홍보
● 예방수칙

－ 예방수칙의 주요 메시지
∙ 진드기에 물리지 않는 것
∙ 증상 발생 시 조기진단･적기치료 시행
－ 농업인 예방수칙
∙ 평상시･농작업 전, 농작업 중, 농작업 후로 활동별 예방수칙 제공
∙ 평상시 및 농작업 전
① 적정 농작업복을 구비 및 작업 시 항상 착용
※ 적정 농작업복 : 긴 팔, 긴 바지, 모자, 목수건, 토시, 장갑, 목이 긴 양말, 장화

② 농경지 및 그 주변과 주거지 및 그 주변 풀숲 제거
③ 진드기 기피제 보조적으로 사용
※ 진드기 기피제는 식품의약품안전처에서 허가된 제품을 사용설명서에 따라 주의사항 등을
고려하여 사용하며, 기피제의 효능 지속시간이 있으므로 활동 중에도 사용하여야 함.

∙ 농작업 중
① 보조도구 이용 : 농작업용 앞치마, 농작업용 방석, 휴식시 돗자리 사용
② 기피제 효능 지속시간을 고려하여 주기적으로 사용
③ 풀숲에 옷 벗어놓지 않기, 풀숲에 앉지 않기
④ 풀숲에서 용변 보지 않기
∙ 농작업 후
① 귀가 즉시 농작업복 일체 세탁하기
※ 평상복과 분리 세탁

② 귀가 즉시 입욕 및 샤워(온몸을 꼼꼼히 씻기)하기
③ 몸에 벌레 물린 상처(또는 검은딱지) 또는 진드기가 물고 있지 않은지 확인하기
－ 야외활동인 예방수칙
∙ 야외활동 전, 야외활동 중, 야외활동 후로 활동별 예방수칙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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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외활동 전
① 적정 복장을 구비하여 착용
※ 적정 복장 : 긴 팔, 긴 바지, 모자, 목수건, 장갑, 목이 긴 양말, 등산화 등

② 진드기 기피제 보조적으로 사용
※ 진드기 기피제는 식품의약품안전처에서 허가된 제품을 사용설명서에 따라 주의사항 등을 고려
하여 사용하며, 기피제의 효능 지속시간이 있으므로 활동 중에도 사용하여야 함.

∙ 야외활동 중
① 휴식 시 기피제를 뿌린 돗자리 사용
② 기피제 효능 지속시간을 고려하여 주기적으로 사용
③ 풀숲에 옷 벗어놓지 않기, 풀숲에 앉지 않기
④ 풀숲에서 용변 보지 않기
∙ 야외활동 후
① 귀가 즉시 활동복 일체 세탁하기
② 귀가 즉시 입욕 및 샤워(온몸을 꼼꼼히 씻기)하기
③ 몸에 벌레 물린 상처(또는 검은딱지) 또는 진드기가 물고 있지 않은지 확인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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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환경관리

● 주변의

풀숲 제거 등 주변 환경 개선으로 진드기 서식지 축소

단, 무분별한 환경통제는 지양함
－ 마을 주변의 텃밭, 산림과 인접한 농경지 주변, 농경지 진입로에 대한 잡풀 제거 권장
－ 휴경지, 빈집, 개울･하천 주변, 공원 등 잡풀 제거 권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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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hapter

01

쯔쯔가무시증

정 의

Orientia tsutsugamushi의 감염에 의한 급성 발열성 질환

매개체

털진드기 유충

감염원

Orientia tsutsugamushi

전파경로

쯔쯔가무시균에 감염된 털진드기 유충이 사람을 물어 감염
(주로 경작지 주변의 풀숲 및 관목 5)숲에 분포 6))

잠복기

1~3주(9~18일 7))

사람간 전파

사람 간 전파 없음

호발시기

10~12월

호발대상

50대 이상

치명률

법정감염병

0.1~0.2%(ʼ11~ʼ16년 기준)

제3군

5) 관목(灌木): 높이가 2m 이내이고, 주줄기가 분명하지 않으며, 밑동이나 땅속 부분에서부터 줄기가 갈라져 나는
나무. 진달래, 개나리, 무궁화 등이 여기에 속함. 두산백과.
6) 공우석, 신이현, 이희일 외. 쯔쯔가무시증의 시･공간적 분포와 환경생태요인. 대한지리학회지 2007; 42(6):
863-878.
7) 대한감염학회. 감염학. 군자출판사. 서울. 2014. p.7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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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요

1.

가. 정의
● Orientia

tsutsugamushi에 의해 감염된 털진드기의 유충에 물렸을 때, 혈액과 림프액을

통해 전신적 혈관염이 발생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급성 발열성 질환
－ 매개진드기(털진드기)에 물린 자리에 가피(eschar)를 나타내는 것이 특징
● 초원열(scrub

typhus), 잡목열 또는 양충병이라고도 불림

나. 병원체
● 리케치아의

일종인 O. tsutsugamushi

－ 세포내 절대 기생 세균으로서 Giemsa 염색을 하면 그람 음성 간구균 모양
(coccobacillus)으로 보통 직경은 0.5∼0.7㎛, 길이는 1.2∼2.5㎛
－ 원형질은 세포외막과 세포내막으로 싸여 있으며 지당체, 펩티도글리칸, 점액층이
없고 매우 두꺼운 세포벽의 외층을 가지고 있음
－ 항원성이 서로 다른 혈청형이 존재하며, 쥐를 이용한 병독성 시험에서 혈청형에
따라 병원성에 차이가 있음
－ 혈청형은 Gilliam, Karp, Kato, Boryong이 있으며, 지역별로 특이적인 혈청형이
존재하는데 국내 주요 혈청형은 Boryong임

다. 감수성
●한

번 감염되면 동일 항원형에 대해서는 지속적 면역을 획득하나, 다양한 항원형

존재로 유행지역에서 다른 항원형에 의한 재감염 가능

라. 매개체
(1) 개요
● 주요

매개종은 털진드기(Trombiculid)의 유충(chigger)임

－ 동물계(Animalia), 절지동물문(Arthropoda), 거미강(Arachnida), 진드기목(Acari)에
속하며, 그 중에서도 전기문아목(Prostigmata), 털진드기과(Trombiculidae)에 속하는 진드기
0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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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특이하게도

유충시기에만 사람의 몸에 붙어 체액을 섭취하며, 이 과정에서 쯔쯔

가무시균 감염 매개
－ 진드기에서 쯔쯔가무시균의 전파는 경란형 전파(transovarian transmission)를 통해
성충에서 유충으로 전달되며, 유충이 성장을 위해 숙주동물(사람 등)에 붙어 체액을
섭취하는 과정에서 사람이 감염됨
－ 털진드기 유충은 날카로운 구기를 이용하여 주로 피부의 땀구멍 및 모공 등을 주로
물며(bite), 이 과정에서 가려움증이나 통증을 실제로 사람이 느끼기는 어려움
※ 사람에게서 직접 피를 흡혈하는 것이 아니라 깨뭄에 의해 생긴 상처에 강력한 소화효소를
분비하여 피부세포를 녹이고 조직이 경화되어 생기는 대롱 형태의 스틸로스톰(stylostome)을
형성하여 지속적으로 세포를 액화시켜 체액을 섭취하는 과정에서 털진드기 침샘에 있던
O. tsutsugamushi가 인체에 감염

－ 방해를 받지 않는다면 2∼3일 정도 체액섭취를 지속하며, 이를 통해 유충에서 약충으로
성장할 수 있는 영양분 공급
※ 이때 생긴 stylostome의 상처가 아물며 특징적으로 가피(eschar) 형성

[그림 3] 털진드기의 생활사 및 병원체 전파경로8)

8) Kadosaka T, Kimura E. Electron microscopic observations of Orientia tsutsugamushi in salivary gland cells
of naturally infected Leptotrombidium pallidum larvae during feeding. Microbiol Immunol 2003;47:
727-7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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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국외 매개체 분포
● 국내뿐만

아니라 열대지방 및 극지방을 제외한 전 세계에 널리 분포

● 동남아시아의

매개체는 Leptotrombidium deliense이며, 일본의 경우 L. akamushi

이외에 대잎털진드기(L. pallidum)와 활순털진드기(L. scutellare)임

(3) 국내 매개체 분포
● 국내

보고된 털진드기 14속 51종 중에서 현재까지 O. tsutsugamushi 병원균을 매개

하는 것으로 알려진 종은 총 8종으로 대잎털진드기(L. pallidum), 활순털진드기(L.

scutellare), 수염털진드기(L. palpale), 동양털진드기(L. orientale), 반도털진드기(L.
zetum), 사륙털진드기(Neotrombicula japonica), 조선방망이털진드기(Euschoengastia
koreaensis), 들꿩털진드기(Helenicula miyagawai)가 여기에 속함
－ 남부지역(경남, 전남, 전북, 충남, 제주)에서는 활순털진드기가 우세
－ 중부지역(경기, 강원, 충북, 충남)에서는 대잎털진드기가 우세
● 환자발생이

많은 곳(경남>전남>충남)은 활순털진드기의 비율이 높은 지역과 일치함

2005-2007

2011-2013

2016

[그림 4] 활순털진드기의 전국 분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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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발생현황

가. 국외 현황
● 1899년

일본의 하시모토에 의해 처음으로 기술

● 쯔쯔가무시증은

시베리아 연해주, 히말라야, 파밀 고원, 북부 호주를 잇는 삼각형

지역 내에 광범위하게 존재

[그림 5] 쯔쯔가무시증 유행지역9)

9) Xu G, Walker DH, Jupiter D, Melby PC, Arcari CM. : A Review of the global epidemiology of scrub
typhus. PLos Negl Trop Dis 11(11):e000606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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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국내 현황
(1) 연도별 환자 발생 현황
● 쯔쯔가무시증

국내 환자 발생은 1951년 주한 UN군에서 처음 환자 발생보고가 되었고

1986년에 혈청학적으로 확인되었으며 1994년부터 환자 발생 감시를 시작, 1998년
이후 수년간의 주기로 계단식 증가 추세

[그림 6] 쯔쯔가무시증 연도별 발생현황(ʼ94∼ʼ17)
※ 2017년 통계는 변동 가능한 잠정통계임.

<표 1> 쯔쯔가무시증 연도별 발생현황(ʼ08∼ʼ17)
구분

ʼ08

ʼ09

ʼ10

ʼ11

ʼ12

ʼ13

ʼ14

ʼ15

ʼ16

ʼ17

환자수

6,057

4,995

5,671

5,151

8,604

10,365

8,130

9,513

11,105 10,528

발생률

12.26

10.06

11.31

10.17

16.92

20.31

15.87

18.50

21.52

20.35

사망자수

-

-

-

6

9

23

13

11

13

18

※ 발생률은 인구 10만명당 발생률을 나타내며, 2017년 통계는 변동 가능한 잠정통계임.
※ 감염병 사망신고 대상은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개정･시행(2010.12.30) 이후 기존
제1군감염병, 일본뇌염에서 제1군∼제4군감염병(단, 인플루엔자 제외)으로 확대되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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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지역별 환자 발생 현황
● 주요

환자 발생 지역이 활순털진드기 분포 지역과 거의 일치

－ 전남, 경남, 전북, 충남지역에서 많이 발생함
2015

2017

[그림 7] 쯔쯔가무시증 지역별 인구 10만명당 발생률
※ 2017년 통계는 변동 가능한 잠정통계임.

(3) 월별 환자 발생 현황
● 10~12월에

호발하고, 이는 털진드기 유충 번식기와 일치

[그림 8] 쯔쯔가무시증 월별 발생현황(ʼ13~ʼ17)
※ 2017년 통계는 변동 가능한 잠정통계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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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성별･연령별 환자 발생 현황
● 성별구성비로

보면 여성 60%, 남성 40%이며, 이는 여성 인구비가 높은 농촌인구

구성 특성과 관련
* 해외에서는 직업적 노출 관련 특히 남성에서 더 호발
● 대부분

환자는 50세 이상에서 주로 발생

[그림 9] 쯔쯔가무시증 성별･연령별 발생현황(ʼ17)
※ 2017년 통계는 변동 가능한 잠정통계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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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역학적 특성

● 쯔쯔가무시증

환자는 털진드기가 서식하는 수풀환경에 노출되어 발생하고, 주로 농촌

지역은 작업활동 노출, 도시지역은 여가활동이나 일시적 농업관련 작업 참여로 인한
우연 노출10)
<표 2> 쯔쯔가무시증 감염 위험요인(ʼ15년)
주요 위험요인
농업 관련 작업

계(N=6,404)

도시(N=2,180)

농촌(N=4,224)

4,093(63.9)

594(18.4)

3,499(82.8)

346( 6.7)

51( 6.8)

295( 6.6)

3,963(76.4)

537(71.8)

3,426(77.1))

작물심기

645(12.4)

113(15.1)

532(11.9)

기타 농업관련 작업

235( 4.5)

47( 6.3)

188( 4.2)

2,311(36.1)

1,586(72.7)

725(82.8)

등산･산책 활동

838(36.3)

603(38.0)

235(32.4)

성묘･벌초 활동

459(19.9)

294(18.5)

165(22.8)

여행･캠핑 활동

113( 4.9)

85( 5.4)

28( 3.9)

건설･건축 현장작업

499(21.6)

331(20.9)

168(23.2)

기타야외활동

614(26.6)

388(24.5)

226(31.2)

작물수확
풀뽑기/풀베기

비농업관련 작업

쯔쯔가무시증 발생 위험요인
∙ 직업과 관계없이 밭농사, 과수원, 목축업, 산일(밤줍기) 등의 농사관련 작업에 참여한 경우 발생위험 증가11)
∙ 풀밭위에 누워서 휴식, 장갑 미착용, 풀밭에서 대･소변, 상의 탈의 혹은 반팔로 작업 등은 감염위험을
높이는 행위 12)

10) ’15년 질병관리본부로 신고･보고된 9,513명 중 역학조사가 완료된 8,939명(군인 및 역학조사 미실시 사례
제외, 신고일 기준)
11) 류소연. 쯔쯔가무시증 심층역학조사 보고서. 조선대학교. 2006
12) 이주형 등. 쯔쯔가무시증 다발생 농촌 및 도시지역의 감염 위험요인 조사. 20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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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피

발견율은 지역별 차이는 있으나 68∼80% 정도이고 가피 발견 위치는 주로 피부가

겹치고, 습한 부위 즉, 털진드기 유충이 숨기 좋은 곳인 복부(허리), 종아리, 가슴,
겨드랑이 등에서 많이 확인됨
－ 일상생활에서의 노출로 감염되는 농촌지역 환자의 주요 가피 위치는 몸통인 반면,
여가활동으로 우연 감염되는 도시지역 주민의 주요 가피위치는 주로 사지에 나타남

10)

[그림 10] 부위별 가피 발견율
● 사망사례는

고령 또는 만성질환자이고 치명률은 0.10~0.22% 수준임
<표 3> 쯔쯔가무시증 사망자 특성(ʼ12∼ʼ16)

구분

2012

2013

2014

2015

2016

환자수(명)

8,604

10,365

8,130

9,513

11,105

사망자수(명)

9

23

13

11

13

치명률(%)

0.10

0.22

0.16

0.12

0.12

평균연령(평균±편차)

69.3±17.1

73.9±10.9

70.7±8.4

73.1±11.7

76.4±11.9

기저질환 있음(명,%)

7(77.8)

17(73.9)

13(100.0)

9(81.8)

5(38.5)

가피 있음(명,%)

5(55.6)

21(91.3)

8(61.5)

9(81.8)

6(46.2)

※ ʼ11년 이후부터 법정감염병으로 사망한 경우 신고하도록 하고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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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임상적 특성

가. 잠복기
● 1~3주(9~18일)

나. 임상 증상
● 초기

증상으로 발열, 오한, 두통 등이 있다가 근육통, 기침, 구토, 근육통, 복통 및 인

후염이 동반되며 발진과 가피(eschar)가 나타남
－ 가피(eschar) : 직경 5∼20mm크기이며 털진드기 유충에 물린 부위에 형성
: 질병관리본부 역학조사 결과에서 주요 발생부위는 피부가 겹치고 습한 부위,
복부(허리), 겨드랑이, 가슴 등 주로 몸통부위에 발생이 많았음13)
－ 발진 : 몸통에서 나타나 사지로 퍼지는 반점상 구진
－ 국소성 혹은 전신성 림프절 종대와 비장 비대

[그림 11] 털진드기 유충에 물린 후 형성된 가피

13) 한국농촌의학회. 쯔쯔가무시증의 효과적인 예방･관리대책을 위한 연구. 2007
※ 기존 다른 문헌보고에서는, 겨드랑이(24.3%), 서혜부(9.3%), 가슴(8.3%), 배 등에 자주 물리는 것으로 보고된
적도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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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합병증
● 폐질환

: 간질성 폐렴, 심한 경우 급성호흡곤란증후군

● 심근염,

위장관 출혈, 급성 신부전, 수막뇌염, 패혈성 쇼크, 미만성 혈관내응고

라. 치명률
● 적절한

치료를 안 한 경우에는 0~30%에 이른다고 되어 있으나 국내는 약 0.1~0.2%

(ʼ11~ʼ16년 기준)로 추정
● 주된

사인은 심부전, 순환장애, 폐렴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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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실험실 검사

∙ 신고범위 : 환자, 의사환자
∙ 신고시기 : 지체없이 신고
∙ 신고를 위한 진단기준
－ 환자 : 쯔쯔가무시증에 부합되는 임상증상을 나타내면서 확인 진단을 위한 검사기준에 따라 감염병
병원체 감염이 확인된 사람
－ 의사환자
·의심환자 : 임상증상 및 역학적 연관성을 감안하여 쯔쯔가무시증이 의심되나 진단을 위한 검사
기준에 부합하는 검사결과가 없는 사람
·추정환자 : 임상증상 및 역학적 연관성을 감안하여 쯔쯔가무시증이 의심되며, 추정 진단을 위한
검사기준에 따라 감염이 추정되는 사람
∙ 임상증상
－ 진드기 유충에 물린 부위에 특징적인 가피(eschar) 형성이 특징적임
－ 가피가 주로 발견되는 신체부위는 피부가 겹치고 습한 곳으로, 가슴, 겨드랑이, 복부, 종아리
등에서 많이 확인됨
－ 심한 두통, 발열, 오한이 갑자기 발생하며 감기와 유사하고, 구토 및 복통 등 소화기증상도 발생됨
－ 발병 5일 이후 발진이 몸통에 나타나서 팔다리로 퍼지며 반점상 구진의 형태를 보임
－ 국소성 또는 전신성 림프절 종대와 간 비대, 비장 비대가 나타남
－ 가벼운 혼돈에서 섬망, 혼수상태까지 다양한 중증도의 의식수준의 변화가 동반될 수 있음
∙ 진단을 위한 검사기준
－ 확인 진단
·검체(혈액, 조직, 가피)에서 O. tsutsugamushi 분리 동정
·검체(혈액, 조직, 가피)에서 특이 유전자 검출
·회복기 혈청의 항체가가 급성기에 비하여 4배 이상 증가
·미세간접면역형광항체법으로 항체가가 IgG 1:256 이상 또는 IgM 1:16 이상
－ 추정 진단
·확인 진단 외의 기준으로 특이 항체 검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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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진단을 위한 검사기준
(1) 확인진단
● 검체(혈액,

조직, 가피)에서 O. tsutsugamushi 분리 동정

● 검체(혈액,

조직, 가피)에서 특이 유전자 검출

● 회복기

혈청의 항체가가 급성기에 비하여 4배 이상 증가

● 미세간접면역형광항체법으로

항체가가 IgG 1:256 이상 또는 IgM 1:16 이상

(2) 추정진단
● 확인

진단 외의 기준으로 특이 항체 검출

※ 세부적인 검사법은 ｢질병관리본부 법정감염병 진단검사 통합지침｣ 참조

나. 검사 방법에 따른 검체 채취 및 운송
검체
검사법

배양
검사

항체
검출
검사

유전자
검출
검사

세부검사법

분리 동정,
IFA, PCR

IFA

PCR

검사기관
(ʼ18.1.15기준)

질병
관리
본부

17개 시･도
보건환경
연구원

질병
관리
본부

종류
(최소량)

용기

채취시기

혈액
(5㎖)

항응고제
(헤파린)
처리용기

의심 시
(항생제 투여 전 또는
증상 발생 10일 이내)

가피
또는
조직
(적정량)

무균용기

필요시

혈액

혈청분리
용기

∙ 급성기(1차혈청): 발병 즉시
∙ 회복기(2차혈청): 발병 1~2주
이후

혈액
(5㎖)

항응고제
(EDTA)
처리용기

의심 시
(항생제 투여 전 또는
증상 발생 10일 이내)

가피
또는
조직
(적정량)

무균용기

필요시

온도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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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검사 결과에 따른 환자분류
구분

진단검사기준

의사
환자
또는

-

환자
아님

의사
환자

의사
환자
또는
환자
아님

040

검사 없이, 임상증상 및
역학적 연관성을 감안하여
의사가 쯔쯔가무시증으로
의심하여 신고한 경우

∙ 역학조사 과정에서 임상증상 및 역학적 연관성이
없을 경우, “의사환자” 또는 “환자아님”으로 분류
하기 위해 주치의의 확인을 거쳐 판단하여야 함.
∙ 신고 이후 주치의가 쯔쯔가무시증 환자가 아닌
것으로 판단된다고 확인되면 보건소에서 “환자
아님”으로 수정보고

ICA 에 의해 음성으로 확인
하였지만, 임상증상 및
역학적 연관성을 감안하여
의사가 쯔쯔가무시증으로
의심하여 신고한 경우

확인 진단 외의 ICA에 의해 양성으로 확인
기준으로 특이 하고 추가적으로 확진검사를
항체 검출
하지 않았을 경우

∙ 추정진단에 따른 의사환자(추정환자)에 해당됨.

민간검사기관에서 실시하는
확인 진단 외의 IFA**에 의해 결과값이
기준으로 특이 1:40 이상으로 나온 경우
(급성기에 1회만 실시한
항체 검출
경우)

∙ 추정진단에 따른 의사환자(추정환자)에 해당됨.
∙ 민간검사기관에서 검사한 결과값이 1:40, 1:80,
1:160, 1:320, 1:640, 1:1280, 1:2560, 1:5120,
＞5120으로 나타나면, 복합항체가 검사결과로
확진검사법이 아니기 때문에 1:40 이상은 모두
의사환자임.
∙ 1:40 이하의 경우는 “의사환자” 또는 “환자아님”
으로 분류하기 위해 주치의의 확인을 거쳐 판단
하여야 함.

민간검사기관에서 실시하는
IFA에 의해 결과값이 IgG
1:32, IgM 1:16 미만으로
나온 경우
(급성기에 1회만 실시한
경우)

∙ 확진검사 결과 기준에 준하지 않은 결과값으로,
주치의의 확인을 거쳐 “의사환자” 또는 “환자아님”
으로 분류하고, 신고･보고 시스템에서는 확진검
사결과는 미실시로 체크함
∙ 민간검사기관에서 검사한 결과값이 IgG와 IgM
으로 표시되고, 그 값이 1:16, 1:32, 1:64,
1:128, 1:256, 1:512, 1:1024로 나올 경우 단일
항체가 검사로 보며, 진단고시에 제시된 확진검사
법으로 봄.

*

-

환자
아님

의사
환자

비고

∙ 추정검사에 의해 음성으로 확인되었지만, 임상
증상 및 역학적 연관성을 고려하여 주치의가
쯔쯔가무시증으로 진단하였다면 의사환자(추정
환자)에 해당됨.
∙ 역학조사 과정에서 임상증상 및 역학적 연관성이
없을 경우, “의사환자” 또는 “환자아님”으로 분류
하기 위해 주치의의 확인을 거쳐 판단하여야 함.

의사
환자
또는

사례

미세간접면역형
광항체법으로
항체가가 IgG
1:256 이상 또는
IgM 1:16 이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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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진단검사기준

사례

비고

확진
환자

미세간접면역
형광항체법으로
항체가가 IgG
1:256 이상 또는
IgM 1:16 이상

민간검사기관에서 실시하는
IFA에 의해 결과값이 IgG
1:256 이상 또는 IgM
1:16 이상으로 나온 경우
(급성기에 1회만 실시한
경우)

∙ 확진검사법에 의한 양성으로 환자(확진)로 분류함.
∙ IgG 또는 IgM 둘 중에 하나라도 결과값이 기준에
준하면 환자(확진)임.

확진
환자

회복기 혈청의
항체가가 급성기
에 비하여 4배
이상 증가

민간검사기관에서 실시하는
IFA에 의해 급성기 항체
역가(예；1:40)에 비해
회복기 항체역가가 4배
이상(예；1:160) 상승한
경우
(급성기, 회복기 2회 실시한
경우)

∙ IFA로 검사한 경우(단일항체가, 복합항체가 관계
없이, 급성기와 회복기에 같은 방법으로 검사한
경우) 급성기와 회복기의 항체가를 확인하여, 회복기
혈청의 항체가가 급성기에 비하여 4배 이상 증가
하였을 경우에는 확진검사에 의한 확진환자에 해당됨.

확진
환자

검체(혈액, 조직,
가피)에서 특이
유전자 검출

혈액 또는 조직 또는 가피
에서 PCR***로 특이 유전자
검출하였을 경우

∙ 특이 유전자를 검출하였을 경우 확진검사에 의한
확진 환자에 해당됨.

확진
환자

검체(혈액, 조직,
가피)에서 균 분리
동정

혈액 또는 조직 또는 가피
에서 분리 동정, IFA,
PCR 검사법에 의해 병원
체를 확인하였을 경우

∙ O. tsutsugamushi 병원체를 확인하였을 경우 확진
환자에 해당됨.

* ICA(Immunochromatography) : 면역크로마토그래피법, 정성검사이며 신속검사(10~15분 소요)로
IgM과 IgG 각각 측정 또는 Total Ab(IgG, IgM, IgA) 측정
** IFA(Indirect immunofluorescent antibody test) : 간접면역형광항체법
*** PCR(Polymerase Chain Reaction) : 중합효소연쇄반응법
※ 보건환경연구원 및 질병관리본부에 검사 의뢰하여 결과가 “미결정”으로 통보되었을 경우 “미세간접
면역형광항체법으로 항체가가 IgG 1:256 이상 또는 IgM 1:16 이상”의 기준에 부합하지 아니한 경우
로서, 회복기 검체를 통해 “급성기에 비해 4배 이상 증가하는지”를 판단하기 위한 결과 회신임. 따라서
회복기 검체를 의뢰하거나, 회복기 검체 확보가 불가할 경우 주치의의 종합적 판단에 따라 “의사환자”
또는 “환자아님”으로 분류함.

6.

치료

● 의사의

처방에 따라 항생제(독시사이클린, 클로람페니콜, 아지스로마이신 등) 투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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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Q&A

Q1. 쯔쯔가무시증의 예방법은 무엇입니까?

야외작업･활동 시 적정 작업복(긴팔･긴바지, 모자, 목수건, 토시, 장갑, 양말, 장화) 착용, 농경지
및 거주지 주변 풀숲 제거, 풀숲에 옷을 벗어 놓지 않고 휴식 시 돗자리 사용, 야외작업･활동 후
작업복 세탁하기, 귀가 즉시 목욕･사워를 하는 등 예방수칙을 준수하여야 합니다.

Q2. 쯔쯔가무시증 증상과 치료법은 무엇입니까?

쯔쯔가무시증은 보통 1~3주 정도의 잠복기를 거친 후 급성으로 발생하며, 두통, 발열, 오한, 구토,
발진, 근육통, 기침 등이 나타나고 털진드기 유충에 물린 부위에 가피가 형성됩니다. 감염초기에
적절한 항생제 치료 시 비교적 용이하게 회복되지만, 단순 감기몸살로 착각하여 치료시기를 놓치기
쉽기 때문에 주로 가을철에 위의 증상이 있을 경우 즉시 의료기관을 방문하여 신속한 진단과 치료를
받아야 합니다.

Q3. 쯔쯔가무시증은 왜 가을에 많이 발생합니까?

쯔쯔가무시증은 병원체에 감염된 털진드기의 유충이 사람을 물어서 발생합니다. 연중 발생하지만,
여름철에 산란한 털진드기 알이 초가을부터 본격적으로 부화할 때 동물이나 사람의 체액을 섭취하며
성장하기 때문에 털진드기 유충이 활동하는 시기인 가을(9~11월)에 매개체와의 접촉을 통해
쯔쯔가무시증에 걸릴 확률이 높습니다. 털진드기의 약충이나 성충에서는 미소곤충류(예：톡토기)의
알을 먹고 삽니다.

Q4. 쯔쯔가무시증은 봄에도 걸리나요?

진드기 종에 따라 봄에 발생 할 수 있습니다. 우리나라의 경우 충청도 지역을 중심으로 남부 지역에서
서식하는 활순털진드기 유충에 의해 가을에 집중하여 발생하지만, 전국적인 분포를 나타내는
대잎털진드기 유충에 의해 봄･가을에도 발생합니다. 따라서, 지역･시기와 관계없이 농작업이나 야외
활동 후 감기증상이나 가피가 발견되면 쯔쯔가무시증을 의심하고 적절한 치료를 받아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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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5. 털진드기는 곤충입니까?

진드기는 분류학적으로 곤충에 속하지 않고 거미강에 속하므로 유충의 경우에만 곤충과 같이 3쌍의
다리를 가지나 자충과 성충은 모두가 4쌍의 다리를 갖습니다. 간혹 진딧물과 혼동하게 되는데
진딧물은 식물의 액을 섭취하는 곤충으로서 사람을 공격하지 않습니다.

Q6. 모든 털진드기가 쯔쯔가무시증을 일으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진드기는 세계적으로 4~5만종이 확인되어 있으나, 그 중 털진드기과에 속하는
진드기류만 쯔쯔가무시증과 관련이 있습니다. 우리나라에서 확인된 털진드기과는 51종입니다.
현재까지 국내에서 확인된 쯔쯔가무시균 매개종은 대잎털진드기, 활순털진드기, 수염털진드기,
동양털진드기, 반도털진드기, 사륙털진드기, 조선방망이털진드기, 들꿩털진드기 등 8종입니다. 이
중에서도 쯔쯔가무시균에 감염된 진드기 유충만이 감염을 일으킬 가능성이 있으며, 대표적인 종은
활순털진드기라고 할 수 있습니다.

Q7. 건강한 사람을 대상으로 한 쯔쯔가무시 항체가를 조사한 자료가 있습니까?

2007∼2009년도에 화성시, 예산군, 합천군, 태백시의 주민을 대상으로 항체가 조사를 한 결과가
있습니다. 환자다발생지역(화성, 예산, 합천)에서 쯔쯔가무증 항체가 조사결과 IgG 1:16 미만은
63%, IgG 1:256 이상은 6%이었으며, 환자 저발생지역(태백)에서는 IgG 1:16미만은 98.9%,
IgG 1:256 이상은 0.2%로 나타나 다발생지역에서는 증상이 없는 감염/노출자가 더 많은 것으로
생각됩니다.

Q8. 한번 감염된 사람이 또 감염될 수 있나요?

쯔쯔가무시증에서 회복된 환자는 동일한 혈청형에는 일정기간 면역력을 갖게 되나, 다른 혈청형의
균에 감염 되었을 때에는 재감염될 가능성이 계속 존재합니다.

Q9. 쯔쯔가무시증 의사환자도 역학조사를 수행해야 하나요?

네. 그렇습니다. 쯔쯔가무시증은 확진과 의사환자 모두를 신고대상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의사환자도
역학조사 대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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