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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중증열성혈소판감소증후군(SFTS) 개요
1.1. 중증열성혈소판감소증후군(Severe Fever with Thrombocytopenia Syndrome)
❍ 사람이나 동물이 SFTS 바이러스 감염에 의한 열성 출혈성 질병

❍ 병원체는 Banyangvirus 속으로 분류되는 Huaiyangshan banyangvirus(ICTV, 2018)

❍ 진드기 매개 질병(주요 매개체 : 작은소피참진드기, Haemaphysalis longicornis)

❍ 감염 환자는 고열, 소화기증상(오심, 구토, 설사 등), 혈소판 감소, 백혈구 감소,
다발성 장기부전 등 임상증상을 나타냄
- 주로 50대 이상의 연령에서 발병하며 국내 평균 치명률*은 20% 정도
* 치명률(case fatality rate) : 특정한 기간 동안 질병에 이환된 환자(동물)를 사망(폐사)에 이르게
하는 질병의 경향을 나타냄. 질병에 이환된 환자(동물) 중 사망자(폐사)의 비율로 표시
((사망(폐사)수/질병 이환 환자(동물)수)×100)

❍ 숙주 범위가 넓어 대부분의 가축(개, 고양이, 말 등 포함) 및 야생동물이 감염
될 수 있으나 사람에서와는 달리 임상증상 발현, 폐사 등 피해가 나타나지는
않음
◈ 신종 감염병인 중증열성혈소판감소증후군
- 2007년 이래 고열, 백혈구감소, 혈소판감소, 소화기증상(오심, 구토, 설사 등)의 임상
증상을 나타내는 원인 불명의 환자가 중국 중부(허난성, 후베이성, 안후이성) 농촌(산간)
지역에서 다수 발생
- 처음에는 아나플라즈마증(Human granulocytic anaplamosis, HGA, 원인체: Anaplasma
phagocytophilum)으로 의심하였으나 동일 증상의 환자에서 HGA 원인체 불검출, 상대적
으로 높은 치명률(~30%), 항생제 치료에 반응을 보이지 않는 점 등으로 미루어 바이러스성
질병을 의심
- 지속적 연구를 통해 2009년 원인 바이러스가 확인(분리)되었고 2011년 학계에 보고되어
바이러스에 의한 신종 감염병으로 인정(Yu et al., 2011; Xu et al., 2011)
- 이후 한국과 일본에서 환자 발생이 보고(Kim et al., 2013; Takahashi et al., 2014)
되어 현재까지 한, 중, 일 3국을 중심으로 지속적으로 발생
- 이 질병의 주요 증상으로 나타나는 고열 및 혈소판감소증의 경우 다양한 출혈성 열성
감염병에서 공통적으로 관찰되는 증상으로 특정 질병에만 국한되는 증상이 아니기 때문에
질병의 명칭을 질병 최초 발생지역(Huaiyangshan, 淮陽山) 명칭을 딴 Huaiyangshan
hemorrhagic fever(HYSHF)로 제안하기도 함(Zhang, He et al., 2012; Zhang,
Zhou et al., 20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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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 질병(SFTS) 원인체

❍ SFTS 바이러스는 Bunyavirales 목(目), Phenuiviridae 과(科), Banyangvirus
속(屬), Huaiyangshan banyangvirus 종(種)으로 분류되며(ICTV, 2018), 크기는
80~100nm 정도로 외막(envelope)을 갖는 구형(球形) 바이러스임(그림 1)
❍ 유전체는 3개의 분절(L, M, S segment)로 이루어진 negative sense,
single-stranded RNA로 구성
- L segment (6,368 nt) : RNA-dependent RNA polymerase
- M segment (3,378 nt) : two glycoproteins (Gn/Gc)
- S segment (1,746 nt) : nucleocapsid protein (N), non-structural protein (NSs)

❍ 각각의 유전자 분절의 양 말단은 서열이 잘 보존되어 있으며 서로 상보적 염
기서열을 가지고 있어 panhandle-like 구조를 이루고 있음.
이 부위는 transcription initiation, viral RNA replication/encapsidation,
genome packaging 등 기능을 가짐
❍ 단일 혈청형으로 다양한 유전형(A, B, C, D, E, F genotype)이 유행(Fu et
al., 2016, Yun SM et al., 2017).
- 중국에는 지역적으로 차이를 보이기는 하지만 6개의 유전형 바이러스가 모두 존재
- 최근(′17-′18) 국내 유행 바이러스 유전자형 분석 결과 79.5%가 유전형 B형
으로 이외 D, F, A형이 각각 7.5%, 6.8%, 6.2% 정도를 차지(질병관리본부, 2019)
- 동물 유래 바이러스 분리주(검역본부 확보 두 개 분리주)도 모두 유전형 B형으로
분류되며, 유전자 분석 결과 사람 유래 분리주와 높은 상동성 확인(붙임 3).

A

B

그림 1. A. 세포에 감염된 SFTS 바이러스(화살표) 전자현미경사진(Vero E6, TEM 142,000×,
농림축산검역본부), B. SFTS 바이러스 구조 모식도(Liu et al., 20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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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 질병(SFTS) 매개체

❍ SFTS는 진드기 매개 질병으로 주요 질병 매개체는 참진드기과(Ixodidae)로
분류하는 작은소피참진드기(H. longicornis, 그림 2)
- 이 종은 국내는 물론 중국, 일본, 호주, 뉴질랜드 등 아시아-태평양 지역에
널리 분포하며 산간 및 일부 지역을 제외한 전국에 걸쳐 비교적 고르게 분포
- 2018년 참진드기 전국 분포조사 현황 자료에 따르면 전국 채집 진드기의
96% 이상이 작은소피참진드기로 나타남(노병언 등, 2018; 그림 3)

그림 2. 작은소피참진드기(Haemaphysalis longicornis, 질병관리본부)

❍ 개피참진드기(H. flava), 뭉뚝참진드기(Amblyomma testudinarium), 일본참
진드기(Ixodes nipponensis) 등도 SFTS 바이러스 전파에 관여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음

❍ 진드기의 생태적 특성

- 알에서 부화한 진드기는 유충-약충-성충의 3단계 발육단계를 거치게 되며 각
단계별로 동물을 흡혈하여 발육 및 암컷 성체의 경우 산란에 필요한 영양분
획득
- 뿔참진드기(Rhipicephalus)속 참진드기류를 제외한 대부분의 참진드기의 경우
각 발육 단계별로 흡혈 후 숙주에서 떨어져 다른 개체로 옮겨 흡혈하는 3숙주
진드기(three host tick) 특성을 보임(그림 4)
- 흡혈은 장기간(유충 3-7일, 약충 7-10일, 성충 1-4주)에 걸쳐 이루어지며,
구하체(口下體, hypostome)를 동물의 피부 깊숙이 꽂은 채로 흡혈하며 이
과정에서 바이러스를 전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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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 2018년도 국내 주요 진드기 전국 분포현황(질병관리본부), (A) 전체 진드기, (B) 작은소
피참진드기(Haemaphysalis longicornis), (C) 개피참진드기(H. flava), (D) 일본참진드
기(Ixodes nipponensis), (E) 뭉뚝참진드기(Amblyomma testudinarium), (F) 사슴피
참진드기(H. japonica)

그림 4. 3숙주 참진드기류의 생활환(위생곤충학, 제5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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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 SFTS 바이러스 전파
❍ 진드기 매개 전파

- 자연계에서의 SFTS 바이러스는 진드기-진드기(transovarial and transstadial
transmission), 동물-진드기간 감염고리를 형성하여 존재하다 감염된 진드기에
사람이나 동물이 물려 감염이 이루어짐

❍ 직접 전파

- SFTS는 진드기 매개 없이는 직접 접촉에 따른 전염은 쉽지 않음
- 드물게 감염된 환자의 체액과 직접 접촉에 따른 감염 발생(Kim et al., 2015)

∙ 의료종사자 등 환자와 직접적인 접촉이 불가피한 경우에는 전파를 차단하기
위한 일회용 장갑, 마스크, 보호복 착용 등 개인보호조치 필요

∙ 특히 고농도의 바이러스를 배출할 것으로 예상되는 중증환자를 진단, 간호,
치료하는 의료종사자는 철저한 비말전파 지침 준수 필요(호흡기 질환이 동반된
환자, 체액이나 혈액의 누출이 있는 환자, 중증 환자 시술의 경우 마스크,
고글 또는 안면보호구, 몸통을 덮은 가운과 장갑을 착용하여 환자의 분비물과
접촉 차단 필요, SFTS 중증환자의 경우 음압병실 또는 1인실 격리 필요)

- 감염된 동물로부터 사람으로 전파 의심사례

∙ 야생고양에 물린 적이 있는 50대 여성이 SFTS로 사망(2016년, 일본; ProMEDmail, 20170726.5204931)
∙ SFTS 바이러스 감염 확인 반려견을 키우던 40대 남성이 SFTS 바이러스 감염
(2017년 6월, 일본; ProMED-mail, 20171012.5376692)

∙ 임상증상 발현 고양이 진료 수의사(여성)와 수의간호사(여성)가 SFTS 바이러스에
감염되어 치료(2018년 7월, 일본; ProMED-mail, 20181211.6204927).

∙ SFTS 바이러스 감염으로 사망한 환자(80대, 남성)가 기르던 개에서 높은 수준의
SFTS 바이러스에 대한 항체 검출(2018년 7월, 부산)

- 감염된 고양이 진료 수의사 SFTSV 감염 사례(일본, Kida et al., 2019)
∙ SFTS 발생지역인 서일본지역 동물병원 수의사(남, 20대, 회복)

∙ SFTSV 감염 고양이 3마리(2마리 폐사) 검진 및 부검 수행(3주간 진행)

∙ 처치 및 부검시 수술용 장갑, 1회용 가운, 수술용 마스크 착용하였으나 전면
보호구나 고글 미착용

∙ 환자는 진드기 교상 경력이나 몸에 물린 자국이 없었으며 고양이 처치 중
상처도 입지 않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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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양이와 환자 시료로부터 바이러스 유전자 부분(421bp) 염기서열 일치
- 최즌

❍ 바이러스의 장거리 전파(국가간, 대륙간)
- SFTS는 2011년 중국에서 처음 확인되어 한중일 3국에서 주로 발생하고 있는
상황
- 바이러스 유전자 염기서열 분석 결과 이들 국가에서 유행하는 바이러스간 높은
상동성 확인
- 다양한 야생조류 종에서 SFTS 바이러스에 감염(항체 양성 개체)이 확인되고
있으며 지리적으로 3국이 동일 야생조류 이동경로 상에 위치하고 있어 국가간
야생조류의 이동(바이러스에 감염된 조류의 이동 또는 감염된 진드기가 조류를
흡혈하며 함께 이동)에 따른 장거리 바이러스 전파 가능성 제기(Fu et al.,
2016; Shi et al., 20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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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SFTS 발생 현황
2.1. 사람 SFTS 발생 현황

❍ SFTS는 한중일 3국을 중심으로 발생

❍ 우리나라에서는 2012년 8월에 사망한 환자의 혈액에서 SFTS 바이러스가 처음
분리되고 2013년 5월에 첫 환자발생으로 보고(Kim et al., 2013)

❍ 이후 매년 환자 및 사망자가 증가추세에 있으며, 2018년까지 누적 감염자수는
총 866명에 사망자는 173명으로 평균 치명률 20.0%를 기록(그림 5).

그림 5. 연도별 중증열성혈소판감소증후군 환자발생 상황(질병관리본부, 2019)

❍ 2017년 국내 SFTS 발생 현황 분석(서충원 등, 2018)
- 감염 환자는 농촌지역에 거주하는 50대 이상의 고연령층에서 주로 발생하여
연령별로 50대 이상의 환자가 전체 환자의 93.0% (253/272)를 차지하며 연령이
높아질수록 감염자 증가 양상
- 치명률(case fatality rate)도 연령이 증가함에 따라 높아져 70대 이상의 연령군
에서 치명률 29.7%(33/111)를 기록(고연령군에서 특히 주의 필요)
- 농업 및 임업에 종사하는 군에서의 발생률이 타 직업군에서의 발생률보다 높게
나타남
- 환자가 진드기에 물린(진드기 교상 확인) 경우는 30% 정도로 대부분의 환자가
진드기에 물린 사실을 인지하지 못함(표 1)
표 1. SFTS 환자 대상 진드기 교상흔적 및 인지여부(2013-2018, 질병관리본부 자료)
구분
진드기 교상 흔적

환자수(전체, 866명)
246명

백분률
28.4%

진드기 교상 인지

126명

14.5%

* 털진드기가 매개하는 쯔쯔가무시증 환자의 경우 가피(진드기 교상흔적) 발견률은 지역별 차이는 있으나
68~80% 정도로 나타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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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강원, 경북, 충남 등 지역에서 많은 환자가 발생, 인구 10만명당 환자발생률은
경기, 강원, 경북지역 순으로 높음(그림 6)
2017년

2018년

그림 6. 지역별 인구 10만명당 중증열성혈소판감소증후군 발생 현황(질병관리본부)

❍ SFTS 발생 시기
- 진드기 활동이 시작되는 이른 봄부터 늦가을까지 나타나며 연도별 차이를 보
이기는 하지만 여름을 지나면서 증가하기 시작하여 10월에 가장 많이 발생
(그림 7).

그림 7. 중증열성혈소판감소증후군(SFTS) 월별 환자 발생 현황(2014-2018)(질병관리본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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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 사람 SFTS 임상적 특징

❍ 잠복기 : 4-15일 정도(2013년 이후 국내 환자의 역학 자료 기준, 질병관리본부)
❍ 임상증상

- 고열(38-40도, 3-10일 지속), 소화기증상(오심, 구토, 설사, 식욕부진 등)이
공통된 증상.
- 혈액학적 소견으로 혈소판감소(≤100,000개/㎣), 백혈구감소(≤4,000개/㎣),
alanine aminotransferase(ALT), aspartate aminotransferase(AST),
lactate dehydrogenase(LDH), creatine kinase(CK), creatine kinase,
myocardial bound(CK-MB) 증가 등이 나타나며 심할 경우 다발성 장기부
전으로 사망에 이를 수 있음
- 혈뇨, 혈변, 잇몸출혈, 피부반상출형, 점막/결막 충혈 등 출형성 소견을 보이기도 함
- 중증의 경우 신경계증상(근육잔떨림, 혼동), 파종성혈관내응고증(DIC), 혼수상태
발생
- 참진드기에 물린 흔적은 확인이 쉽지 않으며 증상이 나타날 즈음에는 물린
부위에 흔적이 사라지고 없을 수도 있어 주의 필요(표 1 참조)
2.3. 동물 SFTS 발생 현황
❍ 동물 SFTS 특징

- 자연환경에서 SFTS 바이러스는 진드기-동물간 감염 고리가 이어지며 사람이나
사육 동물로 전파가 이루어지는 것으로 파악
- 조사에 따르면 소, 말, 돼지, 염소, 닭 등 다양한 가축에 감염이 이루어지며
멧돼지, 고라니 등 야생동물에서도 SFTS 바이러스 유전자 및 항체가 확인
되기도 함
- 국내에서는 아직까지 동물이 SFTS 바이러스에 감염되어 임상증상이 발현되거나
폐사에 이르는 등 피해가 크게 나타나지는 않고 있으나, 2018년 10월 국내
에서 처음으로 임상증상을 보이는 개로부터 바이러스가 분리된 적이 있으며,
일본에서는 2017년 9월부터 고양이가 감염되어 폐사하는 예가 발생하고 있음
- 축사 안에서 주로 사육되는 동물보다는 초지 등 야외에서 빈번한 진드기 접촉이
예상되는 동물종에서 상대적으로 높은 항체 양성률 확인
- 사람과의 접촉이 빈번한 반려동물이나 레져동물(말)에서 상대적으로 높은 정도의
항체 양성률이 확인되어 동물로부터 사람으로 전파 우려

❍ 동물 SFTS 발생 현황(농림축산검역본부 조사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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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내 사육 동물의 SFTS 바이러스에 대한 항체 양성률은 동물 종별로 다양하게
나타나며, 항체 양성률은 지역에 따라 ~30%에 이르기도 함(표 2)
표 2. 동물 종별 SFTS 바이러스 항체 양성률 비교
지역

축종
닭

소

염소

말

개*

고양이*

북부

3/60

18/280

4/24

1/153

6/158

35/213

중부

2/90

6/180

6/36

1/33

11/113

-

남부

2/94

5/189

52/403

14/84

36/125

-

제주

0/30

3/60

1/39

62/198

6/30

0/2

합계

7/274
(2.6%)

32/709
(4.5%)

63/502
(12.5%)

78/468
(16.7%)

59/426
(13.8%)

35/215
(16.3%)

* 개와 고양이의 경우 동물보호센터에서 보호 중인 개체로부터 시료를 채취하여 검사

2.4. 동물 SFTS 임상적 특징

❍ 일반적으로 동물의 경우 SFTS 바이러스에 감염되었다 하더라도 혈중 바이러스
역가가 높지 않고 바이러스 혈증(viremia) 지속기간도 짧게 나타남(Niu et
al., 2013; Jiao et al., 2015)
- 다양한 동물(가축 및 야생동물 포함)이 SFTS 바이러스에 감염될 수 있으나,
SFTS 바이러스 감염으로 동물이 임상증상을 보이거나 폐사된 예는 극히 드묾
- 최근 일본에서 고양이와 개가 SFTSV 감염으로 폐사된 예가 다수 발생

❍ 동물 SFTS 임상증상 및 감염 특성(발생예를 중심으로)

- 동물원 사육 치타(2017년 일본 히로시마, Matsuno et al., 2018)

∙ 같은 사육공간을 공유하는 4마리의 치타 중 2마리(각각 6, 7세)에서 발생

∙ 식욕부진, 후지마비, 혈액성 구토 등의 임상증상과 혈소판감소, 백혈구감소,
ALT 수치 증가 등 인체 감염 진행 상황과 유사한 소견을 보이며 폐사
- 반려견(2018년 10월, 충북)

∙ 야외활동 중 진드기에 물린 이력이 있는 반려견(4세)

∙ 고열, 식욕부진, 무기력, 구토 등의 임상증상과 혈소판감소증, 백혈구감소증,
혈액화학수치 변화(ALT 증가 등) 등 인체 감염과 유사한 소견을 보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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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동물병원 입원 및 대증요법 처치 2주후 정상 회복
* 이 경우 유사증상을 유발하는 다른 전염성 질병 감염이 확인되지는 않았으나 기저질환으로 인한
증상 발현의 가능성을 배제할 수는 없음

∙ 임상증상 발현 초기 혈액에서 SFTS 바이러스 분리

- 고양이(2017년 9월 – 2019년 3월, 일본 서부 6개지역*, Matsuu et al., 2019)
* 인체 SFTS 유행지역(가고시마, 나가사키, 히로시마, 사가, 와카야마, 교토)

∙ SFTS 바이러스 감염 확인 총 24마리 고양이중 15마리 폐사(치사율 62.5%)

∙ 고양이의 성, 나이에 따른 질병 감염이나 증상 발현 정도(폐사 상황 포함)는
상관관계가 낮은 것으로 나타남

∙ 실내 사육 개체(1/24)보다는 길고양이(21/24)에서 감염율이 높게 나타남

∙ 바이러스에 감염된 고양이는 식욕부진, 기력소실 등 공통적인 임상증상과
41.7%에서 구토 증상을 보였으며, 고열, 혈소판감소증, 백혈구감소증과 total
bilirubin, serum amyloid A(SAA), creatinine phosphokinase(CPK) 증가가
관찰됨
∙ 병의 진행경과가 빨라 폐사된 15개체의 고양이의 경우 증상발현 인지일로
부터 폐사되기까지 평균 5일(2-7일) 소요

∙ 감염 바이러스의 유전적 관련성 확인 결과 지역별 인체감염 바이러스와 유사
(다양한 유전형 바이러스에 감염)

∙ 감염된 고양이 소유주나 치료에 참여한 수의의료진에 SFTSV 감염은 일어나지
않았으나, 감염된 일부 고양이의 뇨, 결막 및 구강‧항문 면봉채취 시료에서
바이러스 유전자가 검출되어 이들 동물로부터 사람으로 SFTSV 전파의 가능성을
배제할 수는 없는 것으로 판단

❍ SFTS 실험동물 모델

- 여러 동물 및 실험동물을 이용한 바이러스 접종실험에서도 인체 감염환자에서
볼 수 있는 임상증상이 나타나거나 병증으로 발전되는 경우를 확인하기는 어려움
- 면역계 이상 실험동물(IFN 수용체 결손 마우스, 면역억제제 처리 마우스 등)
이나 나이든 페렛(4년 이상 연령)에서 인체 감염환자와 유사한 병증이 나타
난다는 보고(Tani et al., 2015; Matsuno et al., 2017; Park SJ et al,
2019)가 있음
- 최근 SPF 고양이를 이용한 SFTSV(인체 분리주) 인공 감염 실험에서 인체 감염
환자와 유사한 병증 확인 보고(Park E et al., 2019)

∙ 인공감염(고역가의 SFTSV, 107TCID50/㎖)된 6마리의 고양이 중 4마리 폐사
(접종 7~10일째), 병증 정도는 인체에서와는 달리 나이와 상관성 없음(6개
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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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령, 2년령 고양이에서 병원성 실험 실시)

∙ 감염 고양이는 고열(~40℃ 이상), 체중감소, 식욕결핍, 과도한 침흘림(salivation),
오줌 색 변화(dark orange, 접종 6일~)등의 증상 발현
∙ 백혈구감소증 : 접종 3~7일, 생존개체의 경우 10일째부터 회복

∙ 혈소판감소증 : 접종 1-8일 혹은 10일째까지 관찰, 폐사체의 경우 극심한
혈소판감소증상 확인, 생존개체의 경우 접종 14일째부터 회복

∙ SFTSV 분포 : 접종개체의 혈청, 눈 스왑시료, 타액에서 높은 수준의
SFTSV 유전자가 확인된 반면 직장 스왑시료 및 오줌에서는 낮은 수준의
유전자 검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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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SFTS 진단
3.1. 항원진단

❍ 유전자 검출
- S segment 또는 M segment를 검출할 수 있는 유전자검사법(RT-PCR 또는
real time RT-PCR)이 주로 사용됨
- 진단을 위한 시료 : 주로 혈청을 사용하며, 감염(의심) 동물의 혈액이나 구강,
항문 스왑시료도 검사에 사용할 수 있음
- 전혈을 이용하는 경우 혈구 성분이 PCR 반응을 방해할 수 있으므로 혈액 전용
유전자추출 킷트나 혈액시료로부터 적혈구를 분리(제거)하여 검사에 사용 권장

❍ 바이러스 분리

- 감염동물의 혈액(혈청)이나 조직 시료 유제액을 다양한 세포주 배양을 통해
바이러스 분리(그림 8)
- 바이러스 분리용 세포주 : Vero E6(green monkey kidney cell line)가 주로
이용되며 DH82(canine macrophage cell line) 세포도 사용 가능
* 감염력 있는 바이러스를 취급해야 하므로 연구자의 안전과 바이러스 외부 유출 방지를 위해 생물
안전3등급 실험실 내에서 수행 필요

- 감염된 동물에서 바이러스혈증 유지기간이 길지 않고 혈중 바이러스 역가도
높지 않아 바이러스 분리가 쉽지는 않으며, 임상증상이 나타난 개체에서도
바이러스를 분리하기 위해서는 초기 혈액시료 확보가 필요(표 3)

그림 8. 개 혈액으로부터 세포배양(Vero E6 세포주)을 통한 SFTS 바이러스 분리. SFTS 바이러스의
N 단백질에 특이적인 항혈청을 이용하여 간접면역형광항체법(IFA)으로 바이러스 증식(형광
발현)을 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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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3. 2018년 국내 임상증상 발현 개 혈액시료 유전자검사 결과 및 바이러스 분리 결과
Blood sample

rRT-PCR
(Ct value)

RT-PCR

Virus
isolation

3dph*

22.60/22.59

+

+

5dph

28.42/28.18

-

-

12dph

N.A/N.A

-

-

14dph

N.A/N.A

-

-

PC

25.83/25.70

+

NT

NC

N.A/N.A

-

-

* day-post-hospitalization

3.2. 항체 검출

❍ 간접면역형광염색법(Indirect Fluorescence Assay; IFA)
- 슬라이드에 SFTS 바이러스가 감염된 세포를 고정(fixation)하고 검체 혈청을 반응
시킨 후 형광이 표지된 2차항체를 이용하여 형광 발현 유무로 항체수준을 평가
- 검사용 슬라이드 제작은 감염력이 있는 바이러스를 세포배양하여 제작하여야
하므로 생물안전3등급 연구시설 내에서 수행되어야 함
- 형광현미경 검경이 필요하므로 한꺼번에 많은 수의 시료 처리에는 적합하지
않을 수 있음

❍ 혈청중화시험법(Serum Neutralization test)

- 감염력이 있는 바이러스 배양을 통해 혈청의 바이러스 중화 정도를 측정하는
방법
- 일반적으로 SFTS 바이러스는 세포배양에서 세포변성효과(cytopathic effect,
CPE)를 나타내지 않으므로 바이러스 증식여부는 SFTS 바이러스의 N 단백질에
대한 항체와 형광물질이 표지된 2차 항체를 사용하여 평가
* 감염력이 있는 바이러스를 사용하므로 생물안전3등급 시설내에서 수행 필요

❍ ELISA

- 효소(enzyme)가 표지된 항체를 이용하여 기질(substrate) 분해 정도를 색깔
반응이 나타나도록 하여 혈청내 항체수준을 측정하는 방법으로 연구용으로
실험실 수준에서 사용되기도 하나 국내에서 SFTS 용으로 상업화된 검사키트는
아직 없음
14

3. SFTS 진단

- 표준화, 자동화가 가능한 방법으로 많은 수의 시료에 대한 스크리닝 방법으로
적절
3.3. 감별진단

❍ 아나플라스마감염증(Anaplasmosis), 에를리키아감염증(Ehrlichiosis), 라임병
(Lyme disease), 바베시아감염증(Babesiosis) 등 진드기 매개 감염성질병으로
SFTS와 유사한 증상을 나타내는 질병과의 감별진단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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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SFTS 예방 및 관리
4.1. 인수공통전염병으로서 SFTS 관리
❍ 국가 SFTS 관리

- 인체 : 제4군 법정감염병(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2013.9.23.)
- 가축 : 피해규모나 심각성 등을 판단하여 아직까지는 법정가축전염병으로
관리하고 있지는 않음

❍ 인수공통전염병 예방을 위한 협조체계 구축(붙임 2)

- 목적 : 동물-사람간 SFTS 바이러스 전파에 대한 역학적 관령성 확인
- SFTS 환자 사육 가축(반려동물 포함)에 대한 시료채취 및 검사 진행체계 마련
- 담당 부서별 역할

∙ 의료기관 : 환자발생 확인 및 질병관리본부 통보

∙ 질병관리본부 : 역학조사 및 SFTS 환자 사육 가축현황 통보

∙ 해당지역 보건소 : 해당 가축(반려동물 포함)에 대한 시료채취 의뢰

∙ 해당지역 동물위생시험소 : 시료채취 및 송부

∙ 농림축산검역본부(해외전염병과) : 시료 검사 및 결과 공유
4.2. SFTS 예방 및 치료

❍ SFTS는 2011년 중국에서 처음 확인된 신종 전염병으로 아직까지 유효한 백신
이나 치료제가 개발되어 있지는 않으며, 활발한 연구가 진행되고 있음
- 동물모델을 이용한 실험적 백신(재조합 바이러스, DNA 백신 등) 유효성 확인
(Dong F et al., 2019; Kwak et al., 2019)
- 동물모델을 이용한 항바이러스제(favipiravir) 치료효과 확인(Tani et al.,
2016)
- SFTSV에 대한 중화항체(재조합 인간 항체)의 실험동물모델에서 SFTS 치료효과
확인(Kim et al., 2019)

❍ 환자 치료는 증상에 따른 내과적 치료를 시행하고 있으나 유효한 치료법은 없음

- 항바이러스제 투여나 혈장교환 면역글로불린 투여 등 치료법이 시도되고는
있으나 유효한 치료방법으로 제시되기 위해서는 추가적인 연구 필요

❍ 진드기에 물리지 않도록 주의하는 것이 질병 예방을 위한 최선의 방법임(진드기
매개질환 예방수칙 및 주의사항, 질병관리본부, 붙임 4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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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외활동 후 동물의 몸에 진드기가 붙어있거나 흡혈중인 진드기는 없는지 꼼
꼼히 확인
- 동물의 몸에서 흡혈중인 진드기를 확인하였을 경우 진드기 제거 방법(붙임
1)에 따라 제거하거나 동물병원 등에서 처치 받도록 함
4.3. 질병 매개체(진드기) 관리

❍ 축사나 집 주변 환경 정리
- 진드기 서식 밀도 감소를 위한 조치

∙ 참진드기는 토양 위나 관목, 덤불 등이 우거진 곳에서 있다가 숙주가 지나
갈 때 동물의 체온, 땅의 진동, 냄새, 이산화탄소 등을 감지하여 숙주에게로
옮겨감

∙ 잡풀이 우거진 풀숲은 진드기는 물론 야생동물의 은신처가 될 수 있음

∙ 축사나 집 주변 수풀 제거 및 풀깎기 등이 진드기 서식 밀도를 낮추는 데
도움이 됨
* 발목 정도 높이(15㎝)의 수풀과 고사리 군락 및 축사, 가축방목지 등 고정적인 동물활동이 존재
하는 곳에서 참진드기 밀도가 높아지는 반면 풀깎기 등 방제처리가 이루어질 경우 진드기 밀도가
급격히 감소하는 것으로 조사됨(김성윤 등, 2019)

∙ 주위 환경에 진드기 제거를 위한 화학적 살충제 살포는 환경오염, 인체나
동물에 미치는 영향 및 진드기 서식 밀도 등을 고려하여 제한적으로 적용하며,
잔효성 살충제는 식품의약품안전처 허가를 받은 제품을 사용하도록 한다.
- 멧돼지, 고라니, 설치류 등 야생동물 접근 차단

∙ 야생동물은 진드기 및 가축전염병을 전파하는 매개체가 될 수 있음

❍ 가축(반려동물 포함)에 대한 주기적 진드기 구제
- 진드기 구제제 사용

∙ 이버멕틴(ivermectin), 아미트라즈(amitraz), 피프로닐(fipronil) 등 성분의
외부기생충 구제제가 동물용의약(외)품으로 허가되어 판매되고 있음

∙ 동물 종별 사용법, 용량 등 사용방법에 따라 적용

∙ 특히 진드기 접촉 기회가 높은 방목 사육 동물(소, 염소, 말, 사슴 등)의 경우
세심한 관찰 및 주기적 진드기 구제 필요

❍ 야외 활동시 동물 진드기 기피제 사용(반려동물)

- 사람이나 반려동물의 경우 야외활동시 의약(외)품으로 허가되어 판매되고 있는
DEET(diethyltoluamide), 이카리딘(icaridin)이나 퍼메스린(permethri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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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분의 진드기 기피제(repellent) 사용도 고려할 수 있음
* 퍼메스린의 경우 지속적인 진드기 기피효과를 기대할 수는 있지만 수생생물에 강한 독성이 나타
나기 때문에 사용에 제한적이며 개는 비교적 안전하나 고양이의 경우 높은 독성을 나타내므로
사용에 주의 필요

4.4. SFTS 방역을 위한 소독제 사용

❍ SFTS 바이러스는 외막(envelope)을 갖는 바이러스로 외부환경 저항성은 높지
않을 것으로 예상됨

❍ 2차 감염 예방을 위하여 감염의심 동물과 접촉된 물품이나 주변 환경은 동물용
소독제를 이용, 적정 희석배수를 준수하여 소독 필요

❍ 동물용 소독제별 소독효과 측정 결과(표 4)
- 동물용 소독제의 효력시험지침(농림축산검역본부 고시 제2018-16호, 2018.5.31.)에
제시된 방법에 따라 측정
- 일반적으로 소독제는 유기물에 쉽게 소독효과가 저하되므로 동물의 분변이나 체액
등 유기물이 많은 대상을 소독해야 하는 경우 높은 농도의 소독제 사용 권장
* 특히 가정에서 손쉽게 사용할 수 있는 차아염소산나트륨제제(sodium hypochlorite, NaOCl, 락스,
일반적으로 4%의 농도로 상품화)나 차아염소산수(hypochlorous acid, HOCl, 10~80ppm 농도로
상품화)와 같은 염소계 소독제의 경우 유기물의 영향을 많이 받는 것으로 알려져 있음

표 4. SFTS 바이러스에 대한 소독제 성분별 유효소독제 희석배수
소독제분류
산화제
(염소계)

제형(용량)

성분명

액제(4%) 차아염소산나트륨(NaOCl)
액제(50ppm) 차아염소산수(HClO)

산화제
(산소계)

산제

염기성제제

액제(1L)

혼합제
(산성)

액제(1L)

혼합제
(염기성)

액제

혼합제
(4급 암모늄,
알데하이드)

액제(1L)

Potassium peroxymonosulfate(triple salt)

유효희석배수*
경수조건
유기물조건
200
20
효과없음
효과없음
2,500

300

수산화나트륨(NaOH) 400g

20

20

Citric acid 250g
Alkyl benzyl dimethyl chloride 100g

300

100

황산구리수화물 20%, 황산 7.8%
암모니아수 6%

160

80

Alkyl dimethyl benzyl ammonium chloride 85.3g
Didecyl dimethyl ammonium chloride 39.0g
Glutaraldehyde 53.63g

800

400

* 대조군과 비교하여 바이러스 역가가 104배 이상 감소한 소독제의 최대 희석배수(동물용 소독제의 효력
시험지침, 농림축산검역본부 고시 제2018-16호에 따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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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동물사육 대상별 SFTS 관리 및 대응 요령
5.1. 가축사육 농가

❍ SFTS 예방을 위한 조치
- 진드기 서식 밀도 감소를 위한 축사주변 잡초 제거, 풀깎기 및 주기적 정리

∙ 우거진 수풀은 야생동물의 통행로나 은닉처가 될 수 있으며 진드기 서식밀도
증가를 동반

- 야생동물 접촉 차단

∙ 멧돼지, 고라니, 쥐 등 야생동물은 진드기는 물론 여러 동물질병을 매개

∙ 축사 주변 야생동물 방지용 철망, 펜스 등 설치 및 정기적 구서활동 필요

- 주기적 진드기 구제(특히 소, 염소, 말 등 실외 방목 가축)

❍ 작업자 준수사항

- 작업복과 일상복의 구분 착용, 작업시 긴소매 옷, 긴바지, 바지단 말아넣기 등
진드기 매개 질병을 예방하기 위한 일반적 요령(붙임 4) 숙지 및 준수
- 작업시 진드기 기피제 사용이 진드기 교상 예방에 도움이 될 수 있음
- 작업후 작업자 몸에 진드기의 흡혈여부를 꼼꼼히 확인

∙ SFTS 바이러스를 매개하는 참진드기류(작은소피참진드기 등)의 경우 쯔쯔
가무시증을 유발하는 털진드기류와는 달리 흡혈 부위의 상처(진드기 교상흔적)가
크지 않아 대부분의 환자가 진드기에 물린 사실을 인지하지 못하는 것으로
나타남(표 1)

- 진드기 활동이 왕성한 봄-가을기간 동안 작업 후 고열, 구토, 메슥거림 등의
이상증상이 나타날 경우 가까운 의료기관을 찾아 진료 권장

❍ 동물에 진드기 기생 확인과 함께 고열, 기력소실, 소화기증상((혈액성)구토, 설사
(혈변) 등) 등 유사 증상이 나타거나 감염이 의심되는 경우
- 해당 동물 격리조치 및 지역 가축방역기관 등에 신고

∙ SFTS는 진드기 매개 없이 전염되기는 어려우므로 해당 동물은 다른 동물들과
격리하고 진드기를 구제하여 2차 감염을 예방

- 동물 체표에서 흡혈중인 진드기 확인 및 제거

∙ 진드기는 동물 체표면 진드기 확인 및 제거(채취) 방법(붙임1)에 따라 제거

∙ 제거한 진드기는 별도의 소형용기에 담아 혈액시료와 함께 가축질병검사기관
송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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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검사를 위한 시료(항응고 처리 전혈, 2ml 이상) 채취 및 채취 당일 냉장상태를
유지하여 가축질병 검사기관에 송부(붙임 6, 중증열성혈소판감소증후군 검사
의뢰서 동봉)
- 감염(의심)동물 사육 공간, 직접 접촉 기구 등은 적절한 소독제를 이용하여 소독

∙ 분변, 타액 등 유기물이 많은 경우 소독효과가 감소하므로 가급적 높은 농도의
소독제를 충분한 시간동안 흠뻑 젖을 수 있도록 적용

∙ 소독제 성분별 SFTSV 소독효과(표4) 참고
5.2. 반려동물 사육 일반 가정
❍ SFTS 예방을 위한 조치
- 주기적 진드기 구제

∙ 옥외 사육 동물 또는 길고양이, 유기견 등의 경우 진드기에 노출될 가능성이
높으므로 마당이나 집 주변 잡풀제거, 풀깎기 등 진드기 서식 밀도를 낮출 수
있는 방법 강구

∙ 동물 체표면에 진드기 존재 여부를 잘 살피고 흡혈중인 진드기를 발견하였을
경우 동물병원에 내원하여 진드기를 제거하는 등 진드기 구제
- 반려동물 외부 활동시 풀숲 등 진드기 서식 의심 장소는 가급적 피하는 것이 좋음
- 외출 후 동물 체표에서 진드기 확인/목욕 실시

∙ 진드기는 털이 성긴 부위(귀 안쪽, 항문 부위, 배, 다리 안쪽 등)에 주로 붙어
흡혈하며 유충, 약충 시기나 흡혈 전 성충시기에는 크기가 작아 관찰이 쉽지
않으므로 주의 필요

∙ 진드기를 발견한 경우 진드기는 맨손으로 제거하는 경우 흡혈 혈액에 노출되기
쉬우므로 끝이 가는 핀셋이나 진드기 제거 전용 기구를 사용하여 제거(붙임1)
∙ 진드기 제거 부위는 소독하여 2차 감염 예방

∙ 진드기 확인시 동물병원에 내원하여 제거하고 진드기 구제제 투여 등 처치
권장

❍ 감염(의심) 임상증상 확인의 경우

- 임상증상(고열, (혈액성)구토, (혈액성)설사, 기력소실 등)이 나타나는 경우 즉시
동물병원 내원 처치
- 감염 의심 동물은 이동장(캐리어, carrier) 등을 이용하여 각 가정의 베란다
등에 격리조치하며 동물이 물거나 할퀴어 상처를 입지 않도록 주의(가급적
질병이 다 나을 때까지 동물병원 입원 권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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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염(의심) 동물이 머물던 공간이나 직접 접촉된 물품, 장비, 감염의심 동물로
부터의 체액, 분변 등 분비물은 적절한 소독제를 이용하여 소독
* 체액이나 분변 등 유기물이 많은 소독대상의 경우 소독제의 효과가 저하될 수 있으므로 고농도의
소독제 사용이 권장되며, 소독효과를 얻기 위해서는 충분한 양과 충분한 적용시간을 두어야 함

- 감염(의심) 동물과 접촉한 경우 1-2주 정도 몸의 상태를 주의 깊게 확인하고
고열, 구토, 피로감 등 감염 의심 증상이 느껴질 경우 가까운 의료기관을 방문
하여 진단받을 수 있도록 함
5.3. 동물병원

❍ SFTS 감염(의심) 동물의 임상적 특징(2018년 10월 국내 SFTSV 감염 확인
반려견의 예)
- 임상증상 : 고열(39℃ 이상), 소화기증상((혈액성)구토‧설사), 기력소실
- 혈액검사소견 : 혈소판감소, 백혈구감소, ALT 증가 등
- 임상증상이 나타나기 1-2주 전 야외활동중 진드기에 물린 경험 확인
* 동물에서 발병사례가 드물어 일반화하기는 어려우나 상기 유사 임상증상이 나타날 경우 SFTS를
우선 의심해볼 수 있음(진드기가 매개하는 열성질환의 경우 유사한 증상이 나타나 수 있으므로
감별진단 필요)

❍ 감염(의심) 동물 진료시 주의사항
- 중증의 임상증상을 보이는 동물을 진료할 경우 마스크(N95 권장), 보호복(진료
가운 등), 일회용(수술용) 장갑, 고글 또는 전면 보호 장비 등 개인 보호장비 착용

∙ 임상증상이 나타나는 시기에는 고역가의 바이러스혈증이 나타날 수 있으므로
진료시 감염(의심) 동물 유래 체액, 혈액 등에 직접 노출되지 않도록 각별한
주의 필요
* 국내 인체 감염환자 진료 의료진 및 가족 SFTS 발생 보고(Kim et al., 2015)
* 임상증상 발현 고양이 진료 수의사와 수의간호사 SFTS 발생(2018년 7월, 일본, ProMED-mail,
20181211.6204927; Kida et al., 2019)

- 문진시 내원 동물의 야외활동여부(활동지역, 시기, 기간 등) 및 진드기 교상
경험여부 확인
- 검사시료 채취나 검사 과정에서 에어로졸이 발생하지 않도록 밀폐용기의 기밀성을
확인하고 특히 주사기나 피펫 등 사용시 주의 필요
- 환축과 접촉했던 주사바늘, 수술용 바늘, 칼 등 날카로운 기구에 피부가 손상
되지 않도록 주의
- 피부에 감염(의심)동물의 혈액이나 체액 등이 닿지 않도록 주의하며 노출된
부위는 즉시 적절한 소독제로 소독조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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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염(의심) 동물 처치
- 동물의 체표 진드기 기생여부 확인 및 제거(붙임 1 참조)
∙ 필요시 진드기 구제제 적용

∙ SFTS는 진드기 매개 없이 전염되기는 어려우나 감염동물의 체액과 직접 접촉
으로 전염이 가능하므로 해당 동물은 다른 동물들과 철저히 격리하고 진드기를
구제하여 2차 감염을 예방
- SFTS에 유효한 예방약이나 치료제는 현재 개발되어 있지 않은 상황으로 증상에
따른 보조치료(대증요법) 적용
- 대상 동물 격리 및 접촉 최소화

∙ 감염동물은 콧물, 눈물, 뇨, 분변 등을 통해 바이러스를 배출할 수 있으므로
감염(의심)동물 격리 장소는 적절한 소독제(표 4 참조)를 이용하여 주기적
소독조치 필요

❍ 검사시료 채취 및 송부

- 정확한 질병 진단을 위해 동물에서 떼어 낸 진드기 및 혈액시료(항응고제 처리
전혈 2ml 이상)는 채취 당일 SFTS 검사 의뢰서(붙임 6)와 함께 농림축산검역
본부 등 가축질병 검사기관으로 송부(냉장상태 유지)
- 가급적 검사시료는 임상증상 발현 초기 시료 권장

∙ 바이러스 혈증 지속기간이 길지 않고 혈중 바이러스역가 또한 높게 유지되지
않아 채취 시기가 경과된 시료의 경우 검사 결과의 신뢰성 하락 우려

❍ 동물 의료진 및 축주(동물 보호자) 안내사항

- 감염(의심) 동물과 접촉한 경우 1-2주 정도 몸의 상태를 주의 깊게 확인하고
고열, 구토, 피로감 등 감염 의심 증상이 느껴질 경우 가까운 의료기관을 방문
하여 진단받을 수 있도록 조치
5.4. 동물보호센터

❍ 신규 유기동물 입소의 경우 일정기간 격리(신체검사 등 실시) 후 합사
- 개체별 진드기 확인 및 구제
- 임상증상 확인(침울, 고열, 구토(혈액이 섞인 토사물), 설사 등)

❍ 임상 증상이 나타나거나 감염이 의심되는 경우 격리조치 및 동물병원 내원
- 검사를 위한 혈액시료 확보(항응고제 처리 전혈 2ml 이상)
- 유기동물 관리인원 유기동물과 접촉 최소화 및 교상 주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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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검사시료는 검사의뢰서(붙임 6)와 함께 농림축산검역본부 등 가축질병 검사기
관으로 냉장상태 유지 송부

❍ 사육 동물에 대한 주기적 진드기구제 및 사육사 주변 환경 잡초제거, 풀깎기
및 내외부 진드기 구제, 소독조치
❍ 유기동물 배설물 등 소독 철저

- 대상 동물이 머물렀던 장소나 접촉 기구, 장비 등은 적절한 소독제(표 4 참조)를
이용하여 철저히 소독조치
- 배설물, 혈액 등
◈ SFTS 바이러스 감염(의심)동물을 다룰 때 주의해야 할 사항
- SFTS 바이러스 감염(의심) 동물은 2차 감염 예방을 위해 우선적으로 진드기 구제 및
일정 장소에 격리 조치(직접 접촉 최소화)

∙ 동물이 SFTS 바이러스에 감염되었다 하더라도 바이러스혈증 기간이 길지 않고 역가도
높지 않아 진드기 매개 없이 감염동물 직접 접촉에 따른 바이러스 전파는 쉽지 않으나,
임상증상이 발현된 동물의 경우 고역가의 바이러스를 배출할 수 있으므로 특별한 주의가
필요함
- 감염(의심) 동물 진료, 진드기 제거, 검사 시료 채취 또는 사료 급여 등 직접 접촉이 불
가피한 경우 동물에 물리거나 할큄에 의한 상처를 입지 않도록 주의 필요

∙ 일회용(수술용) 장갑, 마스크, 보호복 등 적절한 개인보호구 착용 권장

- 임상증상 발현 개체의 경우 타액, 뇨 등을 통해 고역가의 바이러스 배출이 우려되므로
N95 마스크, 이중 장갑, 방역복(1회용 가운), 고글 또는 전면 보호장비 착용 등 특별한
주의가 요구됨

∙ 증상발현 개체와 직접 접촉한 치료기구나 머물던 공간은 적절한 소독제를 이용하여
충분히 소독하여 2차 감염을 예방
- 야외활동 후 동물의 몸에서 흡혈하고 있는 진드기를 발견하였을 경우 핀셋 등 기구를
이용하여 진드기 제거법(붙임 1)에 따라 제거하고 제거 부위는 소독 조치

∙ 진드기 제거 과정에서 혈액에 노출되었을 경우 바로 소독조치

- 감염(의심) 동물의 보호자나 의료인원 등 동물과의 직접 접촉이 불가피한 경우 접촉이
이루어진 일주일 이상 몸의 상태를 꼼꼼히 확인하고 고열 등 이상증상이 나타날 경우
가까운 의료기관을 방문하여 의료조치를 받을 수 있도록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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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5. SFTS 검사용 시료 채취 및 검사기관 송부
❍ 검사용 시료

- 검사용 시료는 가급적 임상발현 초기 시료 채취(확보) 권장
- 감염(의심) 동물 전혈(항응고처리, Heparin, EDTA 등) 2ml 이상
- 감염(의심) 동물의 안검, 코, 구강, 항문 면봉시료(swab) 및 오줌 시료
- 감염(의심) 동물로부터 제거한 진드기 또는 주위 환경에서 채취한 진드기

❍ 송부 방법(붙임 7)

- 전혈 및 오줌 시료 : 운송과정중 시료가 누출되지 않도록 기밀용기에 담고
지퍼백 등을 이용하여 2차 포장
- 면봉시료 : 채취 부위별 별도 기밀용기(15㎖ conical tube 등)에 시료를 담고
지퍼백 등을 이용하여 2차 포장
- 진드기 시료 : 개체별 또는 장소별 채취 후 구분하여 적당한 용기에 담고
지퍼백 등을 이용하여 2차 포장
- 시료 상태의 신선도를 유지하기 위해 보냉 용기에 충분한 양의 냉매와 함께
채취 당일 가축질병 검사기관으로 송부
(붙임 6, 중증열성혈소판감소증후군 검사의뢰서 동봉)

❍ 송부처 : 농림축산검역본부, 지역 동물위생시험소,
수의과대학 등 가축질병 검사기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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붙임 1. 동물 체표면 진드기 확인 및 제거(채취) 방법
1. 진드기 확인
❍ 주요 진드기 흡혈부위 : 귀 안쪽, 복부, 눈 주위, 다리 사이, 발가락 사이 등
체모가 적은 부위, 이외에도 진드기 흡혈부위는 다양
- 유충, 약충 단계에서는 진드기 크기가 작아 세밀하게 살피지 않으면 관찰이
쉽지 않음
❍ 참진드기류의 경우 흡혈 기간이 성장 단계별로 1~2주 이상에 이르는 등 같은
자리에서 장기간 흡혈하며, 흡혈 후 몸의 크기가 20배 가까이 커지므로 조금만
주의를 기울이면 쉽게 발견할 수 있음
- 흡혈중인 진드기를 발견하였을 경우 바로 제거하지 말고 가까운 동물병원을
내원하여 전용 기구를 이용하여 적절한 보호조치를 취한 후 제거를 권장
2. 진드기 제거(채취) 방법
❍ 진드기는 흡혈시 피부 깊숙이 구하체(hypostome)를 박아 넣고 흡혈을 하므로
무리하게 제거하다 보면 피부에 진드기 몸의 일부가 박힌 채 몸만 분리되기
쉽고 이 과정에서 진드기가 흡혈한 혈액에 시술자의 손이 노출될 수 있음
- 진드기 제거 과정에서 혈액에 노출되었을 경우 측시 노출부위를 소독용 알콜
등을 이용해 소독 조치
❍ 진드기 제거시 수술용 장갑을 착용하고 진드기 제거 전용기구나 끝이 가는 핀셋
등을 이용하여 피부 가까운 부분을 잡고 수직방향으로 일정한 힘을 주며 천천히
제거(그림 9)
- 진드기 제거 부위는 2차 감염 예방을 위해 소독용 알콜 등을 이용해 소독
❍ 채취한 진드기는 동물 개체별로 적당한 용기에 담고, 개체정보를 기록하여 가
축질병 검사기관으로 보내(냉장상태를 유지 필요) 바이러스 감염여부 검사

그림 9. 진드기 제거는 전용 기구나 끝이 가는 핀셋 등을 이용하여 가능한 피부 가까운 부분을
잡고 수직 방향으로 일정한 힘을 주며 천천히 제거(TickEncounter Resource Center,
Univerity of Rhode Island, http://tickencounter.or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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붙임 2. 감염환자 사육동물(개, 고양이 등) SFTS 검사 체계
1. 추진 배경
❍ SFTS 환자 발생 증가 및 SFTS 바이러스 감염 동물로부터 인체 전염 의심사례
발생에 따른 정확한 감염원 및 전파경로 확인 필요성이 커짐에 따라 질병관리
본부에서 역학적 관련이 있는 동물시료 채취 및 검사 요청
❍ 관련 문서 : 질병관리본부 인수공통감염병관리과-791(2019.5.10.)
농림축산식품부 조류인플루엔자방역과-2360(2019.5.14.)
2. 업무 처리 체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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붙임 3. 동물유래 국내분리 SFTS 바이러스 유전적 특성
1. SFTS 바이러스 국내분리주 유전체 특성(표 5)
- 분석 대상 바이러스주
∙ Goat/Korea/U2014/2014 : 2014년 울산지역 도축장 출하 염소혈청시료에서
분리
∙ Dog/Korea/CBCB01/2018 : 2018년 임상증상 발현* 반려견(4세) 혈액시료로
부터 분리
* 고열(~40℃), 혈액성 구토, 기력소실, 혈소판감소, 백혈구감소, ALT 증가 등

- 대부분의 SFTS 바이러스는 3′-end 부위와 상보적인 염기서열을 갖는 특징을
갖고 있으나, U2014 분리주의 경우 5′-end 부위 6번째 염기가 adenine(A)
에서 guanine(G)로 치환되어 3′-end 부위와 비상보적 염기서열 특징을 보임
표 5. 동물유래 국내분리 SFTS 바이러스의 유전적 특성
segment

length UTR length (nt)
(nt) 5′ end 3′ end

5′, 3′ end nt sequence

coding protein
(amino acid)

L

6,368

16

97

5′-ACA CAG AGA CGC CCA
3′-TGT GTT TCT GGC GGG

RdRp(2,084)

M

3,378

18

138

5′-ACA CAG AGA CGG CCA
3′-TGT GTT TCT GGC CGG

GnGc polyprotein(1,073)
Gn(516), Gc(511)

S

1,746

43

29

5′-ACA CAA AGA ACC CCC
5′-・・・ ・・G ・・・ ・・・ ・・・* NSs(293), N(245)
3′-TGT GTT TCT TGG GGG

* Goat/Korea/U2014/2014 분리주의 5′-end nt sequence, nt : nucleotide

2. 국내분리 SFTS 유전학적 근연관계 분석(그림 10)
- 염소 및 개 유래 국내분리주는 모두 국내 유행 바이러스의 주요 유전형인 B형
(B/B/B)으로 분류
- 사람 유래 분리주와 높은 유전적 상동성 확인(99.0% 이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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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8

(Goat/Korea/U2014/2014, Dog/Korea/CBCB01/2018)의 3개 분절은 모두 유전형 B형으로 분류

그림 10. 동물유래 국내분리 SFTS 바이러스 유전자 분절 근연관계 분석 결과. 검역본부 확보 동물유래 국내분리주 2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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붙임 4. 진드기 매개질환 예방수칙 및 주의사항

붙임 4. 진드기 매개질환 예방수칙 및 주의사항(질병관리본부자료)
❍
-

작업 및 야외활동 전
작업복과 일상복은 구분하여 입기
작업 시에는 소매를 단단히 여미고 바지는 양말 안으로 집어넣기
진드기 기피제 사용이 도움이 될 수 있음

❍
-

작업 및 야외(진드기가 많이 서식하는 풀밭 등) 활동 시
풀밭 위에 옷을 벗어두거나 눕지 않기
돗자리를 펴서 앉고, 사용한 돗자리는 세척하여 햇볕에 말리기
풀밭에서 용변 보지 않기
등산로를 벗어난 산길 다니지 않기
진드기가 붙어 있을 수 있는 야생동물과 접촉하지 않기

❍
-

작업 및 야외활동 후
옷을 털고, 반드시 세탁하기
즉시 목욕하고, 옷 갈아입기
머리카락, 귀 주변, 팔 아래, 허리, 무릎 뒤, 다리 사이 등에 진드기가 붙어 있지
않은지 꼼꼼히 확인하기
- 진드기에 물린 것이 확인되면 바로 제거하지 말고 의료기관 방문하여 처치하기
- 2주 이내에 고열, 오심, 구토, 설사 등의 증상이 있을 경우 진료받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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붙임 5. SFTS 검사 의뢰 절차

의심 증상 진단
(기본적인 진단결과가 나올 때까지 입원 권유)

체온, 혈액검사 등 임상진단 실시(시료채취 및 검사 진행 중
장갑, 마스크, 고글 등 개인보호장비 착용), 검사대상 여부를
검토 후 가축질병 검사기관에 연락

치료 전 시료(혈액, 오줌, 안검‧구강‧비강‧항문 등 면봉시료 등)
채취

검사의뢰서 작성(붙임6)

밀폐력 있는 봉투나 용기에 포장하고, 표면을 소독처리후
가축질병 검사기관으로 냉장상태를 유지하여 송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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붙임 6. 중증열성혈소판감소증후군 검사의뢰서

SFTS 검사의뢰서
아래에 기입하여 보내주세요(□에√, 빈칸에 상세 기입 바랍니다)
의뢰기관(동물병원)
주소
(연락처)
검체 종류
검체 채취일

담당자
TEL:

FAX:

H.P.:

Email

□ 혈액
20

□ 혈청

년

월

환자(동물) 이름
동물종

사육환경
진드기 기생
진드기 구제약 투여

□ 기타(

발병연월일

년

kg

)
성별 □ M

□실내 및 실외

□ 있다 □ 없다

과거력

년

20

년

월

□ 있다 (언제쯤?

) □ 없다
제품명

일
월

일

□ 백혈구 감소

□ 혈소판 감소

□ 소화기증상 (□ 설사 □ 구토 □ 혈변)

□ 기력・식욕저하

□ 기타 (
검사데이터
발병초기(20 년
발열(℃)
Hematocrit(%)
백혈구(개/㎕)
혈소판(개/㎕)
ALT(U/L)
AST(U/L)
CRP(㎎/dL)
T. Bilirubin(㎎/dL)
기타(
)
기타(
)

□ F

□ 주로 야외

최근투여시기

□ 발열
증상

)
몸무게

월

□ 실내

20

□항문)

주소
) □ 고양이(종류:

□ 개(종류:

나 이

□swab시료(□구강

일

)
월

일)

현재 (20 년

월

일)

기타 참고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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붙임 7. 검사시료 운송 방법
1. 검사 시료 채취
- 혈액 및 오줌 시료 : 혈액의 경우 개체별 항응고제 처리 전혈 2ml 이상
- 면봉 시료 : 안검, 비강, 구강, 항문 등 개체별, 채취 부위별 구분 필요
- 진드기 시료: 동물의 몸에 붙어 있는(흡혈중인) 진드기 및 주변 환경에서 진드기를
채집하고 동물 개체별, 채취 지역별로 구분하여 적당한 용기에 채집
2. 각각의 용기에 채집 지역, 개체정보, 채집 일자 기록
예) 경북 김천, 몽몽이(M, 2년), 2019.8.26.
3. 혈액 및 진드기가 담긴 튜브는 지퍼백에 밀봉하고 SFTS 검사의뢰서와 함께 송부
- 가축질병 검사기관에 도착할 때까지 냉장상태 유지를 위하여 충분한 양의 냉매
사용
- 에어캡 또는 신문지 등으로 남은 공간을 채워 넣어 과도한 충격이나 흔들림으로
부터 시료 보호
- 가급적 채취 당일 농림축산검역본부, 지역 동물위생시험소, 수의과대학 등 가축
질병 검사기관으로 시료 송부(당일 배송이 어려울 경우 냉장보관 상태 유지)

각각의 용기에 채집지역,
개체정보, 채집일자 등 기록

채집 용기를 지퍼백에 넣고 충분한
냉매와 함께 보냉 상자에 동봉

에어캡 혹은 신문지 등을 이용하여
남은 공간 최소화

* 농림축산검역본부 담당 부서 연락처
주소 : 39660 경북 김천시 혁신8로 177
농림축산검역본부 해외전염병과 매개체성질병연구실(연구동 204호)
전화 : 054-912-0867, 086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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붙임 8. 전국 가축질병 방역기관 연락처
❏ 농림축산식품부
기 관 명

담 당 부 서

주

소

연 락 처

농림축산식품부

조류인플루엔자
방역과

(30110) 세종특별자치시 다솜2로 94

044-201-2559

주

연 락 처

❏ 농림축산검역본부
기 관 명
농림축산검역본부

담 당 부 서
방역감시과
해외전염병과

소

(39660) 경북 김천시 혁신8로 177

054-912-0391
054-912-0869

❏ 시‧도 가축질병진단기관
기 관 명

우편번호

주

소

연 락 처

서울특별시
보건환경연구원
동물위생시험소

13818

경기 과천시 장군마을 3길 30

02-570-3444

부산광역시
보건환경연구원
동물위생시험소

46510

부산 북구 금곡대로 724

051-330-6121

대구광역시
보건환경연구원
동물위생시험소

42183

대구 수성구 무학로 215

053-760-1301

인천광역시
보건환경연구원
동물위생시험소

22320

인천 중구 서해대로 471

032-440-5643

광주광역시
보건환경연구원
동물위생시험소

61986

광주 서구 화정로 149

062-613-7651

대전광역시
보건환경연구원
동물위생시험소

34142

대전 유성구 대학로 407

042-271-6896

울산광역시
보건환경연구원
동물위생시험소

44642

울산 남구 문수로 157

052-229-52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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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4

기 관 명

우편번호

주

소

연 락 처

세종특별자치시
보건환경연구원
동물위생시험소

30015

세종 조치원읍 서북부2로 12

경기도
동물위생시험소

16381

경기 수원시 권선구 칠보로1번길 63

강원도
동물위생시험소

24203

강원 춘천시 신북읍 신북로 386

033-248-6625

충청북도
동물위생시험소

28153

충북 청주시 청원구 내수읍
구성새동네길 39

043-220-6253

충청남도
동물위생시험소

32280

충남 홍성군 금마면
충서로 2233번길 22

041-635-7026

전라북도
동물위생시험소

55632

전북 장수군 장수읍 노하숲길 18-4

063-290-5400

전라남도
동물위생시험소

59213

전남 강진군 작천면 금강로 619

061-430-2140

경상북도
동물위생시험소

41405

대구 북구 구리로 43

053-326-0013

경상남도
동물위생시험소

52733

경남 진주시 초전북로 104

055-254-3022

제주특별자치도
동물위생시험소

63344

제주 제주시 조천읍 번영로 941

044-301-3823

031-8008-6220(주간)
031-8008-6303(야간, 휴일)

064-710-8532, 85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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