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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nfection control of severe fever with thrombocytopenia syndrome in hospital
settings and comprehensive reviews of nosocomial infections in South Kore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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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evere fever with thrombocytopenia syndrome (SFTS) is an emerging viral hemorrhagic fever caused by the SFTS virus,
which is a tick-borne virus of the genus phlebovirus and family Bunyaviridae . The transmission of SFTS mainly occurs via tickbites, but several cases of nosocomial outbreaks via human-to-human transmission have been reported. In this article, we
aimed to suggest the guideline for infection control of SFTS in hospital settings through comprehensive reviews for case
reports of nosocomial infections that occurred in South Korea. There have been three events of hospital infection of SFTS
during procedures involving cardiopulmonary resuscitation or endotracheal intubation. It is necessary for health care
personnel and environmental managers who care for patients with SFTS to follow the guideline for infection prevention and
control.
Keywords: Severe fever with thrombocytopenia syndrome, Nosocomial infections, Infection control, Tick bites,

Phlebovirus

들어가는 말

환자 들이 집단 발생함에 따라 역학조 사 를 통해 이 질환의
원인이 Bunyaviridae 과에 속하는 중증열성혈소판감소증후군

중증열성혈소판감소증후군(Severe fever with thrombocytopenia

바이러스(SFTS Virus) 감염임을 처음으로 확인하였다[1]. SFTS는

syndrome, SFTS)은 2009년 중국 중부 및 동북부지역에서

중국과 일본, 한국에서 주로 보고되고 있으며, 우리나라는 2013년

고열과 소화기 증상, 혈소판 감소, 백혈구 감소 등을 나타내는

첫 환자 발생 이후 제4군 법정감염병으로 지정하여 관리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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있고, 매년 환자 발생이 증가하여 2017년에는 270명(잠정통계)의

응급실을 통해 입원 후 상태가 악화되어 4일 뒤 의식저하로

확진환자가 보고되었다. SFTS의 감염경로는 주로 SFTS 바이러스를

심폐소생술을 시행하였으나 다음날 오전 사망하였고 이후 10월

가지고 있는 진드기에 물려 감염되며, 드물게 환자의 혈액이나 체액

15일에 SFTS 확진환자로 확인되었다. 지표환자의 심폐소생술 시

등에 직접적으로 노출되어 2차감염이 발생한 사례들이 보고되어

참여한 27명의 의료진과 장례지도사가 직·간접적으로 환자의

있다. 이 글에서는 우리나라에서 발생하였던 SFTS 병원 내

체액에 노출되었고 9~11일 후 이 중 7명이 발열, 두통, 근육통

감염사례를 정리하여 SFTS의 병원감염관리에 대해 논의해보고자

등의 증상을 호소하였다. 의료진 접촉자 26명과 장례지도사 1명에

한다.

대해 3~4주 간격으로 실시한 유전자 및 항체가 검사에서 1, 2차
유전자 검사 결과는 모두 음성이었고, 항체가 비교검사 결과
5명에서 항체가가 4배 이상 상승하여 감염이 확인되었다. 항체가

몸말

상승을 보인 5명 중 4명은 유증상자로 지표환자의 심폐소생술 또는
기관흡인술에 관여하였고, 나머지 1명은 무증상자로 시신 염습을

사례 1

담당한 장례지도사였다. 유증상 확진환자 4명 중 2명은 입원 후

2014년 9월 중순 서울 소재 상급종합병원에서 응급실에

호전되어 퇴원하였고, 나머지 2명은 입원 치료 없이 회복되었다.

근무하던 의료진 1명이 발열을 호소하였고 병력 문진 상 11일
전 중 증 쯔 쯔가무시증 의심환자 (지표환자)의 심폐소생술에

사례 3

참여했음이 밝혀졌다. 지표환자는 9월 초 응급실에 내원하여 다음날

2017년 10월 경기도 소재 상급종합병원에 입원중인 SFTS

사망하였으며 2주 후 SFTS로 확진되었다. 이에 SFTS 2차 감염 의심

의심환자(지표환자)의 기관 내 삽관술을 시행하였던 의료진 중

하에 역학조사를 실시하였다.

1명에서 발열, 식욕부진 등 증상이 있어 시행한 검사결과 SFTS로

지표환자와 접촉하였던 의료진은 27명으로 이중 7명이

확진되었다. 지표환자는 9월 중순 야외 활동을 한 4일 후 발열,

심폐소생술에 참가한 밀접접촉자였고, 이들 중 4명에서 평균 8일

근육통, 발적, 설사 등 증상이 발생하여 9월 27일 병원에 입원하여

경과 후 발열, 피로감, 근육통 등의 증상이 발생하였다. 밀접접촉자

SFTS 검사를 실시하였다. 환자는 입원 당시 혈소판 감소, 발열, 발적

7명에 대한 SFTS 유전자검사는 모두 음성이었으며 3주 간격으로

등의 증상을 나타내었으며, 9월 29일 의식저하로 중환자실로 전실

실시한 항체가 검사에서 유증상자 3명은 회복기 항체가가 급성기에

되었고, 9월 30일 산소포화도 감소로 기관 삽관술을 시행하였다.

비해 4배 이상 상승하였고, 나머지 유증상자 1명에서는 2배

혈장교환술 및 지속적 대체술을 시행하였으나 상태가 악화되어

상승하여 감염된 것으로 확인되었다. 유증상자는 모두 안면보호구

다발성 장기부전으로 10월 1일 사망하였다. 9월 30일과 10월

사용 없이 마스크를 착용하였으며, 이 중 2명은 장갑을 착용하였다.

1일 의료진 13명이 기관삽관술과 기관흡인술에 참여하였으며,

유증상자 4명 중 처음 증상을 호소하였던 의료진은 입원 후

13명의 의료진 중 3명은 기관삽관술을 직접 시행하였으며 5명은

호전되어 퇴원하였고, 나머지 3명은 입원 치료 없이 회복되었다.

기관삽관술에 참여하여 환자를 간호하였고, 5명은 기관흡인술에
참여하였다. 기관삽관술에 참여한 8명의 의료진은 모두 마스크와

사례 2

장갑, 안면보호구를 착용하였으며 기관삽관술을 시행한 의료진

2015년 10월 강원도 소재 상급종합병원으로부터 다수의 SFTS

2명은 피부에 혈액이 묻었으나 즉시 소독하였고, 이 중 1명의

의심 의료진이 신고되어 SFTS 병원감염 의심 하에 역학조사를

의료진에서 시술 9일 후 발열이 발생하였다. 지표환자의 사망 후

실시하였다. 최초 환자(지표환자)는 9월 25일 야외 활동 후 5일이

장례지도사 1명이 장갑이나 마스크 없이 가운만을 착용 후 시신

지나 발열, 설사, 구토, 복통 등의 증상을 호소하였다. 10월 5일

염습을 실시하였다. 의료진 접촉자 13명과 장례지도사 1명에 대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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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2차에 걸쳐 SFTS 유전자 및 항체 검사를 실시한 결과 유증상자

조건 하에서 SFTS 바이러스의 에어로졸 생성 가능성을 배재할 수

1명은 기관 내 삽관술을 시행했던 의료진으로 1차 유전자 검사

없다[10,11].

결과 양성이었고 항체가 비교검사 결과 4배 이상 상승하여 감염이

바이러스출혈열의 사람 사이 전파에 대한 연구와 관련하여

확인되었으며, 무증상자 1명은 장례지도사로 항체가 비교검사 결과

진드기매개 바이러스성출혈열의 일종인 크리미안콩고출혈열은

2배 상승하여 감염이 확인되었다.

아시아, 아프리카, 유럽 등지에 퍼져 있으며 의료종사자에서 의료적

SFTS는 바이러스출혈열에 속하는 질환 중 하나로 SFTS의

처치 중 주사침 손상이나 체액의 튐에 의해 병원감염 발생이

사람 사이 전파는 손상된 피부나 점막을 통한 환자의 혈액이나

보고되고 있어 사람 사이 전파 예방을 위한 주의사항이 논의되어

체액과의 접촉에 의해 가능한 것으로 보고되고 있다[2, 3].

왔다[12]. 바이러스출혈열의 사람 사이 전파 예방을 위해 미국

지금까지 국내·외에서 발표된 SFTS의 2차 감염 사례들을

CDC는 바이러스출혈열 환자를 돌보는 의료종사자에 대해 몸통을

살펴보면 환자의 체액 배출 상태나 중증도에 따른 감염 관련성은

덮는 가운, 앞치마, 장갑, 마스크, 눈 보호대, 고무 부츠, 의료용 모자

명확하게 밝혀지지 않았으나, 아직까지 경증환자로부터 2차

등의 착용을 권고하고 있다[13].

감염이 발생한 사례는 보고되지 않았으며, 대부분 사망 전 단계의

일본에서는 SFTS의 병원감염 예방을 위해 중증환자의 진료 시

중증환자로부터 혈액이나 혈액성 분비물(bloody secretion)과의

의료종사자에 대해 안면보호구, 고글 등의 눈 보호대, 마스크, 몸통을

접촉을 통해 감염되었다[2-7].

보호하는 가운, 일회용 앞치마, 이중 장갑 등의 개인보호장비를

최근 우리나라에서 발생한 병원 내 감염 사례를 보면 호흡기

갖추며, 특히 에어로졸이 발생할 수 있는 심폐소생술이나 기관 삽관

분비물에 의한 SFTS의 사람 사이 전파 가능성을 배재 할 수 없다.

시 N95마스크 착용을 권고하고 있다. 또한 실험실 종사자의 경우도

위에서 언급한 3건의 사람 사이 전파 사례는 심폐소생술이나 기관

SFTS 환자의 검체 검사 시 에어로졸이 발생할 수 있는 상황에서

내 삽관술 시행 중에 발생한 감염으로, 진드기에 물려서 감염된

개인보호구를 착용하고 안전상자 내에서 검체를 취급할 것을

최초 환자는 모두 중증으로 진행하여 사망에 이르러 바이러스

권고하고 있다[14].

배출농도가 높았을 것으로 예상되며, 시술 과정 중 혈액이나 체액

SFTS 사람 사이 전파와 관련하여 밀접접촉자들의 무증상

등의 분비물 배출이 다량으로 이루어졌을 수 있다. 체액을 통한

감염 양상, 환자들의 임상적 단계와 체액 종류에 따른 바이러스

SFTS 바이러스 배출 여부와 관련하여 환자의 혈액, 위 흡인액, 기관

배출 정도, 가족 및 의료진의 2차 감염 양상 등에 관한 연구가

흡인액 및 소변 등의 체액에서 SFTS 바이러스 유전자가 검출되었고,

계속 이루어지고 있으며 지금까지 발표된 SFTS 2차 감염 사례를

혈액의 경우 증상발생 15일 이후에도 유전자가 검출되었음이

분석해 볼 때 SFTS 환자 및 의심환자를 진단, 간호 및 치료하는

보고되어 있다[8]. 체액에서 바이러스 유전자 검출이 다른 환자를

의료종사자와 환경관리자는 표준 및 접촉주의 지침을 철저하게

전염시킬 수 있는 감염력이 있음을 직접적으로 의미하는 것은

지키고 비말주의에 준하는 지침의 준수가 필요하다. 특히 고농도의

아니지만, 이러한 연구 결과는 SFTS 환자와의 밀접접촉 시 비말에

바이러스를 배출할 것으로 예상되는 중증환자와 호흡기질환이

의한 전파 가능성을

제시하고 있다. SFTS의 에어로졸 전파

동반된 환자, 체액이나 혈액의 누출이 있는 환자의 진료 및 시술 시

가능성에 대해 실험실적으로 증명된 바는 없으나 최근 중국에서

눈, 코, 입 등의 점막을 보호하기 위해 마스크, 고글 또는 안면보호구,

사망 전 중증환자로부터 감염된 12명의 2차 감염자 중 두 명에서

몸통을 덮는 가운과 장갑을 착용하여 환자의 분비물과 접촉을 막는

혈액이나 오염된 의류와 직접적인 접촉이 없이 감염된 사례를

것이 필요하다. 한편 공기매개 전파에 대하여 정확한 근거는 없으나

보고하며 에어로졸에 의한 SFTS의 전파 가능성을 제시하고

에어로졸을 만들 수 있는 시술을 가능한 피하고 심폐소생술 및

있다[9]. 또한 SFTS 바이러스가 속하는 Bunyaviridae 과의 몇몇 다른

기관흡입술이나 기관삽관술 등의 시술 시 N95마스크를 착용하여

종류의 바이러스들에서는 에어로졸 전파가 보고되어 있어서 특정

바이러스의 유입을 차단하는 것이 필요하다. 그리고 SFTS 환자 또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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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evere fever with thrombocytopenia syndrome virus. Vector Born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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