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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Objectives: Scrub typhus is one of the most prevalent vector-borne diseases. It is caused by Orientia

tsutsugamushi, which is transmitted when people are bitten by infected chigger mites. This study aims at

quantifying the association between the incidence of scrub typhus and meteorological factors in Jeollabuk-do

Province over the period 2001-2015.

Methods: Reported cases of scrub typhus were collected from the website of the Disease Web Statistical System

supported by the Korea Centers for Disease Control and Prevention (KCDC). Simultaneous meteorological data,

including temperature, rainfall, relative humidity, and sunshine duration were collected from the website of the

National Climate Data Service System by the Korea Meteorological Administration. Correlation and regression

analyses were applied to identify the association between the incidence of scrub typhus and meteorological

factors. 

Results: The general epidemiological characteristics of scrub typhus in Jeollabuk-do Province were similar to

those nationwide for sex, age, and geographical distribution. However, the annual incidence rate (i.e., cases per

100,000) of scrub typhus in Jeollabuk-do Province was approximately four times higher than all Korea’s 0.9. The

number of total cases was the highest proportion at 13.3% in Jeonbuk compared to other regions in Korea. The

results of correlation analysis showed that there were significant correlations between annual cases of scrub

typhus and monthly data for meteorological factors such as temperature and relative humidity in late spring and

summer, especially in the case of temperature in May and June. The results of regression analysis showed that

determining factors in the regression equation explaining the incidence of scrub typhus reached 46.2% and

43.5% in May and June. Using the regression equation, each 1oC rise in the monthly mean temperature in May

or June may lead to an increase of 38 patients with scrub typhus compared to the annual mean of incidence cases

in Jeollabuk-do Province.

Conclusion: The result of our novel attempts provided rational evidence that meteorological factors are

associated with the occurrence of scrub typhus in Jeollabuk-do. It should therefore be necessary to observe the

trends and predict patterns of scrub typhus transmission in relation to global-scale climate change. Also, ac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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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s urgently needed in all areas, especially critical regions, toward taking steps to come up with preventive

measures against scrub typhus transmission.

Keywords: Climate change, correlation, meteorological factors, regression equation, scrub typhus

I. 서 론

 쯔쯔가무시증(Tsutsugamushi disease)은 들쥐나 야

생동물에 기생하는 병원균인 쯔쯔가무시(Orientia

tsutsugamushi)에 감염된 털진드기 유충이 관목숲에

살다가 사람을 물어 발생하는 티푸스(scrub typhus)

로 알려져 있다(Kadosaka and Kimura, 2003; Roh,

2012). 1994년에 법정감염병으로 지정되었으며, 2000

년대 이후 환자발생이 증가추세를 보이고 있다. 지

역별로는 전북, 전남, 충남, 경남지역에서 환자발생

률이 높은 것으로 보고되고 있다(Korea Center for

Disease Control & Prevention, 2015). 

감염병의 발생은 사회·경제적, 환경적, 생태학적 요

인들과 밀접한 관련이 있다(Jones et al., 2008). 최

근 지구온난화로 인한 기후변화는 전 세계적으로 매

우 중요한 사회적 이슈로 다루어지고 있는데, 이것

은 질병의 원인인 병원체와 매개체 등을 포함한 생

물체의 생존과 번식에 영향을 주어 감염병으로 인한

보건문제와 밀접한 관련이 있다(Babin, 2003; Kong

et al., 2007; Greer et al., 2008; Park and Han,

2012; Li et al., 2013; Ministry of Environment &

National Institute of Environmental Research, 2014).

국내에서도 기후변화로 인한 건강문제의 관심이 증

가하면서 기후변화관련 감염병의 발생과 기후요소의

관련성에 대한 연구들이 보고되었다(Park et al., 2005;

Kim and Jang, 2010; Shin, 2011; Kim and Yoon,

2011). 쯔쯔가무시증의 경우 대표적인 곤충매개질환

(vector-borne disease)으로 기후변화와 관련성이 높

은 감염병으로 알려져 있다(Kong et al., 2007; Jang

et al., 2009; Kim and Jang, 2010; Roh, 2012). 매

개곤충은 일정한 생활사 주기에 따라 기후환경적 요

인이 적합한 시기와 지역에서 번식과 활동을 하게

되는데, 일반적으로 기온상승의 경우 매개곤충과 병

원체의 번식 및 증식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알려

져 있다(Gage et al., 2008). 강수량의 경우에도 습

도 변화를 통해 매개곤충의 생존에 영향을 주기도

하지만, 폭우가 내릴 경우 유충이 물에 씻겨 내려가

곤충매개체를 감소시키는 작용을 함으로써 보다 복

잡한 효과를 보여주었다(McMichael et al., 2006;

Kong et al., 2007). 

지금까지 국내에서 이루어진 쯔쯔가무시증 발생

과 기후요소의 상호 관련성에 관한 연구에서는 여

름의 기온상승이 가을의 쯔쯔가무시증 환자발생에

영향을 미치고, 강수량 및 습도와 상호 관련성이

제기되었으나 이들 기후요소에 따른 환자발생의 정

량적인 인과관계에 대한 규명은 미흡한 실정이다.

또한 강수량의 경우 환자발생에 미치는 관련성이

상호 상반된 결과를 나타내었다(Park et al., 2005,

Kong et al., 2007; Jang et al., 2009; Kim and

Jang, 2010). 더욱이 기존 연구결과의 경우 분석에

사용된 자료의 수집기간이 수년 이내로 제한되어

있어 장기적인 추세변화를 일반화하기에는 한계가

있는 것으로 보인다. 

본 연구에서는 전북지역에서 2001년부터 2015년

까지의 쯔쯔가무시증 환자발생자료를 사용하여 시계

열에 따른 추이변화와 함께 시와 군 단위 지역에 따

른 공간분포를 분석함으로서 쯔쯔가무시증 환자의

발생특성을 파악하고자 하였다. 또한 쯔쯔가무시증

의 환자발생시점과 동일한 기간 동안의 기상자료를

수집하여 쯔쯔가무시증 발생과 기후요소의 상호 관

련성을 분석하고 쯔쯔가무시증 환자발생과 기후요소

와의 인과관계를 정량화함으로서 기후요소의 추이변

화에 따른 쯔쯔가무시증 환자의 발생수를 예측하고

자 하였다. 

II. 연구방법

1. 연구대상 및 자료수집

Fig. 1은 쯔쯔가무시증 발생과 기후요소와의 상호

관련성 분석을 위한 연구대상지역으로 전북지역의

행정구역별 지리적 분포를 나타낸 것이다. 전북지역

은 한반도의 서남부에 위치하고 있으며, 행정구역은

크게 6개 시(전주, 익산, 군산, 김제, 남원, 정읍)와

8개 군(완주, 임실, 무주, 진안, 장수, 부안, 순창, 고



전북지역 쯔쯔가무시증 발생과 기후요소의 상호 관련성 43

http://www.kseh.org/ J Environ Health Sci 2016; 42(1): 41-52

창)으로 이루어져 있다. 

쯔쯔가무시증 발생자료는 감염병 웹통계시스템

(Disease Web Statistical System)에서 질병별 통계,

지역별 통계, 성별/연령별 통계로 자료제공이 이루

어진 2001년 1월 1일부터 2015년 12월 31일까지 신

고일 기준 환자발생수 및 인구 10만명당 발생률을

대상으로 수집하였다(Korea Center for Disease

Control & Prevention, 2015). 지역별 통계에서 환자

발생수와 인구 10만명당 발생률의 경우 감염지역에

따라 국내발생과 국외유입으로 나누어져 자료제공이

이루어지고 있으나, 국외유입 환자발생수가 2007년

이후 연간 0-5명으로 국내의 발생수준에 비해 미미

한 수준인데다 다른 지역별 통계의 경우 환자발생이

국내와 국외로 나누어 제공되지 않아 본 연구에서는

전체자료를 대상으로 분석하였다. 또한 쯔쯔가무시

증의 환자발생수와 인구 10만병당 발생률 자료의 경

우 감염병 신고 및 보고체계에 의한 감염병환자와

감염병의사환자를 모두 포함한다. 여기에서 감염병

환자란 감염병의 병원체가 인체에 침입하여 증상을

나타내는 사람으로서 진단기준에 따른 의사 또는 한

의사의 진단이나 감염병병원체 확인기관의 실험실

검사를 통하여 확인된 사람을 의미하고, 감염병의사

환자란 감염병병원체가 인체에 침입한 것으로 의심

이 되나 감염병환자로 확인되기 전 단계에 있는 사

람을 말한다.

기상자료는 국가기후데이터센터에서 제공하는 지

상기상관측통계에서 기온(oC), 일최고기온(oC), 일

최저기온(oC), 강수량(mm), 상대습도(%), 일조시간

(hr) 등의 기후요소를 대상으로 수집하였다(Korea

Meterological Administration, 2015). 여기에서 기온,

일최고기온, 일최저기온, 상대습도, 일조시간의 경우

해당 월의 평균값을 사용하였으며, 강수량은 한 달

동안의 전체 강수량을 의미한다. 전북지역 지상기상

관측의 경우 조사 당시 고창, 군산, 남원, 부안, 순

창, 임실, 장수, 전주, 정읍에서 이루어졌다. 그러나

쯔쯔가무시증 발생과의 상호 관련성 분석을 위한 기

상자료의 경우 2001년부터 2015년까지 쯔쯔가무시

증 환자발생과 동일한 기간 동안 기상관측이 이루어

진 군산, 남원, 부안, 임실, 장수, 전주, 정읍의 7개

지역만을 대상으로 하였다(Fig. 1). 

2. 자료의 분석방법

쯔쯔가무시증 발생과 기후요소의 상호 관련성 분

석에 앞서 해당 질병에 관한 역학적 특성을 파악

할 수 있도록 먼저 쯔쯔가무시증 환자의 성별, 연

령별, 지역별 발생빈도를 분석하였다. 쯔쯔가무시증

의 환자발생빈도와 관련하여 발생수의 경우 해당지

역에 거주하는 인구수가 많으면 상대적으로 증가하

기 때문에 지역별 발생특성의 경우 인구 10만명당

발생률에 따른 차이를 통해 비교하는 것이 바람직

하다. 이것은 발생률의 경우 일정한 인구수를 기준

으로 하기 때문에 지역별 발생빈도의 크기 비교에

유용한 지표로 사용할 수 있음을 의미한다. 또한

전북지역에서의 쯔쯔가무시증 환자발생이 갖는 특

성과 의미를 파악할 수 있도록 전국 대비 환자발

생의 연중 추이변화와 지역별 점유율를 분석하였다.

또한 전북지역 내 환자발생의 공간적 분포를 파악

할 수 있도록 행정구역별 발생률을 비교하였으며,

시군의 지역적인 특성에 따라 연중 추이변화를 분

석하였다. 

쯔쯔가무시증 발생과 기후요소의 상호 관련성 분

석을 위해서는 먼저 쯔쯔가무시증의 연중 추이변화

를 분석하였다. 이를 위하여 2001년부터 2015년까

지 전북지역 쯔쯔가무시증 환자의 발생수 및 발생률

의 시계열 추이변화를 파악한 후 동일한 기간 동안

기후요소의 추이변화와 상호 비교 ·분석하였다. 또한

쯔쯔가무시증의 경우 곤충매개질환으로서 기후변화

로 인한 병원체의 서식증가 및 설치류의 생태변화가

발생될 수 있어 환자수 발생에 즉각적인 변화가 초

래되지 않고 시간적인 지연효과가 발생할 수 있다.

따라서 이러한 시계열적인 특성을 고려하여 쯔쯔가

Fig. 1. Study areas of cities (bold font) and counties (plain

font) in Jeonbuk and meteorological stations in

seven areas, 2001-20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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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시증 고빈도 발생과 관련이 있는 시기의 기상요인

이 무엇인지 분석할 필요가 있다. 이를 위하여 본

연구에서는 기상자료와 환자발생자료 수집이 동시에

이루어진 군산, 남원, 부안, 임실, 장수, 전주, 정읍

의 7개 지역을 대상으로 1월부터 12월까지 각각 월

별 기후요소자료를 2001년부터 2015년까지 재 분류

한 후 이들 자료와 연평균 쯔쯔가무시증 환자수의

상관분석을 실시함으로서 쯔쯔가무시증 고빈도 환자

발생을 설명하는 선행적인 기후요소에 대한 상호 관

련성을 파악하였다. 그리고 나서 쯔쯔가무시증의 발

생과 기후요소에 따른 상호 관련성의 정량화 수준을

파악하고, 기후요소의 추이변화에 따른 쯔쯔가무시

증의 발생수를 예측할 수 있도록 기온(T), 일최고기

온(MaxT), 일최저기온(MinT), 강수량(R), 상대습도

(RH), 일조시간(S) 등의 기후요소를 입력변수로 다

중회귀분석을 실시하였다. 여기에서 분석방식은 이

들 기후요소 중 설명력이 높은 변수 순으로 투입되

다가 통계적으로 유의성이 없는 변수만 남게 되면

분석이 중단되는 단계선택으로 설정하였다.

Table 1. Descriptive statistics for scrub typhus cases and meteorological factors, 2001-2015.

Total Mean SD* Minimum Median Maximum

Total no. of cases 11738 783 352 139 733 1374

Sex

Male 

Female

4076(34.7%)

7662(65.3%)

272

511

130

223

44

95

267

495

506

868

Age

0~9

10~19

20~29

30~39

40~49

50~59

60~69

≥70

108(0.9%)

122(1.0%)

202(1.7%)

440(3.7%)

1104(9.4%)

2243(19.1%)

3255(27.7%)

4264(36.3%)

7

8

13

29

74

150

217

284

5

5

6

15

29

67

83

166

0

0

3

4

18

27

47

38

6

9

12

26

70

139

212

270

16

18

23

59

115

270

349

621

Region 

Gochang

Gunsan

Gimje

Namwon

Muju

Buan

Sunchang

Wanju

Iksan

Imsil

Jangsu

Jeonju

Jeongeup

Jinan

11738(100%)

862(7.3%)

681(5.8%)

919(7.8%)

1042(8.9%)

422(3.6%)

462(3.9%)

822(7.0%)

677(5.8%)

1294(11.0%)

372(3.2%)

376(3.2%)

2177(18.5%)

1252(10.7%)

377(3.2%)

783

57

45

61

69

28

31

55

45

86

25

25

145

83

25

352

32

32

34

26

18

23

28

22

46

12

14

70

49

19

139

4

2

5

20

5

5

4

6

1

1

5

24

10

1

733

58

48

71

80

22

26

54

48

95

24

22

143

70

24

1374

108

110

112

112

62

85

105

88

156

44

56

273

181

54

Meteorological condition 

Mean temp.(oC)

Maximum temp.(oC)

Minimum temp.(oC)

Rainfall(mm)

Relative humidity(%)

Solar radiation(hr)

12.5

18.3

7.6

1345.7

71.0

2097.3

0.4

0.5

0.4

261.5

1.1

174.7

12.0

17.6

7.0

894.1

69.6

1651.5

12.5

18.4

7.6

1390.5

70.9

2098.6

13.1

18.9

8.3

1903.1

73.4

2358.5

* SD : Standard devi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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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II. 연구결과

1. 전북지역 쯔쯔가무시증 환자발생 및 기후요소

의 일반적 특성

Table 1은 2001년부터 2015년까지 전북지역 쯔쯔

가무시증 환자들의 성별, 연령별, 지역별 발생자료와

같은 기간 동안의 기후요소를 정리한 것이다. 조사

기간 동안 전북지역의 쯔쯔가무시증 환자발생수는

총 11,738건이었으며, 매년 평균적으로 783건이 발

생하였다. 성별로는 여성의 발생빈도가 65.2%로 남

성의 34.7%에 비해 약 2배 수준이었으며, 연령별로

는 고령화될수록 높은 비중을 점유하였는데 50대 이

상이 전체 83.1%를 점유하였다. 지역별로는 상대적

으로 인구가 많은 전주에서 18.5%로 가장 높은 점

유율을 나타내었으며, 다음으로 익산, 정읍, 남원 순

으로 주로 시 지역에서 높은 비중을 점유하였다.

Fig. 2는 2001년부터 2015년까지 전북지역과 국내

모든 지역을 대상으로 하여 인구 10만명당 쯔쯔가

무시증의 발생률에 따른 추이변화를 나타낸 것이다.

이것은 전북지역에서의 쯔쯔가무시증 환자발생에 대

한 정량적인 특성을 파악할 수 있도록 한다. 즉, 전

북지역에서의 환자발생률은 전국에 비해 약 4배 수

준의 높은 증가 경향을 나타내었다. Fig. 3은 2001

년부터 2015년까지 전국에서 발생한 쯔쯔가무시증

환자에 대한 국내 시·도 행정구역별 점유율을 나타

낸 것이다. 여기에서 전북지역은 전국에서 가장 높

은 13.3%의 점유율을 보여주었다. 

Table 1에서 조사기간 동안 기상조건을 살펴보면

전북지역의 연평균 기온(oC)은 12.5 ±0.4이었으며, 연

평균 강수량(mm)과 상대습도(%)는 각각 1345.7±

261.5와 71.0 ±261.5이었다. 

2. 쯔쯔가무시증 환자발생의 추이변화 

Fig. 4는 전북지역에서 발생하는 쯔쯔가무시증 환

자의 지역별 추이변화를 살펴보기 위하여 시·군의 행

정구역에 따른 인구 10만명당 환자발생률의 공간분

포를 나타낸 것이다. 여기에서 환자발생률은 전북의

북서지역에 위치하고 있는 군산, 익산, 전주의 시지

역을 제외하고는 모두 증가하는 경향을 보여주었다.

군산, 익산, 전주의 경우 인구 10만명당 16.7 ±11.7,

27.7 ±15.0, 23.3±11.0이었다. 반면에 가장 높은 발

생률 보이는 지역은 순창, 무주, 장수 순이었으며, 인

구 10만명당 175.7±90.8, 106.6±68.1, 101.4±62.0명

이었다. 다음으로 고창과 진안이 높았으며, 연평균

발생률은 인구 10만명당 93.4±53.1과 90.6±69.5이

었다. 

Fig. 5는 전북지역 내 쯔쯔가무시증 환자발생의 추

이변화에 대한 보다 세부적인 특성을 파악할 수 있

도록 환자발생수와 인구 10만명당 환자발생률에 따

른 연중 추이변화를 시와 군 단위의 행정구역으로

나타낸 것이다. 여기에서 환자발생수의 경우 도시지

역이 군지역에 비해 약 2.2배 높은 증가추이를 보이

는 반면, 인구 10만명당 발생률의 경우 군지역이 도

시지역에 비해 약 1.7배 높은 증가추이를 보임으로

서 서로 상반된 경향을 나타내었다. 그러나 이들 시

계열 자료에 따르면 군지역과 시지역 모두 공통적으

로 환자발생이 증가하고 있으며, 연중 추이변화에 따

Fig. 2. Annual variation of cases and incidence rate for

scrub typhus in Jeonbuk and all over the country,

2001-2015.

Fig. 3. Regional distribution of cases for scrub typhus,

2001-20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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른 환자발생을 예측하는 회귀직선에 대한 설명계수

또한 최소 0.589에서 최대 0.752로 회귀식에 의해

설명되는 변동의 비율이 높은 것을 알 수 있다. 이

러한 결과는 전북지역에서의 쯔쯔가무시증 발생이

뚜렷하고 증가하고 있음을 의미한다.

Fig. 6은 쯔쯔가무시증 환자발생의 시계열별 특성

을 보다 구체적으로 파악할 수 있도록 전북지역과

전국을 대상으로 하여 월별 추이변화를 나타낸 것이

다. 쯔쯔가무시증 환자발생은 가을의 특정시점을 중

심으로 피크를 보이고 있으며, 이러한 경향은 전북

지역과 전국이 모두 동일하게 나타났다. Fig. 7은 이

러한 연도별 추이변화에 대한 보다 세부적인 시계열

적 특성을 파악할 수 있도록 2001년부터 2015년까

지 각 월별 환자발생수를 평균하여 연간 추이변화를

나타낸 것이다. 여기에서 쯔쯔가무시증 환자는 매년

Fig. 4. Spatial distribution of incidence rate for scrub typhus in counties and cities of Jeonbuk, 2001-2015.

Fig. 5. Annual variation of cases and incidence rate for

scrub typhus at counties and cities in Jeonbuk,

2001-2015.

Fig. 6. Monthly variation of cases and incidence rate for

scrub typhus in Jeonbuk and all over the country,

2001-2015.

Fig. 7. Annual variation of monthly cases for scrub typhus

in Jeonbuk, 2001-20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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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월과 11월에 집중적으로 발생하고 있으며, 연간

시계열 변화에 따른 환자발생을 예측하는 회귀직선

의 설명계수가 10월과 11월에 각각 0.645와 0.464

로 양호한 수준이었다. 또한 회귀식에서 연간 추이

변화에 따른 환자의 발생정도를 나타내는 기울기의

경우 10월과 11월이 각각 27.079과 31.352이었으며,

절편의 경우 각각 74.571과 174.28이었다. 이것은

10월과 11월 모두 연간 추이변화에 따라 환자발생

이 증가하고 있으나, 11월에서의 환자발생이 연간

환자발생에 보다 큰 영향을 미치고 있음을 의미한다.

3. 쯔쯔가무시증 발생과 기후요소의 상호 관련성 

Fig. 8은 전북지역에서의 쯔쯔가무시증 발생에 따

른 기후요소의 상호 관련성 분석을 위하여 쯔쯔가무

시증 자료와 동일한 기간 동안에 지상기상관측이 이

루어진 군산, 남원, 부안, 임실, 장수, 전주, 정읍의

7개 지역을 대상으로 기온(oC), 강수량(mm), 상대습

도(%), 일조시간(hr)에 대한 연평균 추이변화를 나타

낸 것이다. 여기에서 이들 기후요소의 경우 쯔쯔가

무시증 환자발생에 따른 추이변화와 달리 뚜렷한 증

감의 경향성을 찾아보기는 어려운 것으로 보인다. 

Table 2는 1월부터 12월까지의 월평균 기온(oC), 일

최고기온(oC), 일최저기온(oC), 강수량(mm), 상대습도

(%), 일조시간(hr)의 기후요소와 쯔쯔가무시증 연평

균 발생수에 대한 Spearman의 순위상관분석결과를

나타낸 것이다. 여기에서 쯔쯔가무시증 연평균 발생

수는 기온, 일최고기온, 일최저기온과 모두 양의 상

관관계를 나타내었으며, 특히 이들의 상관관계 정도

Fig. 8. Annual variation of meteorological factors in

Jeonbuk, 2001-2015.

Table 2. Spearman’s correlation coefficients between the annual numbers of scrub typhus cases and monthly

meteorological factors in Jeonbuk, 2001~2015

No. of cases
Mean temp.

(oC)

Maximum 

temp.(oC)

Minimum 

temp.(oC)

Rainfall

(mm)

Relative

humidity(%)

Solar 

radiation(hr)

Jan 0.253** 0.233* 0.229* -0.278** -0.372**  0.041

Feb 0.146 0.036 0.183 -0.114 -0.405** -0.128

Mar 0.303** 0.254** 0.248*  0.196* -0.384** -0.043

Apr 0.242* 0.163 0.217* -0.126 -0.303** -0.214*

May 0.612** 0.546** 0.309** -0.295** -0.489**  0.075

Jun 0.733** 0.659** 0.547** -0.210* -0.273** -0.099

Jul 0.463** 0.411** 0.440** -0.103 -0.200* -0.098

Aug 0.559** 0.509** 0.494**  0.043 -0.197*  0.031

Sep 0.325** 0.215* 0.275**  0.102 -0.168 -0.106

Oct 0.414** 0.382** 0.363**  0.042 -0.167  0.054

Nov 0.257** 0.154 0.260**  0.176 -0.197* -0.017

Dec 0.132 0.070 0.156  0.154 -0.063 -0.052

* p < 0.05, ** p < 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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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봄과 여름에 높은 관련성을 보여주었다. 강수량

의 경우 기온에 비해 상관관계의 정도가 낮았으며,

주로 음의 상관성을 보여주었다. 상대습도의 경우 강

수량보다 전반적으로 높은 상관관계를 나타내었으며,

강수량과 마찬가지로 음의 상관성을 보여주었다. 

Table 3은 전북지역에서 기후요소의 변화에 따른

쯔쯔가무시증의 연평균 환자발생에 대한 다중회귀분

석결과를 나타낸 것이다. 여기에서 쯔쯔가무시증의

연평균 환자발생정도를 가장 잘 설명하는 시기는 5

월로 기온에 따른 설명계수는 0.411이었으며, 상대

습도를 고려할 경우 0.462로 증가하였다. 6월의 경

우에도 기온에 따른 설명계수가 0.435이었는데, 이

것은 단일 기후요소를 고려할 때 가장 높은 설명력

을 보여주었다. 

IV. 고 찰 

본 연구는 시계열 변화에 따른 쯔쯔가무시증 발생

과 기후요소와의 상호 관련성이 있는지 그리고 상호

관련성이 있을 경우 쯔쯔가무시증 발생에 중요한 영

향을 미치는 기후요소를 입력변수로 하여 쯔쯔가무

시증의 발생정도를 예측하기 위해 시행되었다. 

전라북도에서 쯔쯔가무시증의 발생은 남성보다 여

성이 2배 높았으며, 연령별로는 50대 이상이 83.1%

수준으로 고령화가 될수록 증가추세를 보여주었다.

쯔쯔가무시증의 지역적인 발생분포는 발생수의 경우

전주, 익산, 정읍, 남원과 같이 인구가 많은 시지역

에서 높았으나, 인구 10만명당 발생률은 순창, 무주,

장수, 고창, 진안 순으로 농업에 종사하는 인구가 상

대적으로 많은 군지역에서 높게 나타났다. 국내에서

쯔쯔가무시증의 역학적 특성으로는 50세 이상 고연

령이고, 직업적으로는 농업인이면서 발생시 대부분

농작업 활동경력이 있으며, 지리적으로는 농촌지역

이 상대적으로 높은 것으로 알려져 있다(Korea Center

for Disease Control & Prevention, 2014). 따라서 전

북지역에서의 성별, 연령별 및 지리적 분포의 경우

Table 3. Regression model for the effects of monthly meteorological factors on the annual numbers of scrub typhus cases

in Jeonbuk, 2001~2015

Case Regression model R2 p-value

Jan

y = 466.9 – 5.8 RH

y = 521.0 - 6.1 RH + 5.7 T

y = 79.31 – 5.3 RH + 7.1 T – 0.6 R

0.205

0.296

0.345

0.000

0.000

0.000

Feb
y = 414.3 – 5.3 RH

y = 478.6 – 5.9 RH + 7.3 MinT

0.241

0.329

0.000

0.000

Mar

y = 315.9 – 4.0 RH

y = 380.0 – 5.0 RH + 12.9 MinT

y = 398.2 – 5.7 RH + 11.8 MinT + 0.4 R

0.162

0.327

0.377

0.000

0.000

0.000

Apr

y = -84.7 + 12.5 T

y = 15.4 + 13.5 T – 0.5 S

y = 76.8 + 15.0 T – 0.7 S – 0.4 R

y = 260.7 + 12.5 T – 0.8 S – 0.3 R – 2.3 RH

y = 387.6 + 24.8 T – 0.7 S – 0.4 R – 3.1 RH – 12.9 MaxT

0.114

0.198

0.325

0.375

0.408

0.000

0.000

0.000

0.000

0.000

May
y = -542.5 + 34.5 T

y = -275.0 + 28.2 T – 2.4 RH 

0.411

0.462

0.000

0.000

Jun y = -694.5 + 34.6 T 0.435 0.000

Jul
y = -417.5 + 19.2 T

y = -432.1 + 21.6 T – 0.3 S

0.208

0.254

0.000

0.000

Aug y = -398.7 + 18.2 T 0.250 0.000

Sep y = -206.6 + 12.8 T 0.115 0.000

Oct y = -126.5 + 13.1 T 0.178 0.000

Nov y = 44.8 + 6.1 MinT 0.103 0.001

Dec y = 77.1 + 4.4 MinT 0.043 0.0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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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구사회학적으로 국내 쯔쯔가무시증 발생의 역학적

특성과 잘 일치하는 것으로 보인다. 일반적으로 농

촌지역에서 50세 이상 고연령의 비율이 높은 것은

나이가 많을수록 면역력이 낮고 체력이 약해 농작업

중 풀밭에서 자주 쉬거나 질병에 대한 인식부족으로

예방조치가 미흡하여 털진드기에 대한 노출기회가

많아 쯔쯔가무시증에 쉽게 감염되기 때문으로 보고

있다. 또한 남성보다 여성에서 환자의 발생빈도가 높

은 것은 매개체인 털진드기와의 접촉기회가 많은 밭

농사 담당비율이 여성에서 높기 때문으로 보고 있다.

(Korea Center for Disease Control & Prevention,

2014). 

전북지역에서 쯔쯔가무시증의 연간 추이변화를 살

펴보면 발생수와 발생률 모두 뚜렷하게 증가하는 경

향을 보여주었다. 전북지역의 인구 10만명당 매년

약 3.5명씩 증가하였는데, 이것은 전국 평균 0.9명

증가에 비해 약 4배 높은 수준이었다. 환자발생수의

경우에도 조사기간 동안 전국 발생수의 약 13.3%를

점유함으로서 전북지역에서 쯔쯔가무시증의 경우 감

염병의 예방 및 관리측면에서 지역적으로 매우 중요

한 문제임을 시사한다고 하겠다. 일반적으로 쯔쯔가

무시증 환자발생은 지역별 차이를 보이는데 이것은

지역에 따라 털진드기 종류와 서식밀도, 농업관련 특

성, 쯔쯔가무시균의 균주의 종류 등이 다르기 때문

으로 알려져 있다. 전북지역의 경우 전국 평균보다

높은 것은 상대적으로 다른 지역에 비해 농경지 면

적이 넓고 농업인 구성비율이 높으며, 전반적으로 기

온이 온화하기 때문으로 보고 있다. 또한 고발생 지

역의 병원체 균주는 Boryong형이 그리고 매개체로

는 활순털진드기가 주로 분포하고 있는 것으로 보고

있다(Roh, 2012; Korea Center for Disease Control

& Prevention, 2014).

전북지역 내 시와 군 단위의 지역적 특성에 따른

환자발생의 추이변화를 살펴보면 연평균 환자발생수

의 경우 시와 군에서 각각 매년 6.8명과 2.7명씩 증

가하였으나, 인구 10만명을 기준으로 한 발생률의

경우 각각 4.1명과 6.9명씩 증가함으로서 상반된 경

향을 나타내었다. 여기에서 환자발생수와 발생률 모

두 증가하는 경향을 보이고 있으나 행정구역상 시와

군지역의 경우 차이를 보이는 것은 전체인구수와 농

업인구의 구성비, 토지이용 등이 다르기 때문으로 보

인다. 또한 시와 군에서의 인구 10만명당 발생률이

전북 평균 3.5명보다 모두 큰데, 이것은 발생률 산

출시 해당 시와 군의 인구를 고려하여 지역별 자료

를 구한 후 자료의 요약과정을 거치는 반면, 전북지

역의 경우 전체인구를 고려하여 바로 발생률을 구하

는 통계적인 산출과정의 차이에 기인한 것으로 보인

다. 이러한 이유로 일정한 인구수를 기준으로 한 발

생률의 경우 감염병 발생에 따른 지역적인 차이를

비교하는 측면에서는 매우 유용한 지표로 사용 가능

하나, 인구수를 고려하는 과정에서 자료 자체의 본

질적인 속성이 달라질 수 있어 감염병 발생에 따른

전체적인 추이변화를 해석하는 경우 발생수를 고려

하는 것이 보다 바람직하다고 하겠다. 결과적으로 발

생률의 경우 시지역에 비해 군지역에서 빠른 속도로

증가하고 있으나, 발생수의 경우 군지역에 비해 도

시지역에서 상대적으로 빠른 증가속도를 보이는 것

은 시지역이 군지역에 비해 감염이 이루어질 수 있

는 잠재적인 인구수가 크기 때문으로 볼 수 있다. 

전북지역 내 쯔쯔가무시증 환자발생의 월별 추이

변화를 살펴보면 조사기간 동안 연중 10월과 11월

에 주로 발생하고, 연간 추이변화에 따라 점차 증가

하는 경향을 나타내었다. 특히 11월의 경우 일부 기

간(2002년, 2003년, 2008년, 2014년)을 제외하고는

쯔쯔가무시증의 연평균 발생빈도에 가장 큰 영향을

주었다. 쯔쯔가무시증의 이러한 시계열별 발생특성

은 가을철 수확기에 주로 발생하고 있는 국내의 계

절적 역학특성을 그대로 반영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

다(Korea Center for Disease Control & Prevention,

2014). 

전북지역에서 쯔쯔가무시증 발생의 추이변화와 기

후요소의 상호 관련성을 파악하기 위해 2001년부터

2015년까지 기상자료 수집이 이루어진 군산, 남원,

부안, 임실, 장수, 전주, 정읍의 7개 지역에서의 기

온, 강수량, 습도, 일조시간 등의 기후요소에 대한

연도별 추이변화를 살펴보면 모두 뚜렷한 증감의 경

향성을 찾아보기 어려운 것으로 나타났다. 연평균 쯔

쯔가무시증 발생의 경우 전반적으로 매년 증가하는

경향을 보인 반면, 동일한 기간 동안 연평균 기후요

소의 경우 비교적 일정한 수준을 나타냄으로써 연평

균 기후요소를 통한 쯔쯔가무시증 발생을 직접적으

로 설명하기는 어려운 것으로 보인다. 이것은 쯔쯔

가무시증의 경우 대표적인 곤충매개질환으로서 진드

기나 설치류와 같은 매개체의 생활사로 인해 기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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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의 변화와 관련하여 그 발생특성에 있어 즉각적인

변화보다 시간적인 지연효과가 개입될 수 있기 때문

이다. 즉, 일정한 지역에서 기상요인이 달라질 경우

쯔쯔가무시증 환자의 발생 이전에 병원체의 서식증

가, 매개체의 부화시기 및 설치류의 생태변화 등이

먼저 일어날 수 있어 쯔쯔가무시증 고빈도 발생시점

에서의 기후요소는 쯔쯔가무시증의 발생특성을 적절

하게 반영하지 못하게 된다. 더욱이 기상자료 중 기

후요소의 추이변화에 사용된 연평균값의 경우 자료

의 요약과정에서 모든 계절별 속성이 포함됨으로써

진드기나 설치류와 같은 매개체의 생활사에 중요한

특정기간의 기상학적 특성이 반영되기 어렵게 된다.

따라서 기후요소의 변화가 쯔쯔가무시증 발생에 미

치는 영향을 분석하기 위해서는 매개체인 진드기와

설치류의 생존과 번식 등 생활사 등이 반영될 수 있

도록 시계별로 기후요소를 보다 세분화하여 분석할

필요가 있다(Kim and Jang, 2010). 

본 연구에서는 기후요소의 변화에 따른 시간적인

지연효과를 고려할 수 있도록 기상관측이 이루어진

7개 지역을 대상으로 2001년부터 2015년까지의 월

별 기후요소값과 쯔쯔가무시증 환자의 연평균 발생

자료에 대한 상관분석을 실시하였다. 또한 전북지역

에서의 쯔쯔가무시증 발생과 기후요소에 대한 상호

관련성을 정량화하고 기후요소의 추이변화에 따른

쯔쯔가무시증의 발생정도를 예측할 수 있도록 회귀

분석을 실시하였다. 상관분석결과 쯔쯔가무시증 연

평균 발생수는 기온, 일최고기온, 일최저기온과 모두

양의 상관성을 나타내었는데, 시계열적인 측면에서

볼 때 전반적으로 늦봄과 여름에 높은 관련성을 보

여주었다. 이것은 전북지역에서의 연평균 쯔쯔가무

시증의 발생정도가 늦봄과 여름의 기온관련 기후요

소와 밀접한 관련이 있는 것을 의미한다. 강수량은

기온에 비해 전반적으로 상호 관련성이 높지 않았지

만, 늦봄과 여름의 경우 쯔쯔가무시증의 연평균 발

생수와 역상관성을 나타내었다. 상대습도의 경우 강

수량보다 전반적으로 높은 상호 관련성이 있었으나,

강수량과 마찬가지로 쯔쯔가무시증의 연평균 환자발

생수와 역상관성을 나타내었다. 이러한 결과는 강수

량이 많을수록 그리고 습도가 높을수록 쯔쯔가무시

증의 연평균 환자발생이 감소함을 의미한다. 

쯔쯔가무시증 발생과 기후요소와의 상호 관련성에

관한 기존 연구결과를 살펴보면 쯔쯔가무시증 다발

생지역에서의 기후변화 잠재영향에 관한 연구(Park

et al., 2005)에서는 2001년 이후 법정전염병 감시체

계를 통해 신고된 쯔쯔가무시증 다발생 6개 시·도를

대상으로 발생율과 기후변화와의 상관성을 분석하였

다. 여기에서 쯔쯔가무시증의 발생률 변화는 기후조

건에 영향을 받는 것으로 보았으며, 최소한의 습도

가 유지되는 상태에서 해당년도 여름의 기온이 높아

지면 진드기 유충의 수가 증가하여 쯔쯔가무시증 발

생이 많아지는 것으로 추론하였다. 쯔쯔가무시증의

시·공간적 분포와 환경생태요인에 관한 연구(Kong

et al., 2007)에서는 전국적으로 연평균 기온이 상승

하고, 강수량이 감소하면서 쯔쯔가무시증 환자발생

이 증가한 것으로 보았으나, 사례조사지역인 경기도

화성시와 경남 합천군 등에서는 여름의 기온이 상승

하고 강수량이 많은 해에 환자가 증가한 것으로 보

고하였다. 국내 기후변화 관련 전염병의 기후요소와

의 관련성 및 취약성 분석에 관한 연구(Jang et al.,

2009)에서는 쯔쯔가무시증 발생이 강수량과 음의 상

관관계가 있다고 보고하였으나, 국내 기후변화 관련

감염병과 기상요인과의 상관성(Kim and Jang, 2010)

에서는 쯔쯔가무시증 환자의 발생률이 8월 기온과

6, 7월 습도 등 주로 여름의 기상요인들과 양의 상

관관계를 보여주었다. 중국 남부지역(Guangzhou)에

서 2006년에서 2012년까지의 자료를 대상으로 한

기후요소와 쯔쯔가무시증 발생위험에 관한 연구(Li

et al., 2014)에서는 기온과 강수량의 경우 쯔쯔가무

시증 발생과 양의 상관성을 보여주었다. 지금까지 이

루어진 쯔쯔가무시증의 발생과 기후요소의 관련성에

관한 기존 연구들을 정리해 보면 기후요소 중 여름

의 기온상승이 가을의 쯔쯔가무시증 환자발생에 중

요한 영향요인으로 확인되고 있으나, 기온상승에 따

른 환자발생의 정량적인 인과관계에 대한 규명은 미

흡한 실정이다. 더욱이 국내의 쯔쯔가무시증 환자의

발생과 여름 강수량의 경우 상반된 결과를 보이고

있어 쯔쯔가무시증의 발생정도에 대한 상호 관련성

을 일반화하기에는 어려움이 있는 것으로 사료되며,

향후 보다 세부적인 자료 분석이 필요하다고 하겠다.

본 연구에서 월별 기후요소에 따른 쯔쯔가무시증

의 연평균 발생수에 대한 회귀분석결과 설명계수는

5월과 6월에 각각 0.462와 0.435로 다른 시기에 비

해 높게 나타났다. 이것은 이들 시점에서의 기후요

소가 연평균 환자발생수를 가장 잘 설명하고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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을 의미한다. 즉, 5월의 경우 연평균 환자발생수에

대한 회귀식 모형에서 기온에 의한 설명력이 약

41.1%이었으며, 상대습도를 함께 고려할 경우 그

설명력은 46.2%로 증가하였다. 6월에는 기온에 의

한 설명력이 약 43.5%이었는데, 이것은 여러 가지

기후요소 중 단일변수를 고려할 때 가장 높은 설

명력을 나타낸다. 결과적으로 기후요소에 따른 회

귀식 모형으로부터 전북지역의 연중 5월이나 6월

의 월평균 기온이 1oC 상승하게 될 경우 이 지역

내 쯔쯔가무시증의 연평균 환자발생은 약 35명씩

증가하는 것으로 예측할 수 있다. 이러한 연구결과

는 쯔쯔가무시증의 발생빈도와 밀접한 관련이 있는

시계열적 기후요소를 파악하게 함으로써 환자발생

에 중요한 영향을 미치는 기후요소에 따른 환자의

발생정도를 사전에 예측할 수 있도록 하여 감염병

의 예방 및 관리측면에서 매우 중요한 정보를 제

공할 수 있도록 한다. 

본 연구의 제한점으로는 기후요소 이외에 환자발

생에 영향을 줄 수 있는 다른 요인들을 고려하지 못

한데다 환자발생자료의 경우 의료인들의 신고에 기

초하기 때문에 환자발생 전체를 반영한다고 보기는

어렵다는 것이다. 그러나 쯔쯔가무시증 환자발생에

대한 장기적인 추이변화를 해석하는 관점에서는 충

분히 개연성 있는 결과라 사료된다. 그럼에도 불구

하고 쯔쯔가무시증 환자발생은 기후요소 이외에 매

개체인 털진드기와 중간숙주인 들쥐 및 야생동물의

생태, 지역주민의 특성과 행태, 토지이용, 정부의 감

염병관리정책 등 다양한 요인들이 복합적으로 작용

할 수 있기 때문에 환자의 발생증가에 대한 설명력

개선을 위해서는 이를 고려한 보다 다각적인 관점에

서 연구가 필요하다고 하겠다. 또한 기후변화로 인

한 쯔쯔가무시증 발생의 지속적인 증가가 예상되고

있는 만큼 환자발생에 대한 제어 가능한 영향요인들

을 규명함으로써 궁극적으로 환자발생을 줄일 수 있

도록 접근성 및 효율성 관점에서 적절한 관리 및 예

방대책으로 수립하고 이를 강화할 필요가 있는 것으

로 사료된다. 

V. 결 론

전북지역에서 2001년부터 2015년까지 발생한 쯔

쯔가무시증 환자는 성별의 경우 남성보다 여성이 2

배 높았으며, 연령별로는 50대 이상이 83.1%를 점

유하였다. 또한 지리적 분포의 경우 농촌인구가 많

은 군지역이 도시지역보다 높은 발생률을 보여주었

다. 이러한 전북지역에서의 환자발생에 대한 성별,

연령별, 지리적 분포는 국내 쯔쯔가무시증의 일반적

인 역학적 특성과 일치하였다. 그러나 인구 10만명

당 연간 환자발생률의 경우 전북지역은 약 3.5명씩

증가하는 반면, 전국은 약 0.9명씩 증가함으로서 약

4배 차이가 있었다. 또한 환자발생수의 경우도 약

13.3%로 다른 시·도에 비해 가장 높은 점유율을 보

여주었다. 이것은 전북지역에서 쯔쯔가무시증의 경

우 보건학적인 관점에서 매우 중요한 감염병으로서

적절한 관리 및 예방대책 수립에 대한 중요성을 시

사한다. 

전북지역에서 쯔쯔가무시증의 연평균 환자발생수

는 조사기간 동안 뚜렷한 증가경향을 나타내었다. 시

기적으로는 주로 10월과 11월에 환자발생이 집중되

었으며, 이들 모두 전반적으로 증가하였다. 반면에

연평균 기온, 강수량, 습도, 일조시간 등의 기후요소

는 쯔쯔가무시증의 연평균 환자발생수와 달리 뚜렷

한 추이변화를 보이지 않았다. 이것은 연평균 기후

요소로 인한 쯔쯔가무시증의 연간 환자발생수의 추

이변화에 대한 해석이 용이하지 않음을 의미한다. 쯔

쯔가무시증의 경우 곤충매개질환으로서 기후변화로

인한 환자발생에 있어 즉각적인 변화보다 매개체인

털진드기의 생활사로 인한 시간적인 지연효과가 발

생할 수 있어 월별 기상자료와 쯔쯔가무시증의 발생

수에 상관분석이 이루어졌다. 그 결과 연평균 환자

발생의 증가는 전반적으로 늦봄과 여름의 기후요소

와 높은 관련성이 있었다. 특히 늦봄과 여름의 기온

증가는 다른 기후요소에 비해 쯔쯔가무시증의 발생

증가와 밀접한 관련이 있었으며, 강수량과 습도의 경

우 관련성은 높지 않지만 기온과 달리 역상관관계를

나타내었다. 시기적으로 5월과 6월의 기후요소를 사

용할 경우 쯔쯔가무시증의 연평균 발생수에 대한 회

귀식 모형의 설명력은 46.2%와 43.5%이었으며, 이

기간 동안의 월평균 기온이 1℃ 상승할 경우 전북

지역 내 쯔쯔가무시증 환자는 연간 38명씩 증가하

였다. 그러나 쯔쯔가무시증 환자발생에 대한 설명력

개선을 위해서는 보다 다각적인 연구가 필요하다고

하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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