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Abstract
Scrub typhus is a common zoonotic disease of rural Asia and Western Pacific islands. Scrub
typhus is an acute febrile illness characterized by fever, rash, and lymphadenopathy.
Cardiovascular complications of scrub typhus are not common and are usually not serious. Minor
electrocardiogram (ECG) abnormalities such as non specific ST segment, T-wave changes and
premature ventricular contractions have been reported in adults. The scrub typhus was presented
as a atrial flutter in a 54-year old man who was complaining of palpitation and dyspnea on
exertion. After the treatment of scrub typhus, atrial flutter was converted to normal sinus rhythm.
Therefore, we are to report a case of atrial flutter with scrub typhu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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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 론

쯔쯔가무시병은 Orentia tsutsugamushi에 감

염된 털진드기(mite)의 유충에 의해 감염되며, 주

로 아시아에서 호발하는 급성 발열성 질환이다. 쯔

쯔가무시병은 갑자기 시작되는 오한, 발열, 두통이

초기증상이며 이후 기침, 구토, 근육통, 복통 등이

동반되며 발진과 가피(eschar)가 형성되는 것이



특징이다[1]. 쯔쯔가무시병에 의한 심장침범은 흔

하지 않고, 대개 경미하다. 쯔쯔가무시병에 감염된

환자의 심전도소견은 대부분이 정상이고 일부에서

ST 분절/T wave, 비특이적인 변화가 동반되는 것

으로 알려져 있다[2-3]. 심방 조동을 동반한 쯔쯔

가무시병의 증례는 흔하지 않으며, 우리나라에는

아직까지 보고된 예가 없다.   

저자들은 54세 남자 쯔쯔가무시병 환자에서 발

생한 심방 조동 1례를 경험하 기에 문헌 고찰과

함께 보고하는 바이다.

증 례

54세 남자가 내원 4일 전 오한, 심장 두근거림,

호흡곤란이 발생하여 개인병원 방문 후 심전도 이

상소견으로 이송되었다. 과거력상 특이사항은 없었

고 지하수개발업을 하며 야산에서 일한 경력이 있

었다. 입원 당시 활력징후는 혈압 120/80 mmHg,

호흡수 분당 22회, 맥박은 분당148회, 체온 38.6

℃이었고 의식은 명료하 으나 급성 병색의 안면이

었다. 두경부진찰상 경부 림프절종대나 경정맥확

장, 안면부종 등은 없었고 심음 청진상 규칙적 심음

이 들렸고 심잡음은 관찰되지 않았다. 흉부 및 복부

진찰소견 역시 정상이었다. 피부 관찰소견상 오른

쪽 서혜부에 가피(eschar)을 발견할 수 있었고 전

신 발진 소견을 보 다(Fig. 1A, 1B). 

입원 당시 말초혈액검사에서 백혈구 3,660/mm3,

혈색소 16.8 gm/dL, 혈소판 81,000/mm3 이었고,

혈청전해질이나 신기능검사는 이상소견이 없었으

나, AST 85 U/L, ALT 55 U/L로 증가된 소견을

보 다 . 입원 당시 혈청 Anti-Orientia-

tsutsugamushi antibody는 음성이었으나 입원 6

일 후 재시행한 항체검사는 양성소견을 나타내었

다. 흉부 방사선검사상 약간의 심비대소견 이외 특

이 소견은 관찰되지 않았고, 복부 컴퓨터단층촬

은 중등도의 지방간 및 경한 비장비대 소견을 보

다. 내원 당일 심전도상 심박수 160회 심방 조동

소견을 나타내었으나(Fig. 2A), 경흉부심초음파검

사에서는 심방 및 심실 비대소견은 관찰되지 않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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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1A. The maculopapular rash on trunk. Fig. 1B. The eschar on Rt inguinal are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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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 혈전 등의 소견도 관찰되지 않았다. 

환자는 가을철에 발생한 고열, 피부발진, 가피

소견이 관찰되어 Anti-Orientia-tsutsugamushi

antibody은 음성이나 심전도상 심방 조동 소견은

쯔쯔가무시병에 의한 소견으로 진단하고 독시사이

클린을 투여하면서 경과관찰 중 심전도상 동성빈맥

소견 보이다가 발열 및 전신상태 호전됨에 따라 정

상 동율동으로 전환소견을 보 다(Fig. 2B). 입원

1주일 동안 독시사이클린 투여 후 증상이 호전되어

퇴원하 고 퇴원 1주일 후 외래 방문을 하 는데

특별한 증상없이 잘 지내고 있었다. 

고 찰

쯔쯔가무시(tsutsugamushi disease, scrub

typhus)병은 리켓치아 감염증의 하나로 병원체인

O. tsutsugamushi에 감염된 좀진드기 유충

(chigger)에 의해 사람에게 전파되고, 물린 부위에

가피(eschar)가 특징적으로 나타나며, 발열, 오한,

두통, 발진과 함께 주위의 임파선종창이 동반된다.

이 질환은 국내 및 일본 등 아시아 지역에서 널리

발생하며 임상적으로 저절로 호전되는 경우부터 치

명적인 경우까지 다양한 중증도를 보인다[1]. 심한

경우에는 호흡부전, 비가역성 쇼크, 신부전, 뇌막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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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2A. Electrocardiography showed atrial flutter. 

Fig. 2B. Electrocardiography showed NSR. 



을 일으킬 수 있다[4]. 심장침범은 흔하지 않고 대

개 중증이지 않다. 심근에 침범한 쯔쯔가무시병은

대개 임상적으로 뚜렷하지 않으나 몇몇 환자들에게

있어서는 심부전이나 심각한 부정맥으로 인해 사망

까지 유발할 수도 있다. 심근염[5], 1도 방실 차단

및 상대적 서맥[6], 심근경색은[7] 보고된 바 있으

나, 심방 조동이 동반된 경우는 아직까지 우리나라

문헌에는 보고된 바 없다. 심근 손상을 보여주는 심

전도의 변화는 낮은 전압, 둔하고 언덕이 있는 QRS

군, 심방세동 등이 있으며[8], 다양한 심전도의 이

상이 보고되고 있지만 쯔쯔가무시병에서 특이적으

로 보이는 이상은 아직 확립된 바 없다. Watt 등의

보고에 의하면 쯔쯔가무시병 환자의 심전도 소견은

76%에서는 정상, 24%에서는 경한 비특이적 변화,

10%에서는 ST 분절/T wave 변화, 7%에서는 U

wave, 4%에서는 조기 심실수축소견이 보인다고

한다[2]. 쯔쯔가무시병에 의한 심혈관계 합병증은

항생제 시대 이전에는 비교적 흔하게 관찰되었으나

최근에는 비교적 드물게 관찰되는데, 이는 주로 조

기에 치료가 이루어지기 때문이다. 심방 조동은 심

장의 심방에서 일어나는 비정상적인 심장의 박동으

로 대부분 고혈압, 관상동맥질환, 심근병증 등 심혈

관계 질환이 동반된 환자에서 흔히 발생하나, 건강

인에서도 자발적으로 발생하기도 한다[9]. 심방 조

동의 증상은 대개 빈맥, 흉통, 호흡곤란, 저혈압 등

이나 전혀 증상이 없는 경우도 있고, 초기에 정상

심박동으로 돌리지 못하면 뇌경색의 위험인자를 가

진 환자의 경우 뇌경색 발생 빈도가 정상인에 비해

증가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발생 기전은 Sayen

등의 연구에 따르면 쯔쯔가무시병으로 사망한 환자

의 부검 사례 중 약 50%에서 백혈구가 혈관주위

및 심근내침윤을 보 고, 이는 유두근의 purkinje

조직에서 경도의 염증반응을 일으키거나 심외막하

부의 출혈소견 등으로 나타났다[10]. 이러한 기전

으로 인하여 심장의 이차적인 변화를 유발하게 되

고 이것이 심방 조동을 일으키는 원인이라 생각된

다. 심방 조동의 치료는 크게 약제에 의해 정상 심

박동으로 돌리는 방법, 전기적 심율동전환요법, 전

극도자절제술이 있는데, 빠른 심실반응을 조절하는

데는 verapamil, digitalis 또는 propranolol의 정

주가 효과적으로 사용된다. 저자가 보고한 사례는

적절한 항생제를 사용하며 3일만에 정상 동율동으

로 전환되었으나 조기에 항생제치료 및 심혈관적

이상이 진단되지 않을 시에는 위에서 언급한 바와

같이 심각한 부정맥이나 뇌경색이 유발되어 사망에

이를 수 있었다. 따라서 유행지역에서 쯔쯔가무시

병 환자를 진료시 심방 조동이 동반될 수 있으므로

심전도 혹은 심근효소치의 이상에 대해서도 주의깊

게 관찰하여 심혈관계 합병증의 발생률 및 치명률

을 줄이는 것이 중요할 것으로 생각된다. 

요 약

쯔쯔가무시병은 급성 발진성 열성질환으로 다

양한 임상양상을 보일 수 있으나, 드물게 뇌수막염,

간염, 급성 신부전증 등 중증 감염이 동반되는 경우

도 있다. 쯔쯔가무시병 환자의 심전도 소견은 대개

정상으로 알려져 있으나, 일부에서 ST 분절/T

wave의 변화, 조기 심실수축 등이 동반되는 것으

로 알려져 있다. 국내에서 쯔쯔가무시병에 동반된

여러 합병증의 증례보고가 있었으나 심방 조동이

동반된 보고는 없었다. 이에 저자들은 쯔쯔가무시

병에 심방 조동이 동반된 1례를 경험하 기에 문헌

고찰과 함께 보고하는 바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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