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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With the global warming, the incidences of vector-borne diseases are increased along with inflow of

infectious diseases from overseas which have become significant social issues. Therefore, we designed

the study to examine the outbreaks of rodent-borne diseases and tick-borne diseases in Jeollabuk-do

and how these diseases are transmitted in wild.

We captured 150 wild rodents by using Sherman live trap in the first half(April to May) and

second half(September to October) in Jeonju, Namwon, Wanju, Muju, Imsil, Sunchang and Gochang,

cities of Jeollabuk-do. The captured wild rodents were grouped for each species and the weight,

length, tail length, fore-paw length, hind-paw length, and ear length were measured and then, they

were dissected to collect the blood and organs. For the wild rodents captured in the first half, their

blood, liver, spleen, kidney and colon were collected while the lung and brain were removed

additionally from the ones captured in the second half. Then, 10 types of pathogens(SFTSV,

Tick-borne encephalitis virus, Hantavirus spp., Anaplasma spp., Bartonella spp., Borrelia spp., Coxiella

spp., Ehrlichia spp., Leptospira spp., Rickettsia spp.) were subject to the molecular biological analysis.

Among 72 rodents and 78 rodents, captured in the first half and the second half, there were 137

Apodemus agrarius, of 91.3%, 6 Crocidur suaveolens, of 4.0%, 4 Apodemus peninsulae, of 2.7%, 1 Micromys

minutus, of 0.7%, 1 Myodes regulus, of 0.7%, and 1 Mus musculus, of 0.7%, showing that Apodemus

agrarius was a dominant species in all regions regardless of season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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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n the investigation of current status of rodent-borne diseases, for viral diseases, Hantavirus was

detected in two, of 1.3%, and for bacterial diseases, Bartonella spp. was shown in 71, of 47.3% and

the highest incidence rate, followed by Ehrlichia spp. shown in 37, of 24.7%, Borrelia spp. shown in

33, of 22.0%, Anaplasma spp. show in 13, of 8.7%, and Leptospira spp. shown in 4, of 2.7%.

In the examination of the collected blood and organs, it was shown that Hantavirus was detected

in the blood, liver, kidney, and lung in both cases, while Anaplasma spp. and Ehlichia spp. were

found mostly in the blood, spleen, and lung. Borrelia spp. was detected in the spleen, and Leptospira

spp. was usually detected in the kidney. Bartonella spp. was commonly detected in the every

examined organ, except the colon.

All the pathogen-detected specimens were subjected to the nucleotide sequencing and then analysed

by BLAST. As a result, Hantaanvirus was shown in all 2 specimens detected with Hantavirus while

out of 71 specimens detected with Bartonella spp., 36 were detected with Bartonella grahamii, 16 were

with Bartonella taylorii, 13 were with Bartonella phoceensis, 4 were with Bartonella rattimassiliensis, and 2

were with Bartonella elizabethae. In all 37 specimens detected with Ehrlichia spp., Cadidatus Neoehrlichia

mikurensis was shown, while Anaplasma phagocytophilum was shown in all 13 specimens detected with

Anaplasma spp. Of the 33 specimens detected with Borrelia spp., 25 specimens were shown to have

Borrelia afzelii and the remaining 8 specimens were shown to have Borrelia miyamotoi. For the last,

Leptospira interrogans was shown in all 4 specimens detected with Leptospira spp.

In this study, we will provide basic data of classification by species and vector-borne diseases which

are analyzed infection rate of pathogen and it would be used for prevention publicity to reduce

infection rates by using this data.

Key words : Rodents, Rodents-borne pathogen, SFTS, HFRS, Anaplasmosis, Ehrlichiosis,

Lyme borelliosis, Leptospirosis, Bartonellosis.

요약문

최근 온난화와 더불어 매개체 감염병의 국내발생이 증가하고 해외유입사례도 늘어나면서 질병들이 큰

사회적 문제로 대두되고 있다. 이에 따라 전라북도지역에 발생하는 설치류 매개감염병과 진드기가 매개

하는 감염병이 야생설치류에 어느 정도 감염되어 있는지, 또한 이런 감염병들이 야생에서 어떻게 전파되

고 있는지를 확인해보고자 본 연구를 진행하게 되었다.

전라북도지역인 전주, 남원, 완주, 무주, 임실, 순창, 고창지역에서 상반기(4-5월)와 하반기(9-10월)에

Sherman live trap을 이용하여 설치류 150마리를 채집하였다. 채집한 설치류는 종분류를 진행하고 몸무

게, 몸길이, 꼬리길이, 앞발길이, 뒷발길이, 귀길이를 측정한 후 해부하여 혈액 및 장기를 적출하였다. 상

반기에는 혈액, 간, 비장, 신장, 결장을 채취하였고, 하반기에는 여기에 폐와 뇌를 추가적으로 채취하여

분자생물학적 방법으로 10개 병원체(SFTSV, Tick-borne encephalitis virus, Hantavirus spp., Anaplasma

spp., Bartonella spp., Borrelia spp., Coxiella spp., Ehrlichia spp., Leptospira spp., Rickettsia spp.)를 분석하

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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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결과 상반기 72마리, 하반기 78마리의 설치류를 채집하였으며 종별분류결과 등줄쥐 137마리(91.3%),

땃쥐 6마리(4.0%), 흰넓적다리붉은쥐 4마리(2.7%), 멧밭쥐 1마리(0.7%), 비단털들쥐 1마리(0.7%), 생쥐 1마

리(0.7%)로 모든 지역에서 시기에 상관없이 등줄쥐가 우점종이었다. 설치류 병원체 감염실태 조사결과 바

이러스성 감염병은 Hantavirus가 2마리(1.3%)에서 검출되었고, 세균성 감염병은 Bartonella spp.가 71건

(47.3%)으로 가장 높은 양성률을 보였고 그 외에도 Ehrlichia spp. 37건(24.7%), Borrelia spp. 33건(22.0%),

Anaplasma spp. 13건(8.7%), Leptospira spp. 4건(2.7%)을 검출하였다.

채취한 혈액 및 적출한 장기별로 진행한 검사 결과 2건의 Hantavirus의 경우 혈액, 간, 신장, 폐에서 2건

모두 바이러스가 검출되었고, Anaplasma spp.와 Ehlichia spp.는 주로 혈액, 비장, 폐에서 높은 비율로 병

원체가 검출되었다. Borrelia spp.는 비장, 폐에서 Leptospira spp.는 신장에서 주로 병원체가 검출되었다.

Bartonella spp.는 결장을 제외한 모든 장기에서 높은 비율로 병원체를 검출할 수 있었다.

병원체가 검출된 검체는 모두 염기서열분석을 한 후 BLAST를 진행하였다. 그 결과 Hantavirus가 검출

된 2개의 검체는 모두 Hantaanvirus로 확인되었고, Bartonella spp.가 검출된 71개의 검체중 36개는

Bartonella grahamii로 16개는 Bartonella taylorii, 13개는 Bartonella phoceensis, 4개의 Bartonella

rattimassiliensis 2개의 Bartonella elizabethae로 확인되었다. Ehrlichia spp. 37건은 모두 Cadidatus Neoehrlichia

mikurensis로 13건의 Anaplasma spp.는 모두 Anaplasma phagocytophilum으로 확인되었다. 33건의 Borrelia

spp.중 25건이 Borrelia afzelii로 8건이 Borrelia miyamotoi로 확인되었다. 마지막으로 Leptospira spp. 4건은

모두 Leptospira interrogans로 확인하였다.

본 연구에서는 전북지역에서 채집된 설치류의 종별분류 및 병원체 감염률을 분석한 매개체질환의 기초

자료로 제공하고자 하며 이 자료를 예방 홍보 등에 활용함으로써 병원체 감염률을 낮추고자 한다.

주제어: 설치류, 병원체, SFTS, 신증후군출혈열, 아나플라스마증, 예르키아증, 라임병, 렙토스

피라증, 바토넬라증.

1. 서 론

최근 온난화 현상으로 인하여 우리나라도 기후변화가 진행되어 설치류 및 참진드기의 서식

환경의 변화와 함께 매개하는 질병의 발생양상의 변화도 예상되고 있다.1) 이런 매개체들이 전

파하는 질병들은 해외여행객과 국제교류 등의 증가로 인하여 국내유입의 가능성이 점차 높아

지고 있고, 최근 들어서는 등산, 캠핑 등 야외활동의 증가로 설치류와의 접촉가능성이 증가하

여 국민보건에 큰 위협을 주고 있다. 이에 따라 설치류가 매개하는 감염병이 전라북도 내에 얼

마나 감염되어 있는지를 확인하고, 또한 최근 문제되는 참진드기 매개질환이 야생에서 어떻게 

전파되며 야생설치류와의 관계를 확인하기 위하여 본 연구를 진행하게 되었다.

현재 한반도에 서식이 확인된 설치류 종은 2목 6과 30종으로 첨서목(Order Soricomorpha)도 

설치목(Order Rodentia)과 유연관계가 가까운 종으로 다양한 질병의 병원소로 작용하므로 이번 

연구사업에서는 큰 범위의 설치류에 포함하였다.2),3) 쥐의 생활사는 출산, 수유기, 이유기, 독립

기, 생식기를 거치며, 교미 후 22일 만에 출산하고 출산 후 2일 후에 교미가 가능하다. 출산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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때 개체수는 종마다 다르며 수명은 집쥐와 애급쥐가 약 2년, 생쥐는 약 1년이다.3)

설치류는 진드기와 함께 야생에서 생활하며 다양한 병원체를 보유하고 전파하므로 공중보건

학적 측면으로 문제가 되고 있다. 설치류가 매개하는 질병으로는 신증후군출혈열과 렙토스피라

증 등이 있고, 참진드기는 중증열성혈소판감소증후군(Severe fever with thrombocytopenia

syndrome, SFTS), 진드기매개뇌염(Tick-borne encephalitis, TBE), Anaplasma spp., Bartonella

spp., Borrelia spp., Coxiella spp., Ehrlichia spp. Rickettsia spp. 등의 다양한 병원체를 매개한다

고 알려져 있다.4),5),6),7),8),9),10)

신증후군출혈열(Hemorrhagic fever with renal syndrome, HFRS)은 Hantavirus spp.가 병원

체로 1976년 이 등에 의해 최초로 분리되었으며 이후 이 바이러스에 대한 연구가 세계적으로 

활발히 이루어져 왔다.11) 분류학적으로 부니아바이러스 과(Family Bunyaviridae)에 속하는 한타

바이러스 속 (Genus Hantavirus)은 생태학적 및 혈청학적으로 한탄바이러스(Hantaan virus), 서

울바이러스(Seoul virus), 푸말라바이러스(Puumala virus), 프로스펙트힐바이러스 (Prospect Hill

virus)가 대표적인 혈청형으로 알려져 있다12),13),14)15). 신증후군출혈열 환자는 고열과 출혈이 주

증상이며 바이러스혈청형에 따라 증상은 달라질 수 있는데 Hantaan virus와 Dobrava virus는 증

상이 심하며 그에 반하여 Seoul, Saaremaa, Puumala virus는 중등도가 덜 심한 편으로 알려져 

있다.16) 열성 질환으로 의심된 환자의 12 ~ 15%가 신증후군출혈열로 진단되며, 계절적으로는 

10월에서 12월에 67 ~ 72%가 발생하여 주로 가을철에 발생한다.17)

렙토스피라증은 나선균의 일종인 Leptospira interrogans(sensu lato)의 감염으로 발생되는 인수

공통감염병의 하나로 발병초기에 발열, 두통, 근육통, 허탈감 등의 증상을 보이는 급성질환이며 

심한 경우에는 내부장기출혈, 황달, 심부전 등의 증상이 유발되기도 한다.18) 전파는 Apodemus

agrarius 등의 야생설치류가 주로 매개하며 우리나라에서는 가을철 추수기 농촌에서 많이 발생

하여 1987년에서 제2종 법정전염병으로 지정된 바 있다.19) 국내에서는 1984년 처음으로 폐출혈

환자로부터 균을 분리동정 하였으며 이후 국내에 환자가 꾸준히 발생하고 있는 실정이다.20),21)

사망률이 높고 발생률이 점점 높아져서 문제가 되는 중증열성혈소판감소증후군(Severe fever

with thrombocytopenia syndrome, SFTS)은 기본적으로 진드기가 매개하는 질환으로 국내에 

서식하는 작은소피참진드기가 주요한 매개체로 보고되고 있다.22),23) 하지만 최근 보고에 따르면 

감염된 혈액에 의한 사람간 전파가 확인되었고 포유류에 대한 전파가능성이 제기되고 있기 때

문에 설치류에 대하여 검사를 진행하였다.24) SFTS의 주요 증상으로는 38℃ 이상의 발열과 소화

기 증상인 구토, 설사, 식욕부진 및 림프절 비대, 두통, 근육통, 자반증, 다발성 장기부전 등이 

나타나며, 잠복기는 약 1주에서 2주이다. 치료제는 지금까지 없고, 치사율은 12%에서 30%에 

달하는 것으로 보고된 바 있다.25) 중증열성혈소판감소증후군은 2009 ~ 2010년 중국 중동부지역

과 북부지역에서 원인불명의 고열과 혈소판감소 증상을 보이는 환자가 집단으로 발생하여 역

학조사 및 실험실검사를 통하여 2011년 참진드기의 교상에 의하여 발생되는 것으로 확인되었

다.26) 이후 일본에서는 2013년 첫 환자를 보고하였고, 우리나라에서도 2012년 8월 고열과 심한 

혈소판감소증을 보이고 사망한 환자에서 처음으로 바이러스를 검출을 보고하였다.27),28) 국내에

서 중증열성혈소판감소증후군은 2013년부터 제4군 법정감염병으로 지정되어 관리되고 있으며 

환자수는 2013년 36명, 2014년 55명, 2015년 79명, 2016년 165명, 2017년 272명, 2018년에는 259

명으로 점차 환자 발생이 증가하고 있어 지속적인 관심과 관리가 필요한 상황이다.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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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임병은 Borrelia균에 의해 유발되며, Ixodes속 참진드기와 야생 설치류사이에서 병원체가 지

속적으로 전파하면서 퍼지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29). 미국에서는 매년 수만명의 환자가 발생하

고 있는 매개체 감염의 가장 흔한 질병이며 증상으로는 진드기에 물린 부분 주변으로 유주성

홍반이 생기는 것이고 발열, 두통, 피로, 관절통 등과 함께 관절이 부어오를 수 있다.30),31) 국내

에서도 2012년 강원도에서 진드기에 물린 후 유주성홍반과 함께 발열 등의 증상을 보인 두 명

의 환자에게서 라임병 진단이 확인되었고 최근 환자발생이 급격히 늘어 관리가 필요한 질병이

다.32),33)

A. phagocytophilum과 E. chaffeensis은 사람 과립구성 아나플라즈마증(Human granulocytic

anaplasmosis, HGA)과 사람 단핵구성 예르키아증 (Human monocytic ehrlichiosis, HME)을 일

으킨다고 알려져 있다.34) HGA는 1994년 미국에서 처음 보고된 후 2009년에 중국, 2013년에 일

본에서 보고되었으며, 국내에서도 2013년에 아나플라스마증(Anaplasmosis) 환자가 강원도에서 

처음 발생 보고되었다.35),36),37) 2002년 전국 각 지역의 발병 원인이 알려지지 않은 발열성 질환 

환자의 혈청에서 간접형광항체(IFA) 검사와 Western blot 방법을 통해 E. chaffeensis와 A.

phagocytophilum에 대한 항체를 실시한 결과 각각 0.4%와 1.8%의 항체 양성율이 확인되었으며,

야생설치류에 대한 감염도 이미 보고된 바 있다.38),39) 아나플라즈마증은 감염된 진드기에 흡혈

된 후 7 ~ 10일 정도의 잠복기를 거쳐 39 ℃이상의 고열이 나타나는 급성열성질환이며, 주요 

임상증상은 오한, 근육통, 심한두통, 식욕결핍, 관절통, 오심, 건성기침 등으로 적절한 항생제 

치료를 받지 않은 일부 환자의 치사율은 1%이하로 낮지만, 패혈증 등의 심각한 합병증을 초래

할 수 있다.40)

최근 인수공통전염병으로 주목받고 있는 바토넬라증(Bartonellosis)는 세계적으로 고양이 긁

힘병(Cat-Scratch Disease)으로 가장 널리 알려져 있으며 B. henselae가 대표적인 원인균이다.41)

Bartonella spp.는 다양한 포유류 및 절지동물 등에 감염이 가능하며 사람에게 전파되면 국소적 

임파선비대증, 불명열, 전신 불쾌감 등에서부터 뇌염, 신경염, 심내막염 등 다양한 증상을 일으

킬 수 있는 질병이다.42,43) 1919년에 B. bacilliformis가 동정되었고, Bartonella에 의한 질병은 남아

메리카 지역에서만 존재하는 것으로 생각되어 왔었으나 이미 다양한 국가에서 보고 있

다.44),45),46) 국내에서는 2005년에 애완견을 키웠던 14세 남아에서 B. henselae를 간접면역형광법 

및 PCR로 확진한 사례가 있고, 야생설치류에 대해서 PCR을 통하여 13.7%의 양성률이 보고된 

바가 있다.47),48)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설치류매개질병의 유행에 대비하고 예방자료로 활용하기 위하여 전라

북도 전주, 남원, 완주, 무주, 임실, 순창, 고창지역에서 설치류의 종류 및 시기․장소별 분포특성에 

대하여 조사하고자 하다. 또한 채집된 설치류의 장기를 적출하고 Real-Time PCR(TaqMan

probe)와 PCR방법을 이용하여 SFTSV, Tick-borne encephalitis virus, Hantavirus spp., Anaplasma

spp., Bartonella spp., Borrelia spp., Coxiella spp., Ehrlichia spp., Leptospira spp., Rickettsia spp. 병원체 감

염률을 확인하기 위하여 본 연구를 수행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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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재료 및 방법

2.1. 설치류 채집

설치류 채집은 전주시 대성동(35°78'83.3"N 127°17'78.3"E), 남원시 보절면(35°53'22.6"N

127°43'40.9"E), 완주군 상관면(35°71'75.7"N 127°23'38.6"E), 무주군 부남면(35°93'03.0"N

127°56'13.6"E), 임실군 청웅면(35°57'99.9"N 127°18'24.9"E), 순창군 인계면(35°40'86.2"N

127°16’81.1"E), 고창군 심원면(35°49'95.3"N 126°55'82.1"E),에서 잡목 숲 및 초지 등을 선정한 

후 2018년 상반기(4 ~ 5월)와 하반기(9 ~ 10월) 2회에 걸쳐 Sherman live trap을 이용하여 설

치류를 포획하였다. 이때 미끼로는 치즈맛 과자와 땅콩맛 과자를 사용하였으며 쥐덫을 설치한 

후 다음날 수거하였다.

Fig. 1. Collecting sites of Rodents in Jeonbuk provin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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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 종 분류 및 장기적출

채집한 설치류는 바로 종분류를 하였으며 CO2로 마취시킨 후 성별을 확인하고 몸무게와 앞

발, 귀, 뒷발, 꼬리, 몸길이를 측정하여 기록하였다. 이후 해부하여 상반기에는 혈액, 간, 비장,

신장, 결장 5개의 장기를 적출하고, 하반기에는 혈액, 간, 비장, 신장, 결장, 폐, 뇌 7개의 장기

를 적출하였다.

2.3. 균질화 및 유전자 추출 

채취한 혈액은 2% EDTA 용액 500 와 혼합하였고 적출한 장기는 각각 3.2 mm

Stainless-steel bead가 들어있는 분쇄용 튜브에 멸균된 PBS(phosphate buffer saline) 500와 

함께 넣었다.

분쇄용 Tube는 Hard Tissue Griding MK28R (Bertin Technology, Bretonneux, France)를 사

용하였다. 분쇄기는 Precellys 24 tissue homogenizer (Bertin Technologies, Bretonneux,

France)를 이용하여 6,000 rpm으로 25초씩 3회 분쇄하여 시험액을 제조하였다. 바이러스 3종 

및 세균 7종 병원체를 검출하기 위해 균질화 된 시험용액을 DNeasy tissue kit 와 RNeasy

mini kit(Qiagen, Germany)를 제조업체가 제공 한 지침에 따라 DNA 및 RNA를 추출하였다.

2.4. Real time PCR 동정 

추출된 유전자 5 ㎕를 Real-time PCR kit(Postbio, Korea)에 각각 넣은 후 반응액이 완전히 

섞이도록 하였다. 대상 병원체별 Real-time PCR 진단 키트들은 POBGEN

Anaplasma/Ehrlichia/Tularemia Detection kit(Postbio, Korea), POBGEN Q Fever/Lyme

Detection kit(Postbio, Korea), POBGEN Rickettsia/Bartonella Detectection kit(Postbio, Korea),

SFTS/Tickborne encephalitis Virus Detection kit(Postbio, Korea), POBGEN

Lepto/O,tsutsugamushi Detectection kit(Postbio, Korea)이었다. 유전자 증폭을 위해 Real-time

PCR 기기인 CFX96 Real-time SYSTEM(Bio rad, USA)를 이용하여 바이러스의 경우 50 ℃에서 

30분 동안 cDNA 합성 한 후 , 95 ℃ 10분 RNA를 변성시키고, 세균의 경우 유전자 증폭을 위

해 50 ℃에서 2분, 95 ℃10분 DNA를 변성시킨다. 그 후 각각 95 ℃ 15초, 60 ℃ 1분을 40회 

반응시킨 후, Ct 값과 Curve를 확인하였다.

2.5. Nested PCR 및 반응 조건 

2.5.1. SFTS 검출

SFTS의 검출을 위하여 Table 1과 같이  MF3, MR2를 사용하여 1-step reverse transcription

PCR(RT-PCR)을 수행하였다. 즉 2X 1-step RT-PCR Pre-Mix 10 ㎕, Primer Forward (10 pmol/

㎕) 1 ㎕, Primer Reverse (10 pmol/㎕) 1 ㎕, Template DNA 8 ㎕, Final volume 20 ㎕로 

PCR 반응액을 제조하였다. RT-PCR 조건은 50 ℃(30 min)에서 Reverse transcription과정과 95

℃ (10 min)에서 Predenaturation과정을 진행한 후, Amplification을 35 cycle (95 ℃/30 sec, 59

℃/60 sec, 72 ℃/2 min)하고, 72 ℃ (5 min)에서 Final extention을 수행하였다. PCR에서 생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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된 산물을 1.2% Agarose gel에 100 V로 전기영동 하였으며 반응의 결과 만들어진 산물의 크기

는 560 bp 이었다.

2.5.2. Hantavirus 검출

Hantavirus의 검출을 위하여 Table 1과 같이 P14를 이용하여 Reverse transcription(RT)과정

을 수행하였다. 즉, 동결 건조된 RT Pre-Mix 에 RT primer (10 pmol/㎕) 1 ㎕, DW 9 ㎕,

Template RNA 10 ㎕을 넣어 Final volume을 20 ㎕로 한 뒤 42 ℃(60 min)과 75 ℃(15 min)

으로 Reverse transcription을 하였다. PCR은 RT를 진행한 Product 2 ㎕, Primer MGP1(10

pmol/㎕) 1 ㎕, MGP2(10 pmol/㎕) 1 ㎕를 2X PCR Pre-Mix에 섞고 DW를 추가하여 Final

volume을 20 ㎕로 반응액를 제조하였으며, 95 ℃(10 min)에서 Predenaturation하고,

Amplification을 35 cycle (95 ℃/60 sec, 55 ℃/60 sec, 72 ℃/45 sec)한 후, 72 ℃(5 min)에서 

PCR을 수행하였다. PCR에서 생성된 산물을 1.2% Agarose gel에 100 V로 전기영동 하였으며  

반응의 결과 만들어진 산물의 크기는 445 bp 이었다.

2.5.3. Anaplasma 및 Ehrlichia 검출

Anaplasma와 Ehrlichia종의 검출을 위하여 Table 1과 같이  Primer AE1-R, AE1-F을 사용하여 

PCR을 수행하였다. 즉 2X PCR Pre-Mix 10 ㎕, Primer Forward (10 pmol/㎕) 1 ㎕, Primer

Reverse (10 pmol/㎕) 1 ㎕, Template DNA 8 ㎕, Final volume 20 ㎕로 PCR 반응액을 제조

하였다. PCR 조건은 95 ℃ (10 min)에서 Predenaturation하고, Amplification을 35 cycle (95 ℃

/30 sec, 59 ℃/60 sec, 72 ℃/2 min)한 후, 72 ℃ (5 min)에서 Final extension 을 하였다.

Anaplasma검출을 위한 2차 증폭은 1차 증폭산물 1 ㎕, primer AP-F(10 pmol/㎕) 1 ㎕,

AP-R(10 pmol/㎕) 1 ㎕를 2X PCR Pre-Mix에 섞고 DW를 추가하여 Final volume을 20 ㎕로 

반응액을 제조하였으며, 95 ℃ (10 min)에서 Predenaturation하고, Amplification을 35 cycle (95

℃/30 sec, 56 ℃/30 sec, 72 ℃/45 sec)한 후, 72 ℃ (5 min)에서 PCR을 수행하였다. Ehrlichia

종의 검출을 위한 2차 증폭은  1차 증폭산물 1 ㎕, primer EC-F(10 pmol/㎕) 1 ㎕, EC-R(10

pmol/㎕) 1 ㎕를  2X PCR Pre-Mix에 섞고 DW를 추가하여 Final volume을 20 ㎕로 반응액를 

제조하였으며, PCR 조건은 Anaplasma종과 동일하게 수행하였다. PCR에서 생성된 산물을 1.2%

Agarose gel에 100 V로 전기영동 하였으며 반응의 결과 만들어진 산물의 크기는 1차는 1,406

bp였으며, 2차는 Anaplasma가 926 bp, Ehrlichia종은 390 bp 이었다.

2.5.4. Borrelia 검출

Borrelia의 16S rRNA 유전자 검출을 위하여 Table 1과 같이 Primer B1, B2을 사용하여 PCR

을 수행하였다. 즉 2X PCR Pre-Mix 10 ㎕, Primer Forward (10 pmol/㎕) 1 ㎕, Primer

Reverse (10 pmol/㎕) 1 ㎕, Template DNA 8 ㎕, Final volume 20 ㎕로 PCR 반응액을 제조

하였다. PCR 조건은 95 ℃ (10 min)에서 Predenaturation하고, Amplification을 35 cycle (95 ℃

/30 sec, 52 ℃/30 sec, 72 ℃/45 sec)한 후, 72 ℃ (5 min)에서 Final extension을 하였다. PCR

에서 생성된 산물을 1.2% Agarose gel에 100 V로 전기영동 하였으며  반응의 결과 만들어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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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물의 크기는 465 bp 이었다.

2.5.5. Bartonella 검출

Bartonella의 gltA 유전자 검출을 위하여 Table 1과 같이 Primer gltA-F 1st, gltA-R 1st사용하

여 PCR을 수행하였다. 즉 2X PCR Pre-Mix 10 ㎕, Primer Forward (10 pmol/㎕) 1 ㎕,

Primer Reverse (10 pmol/㎕) 1 ㎕, Template DNA 8 ㎕, Final volume 20 ㎕로 PCR 반응액

을 제조하였다. PCR 조건은 95 ℃(10 min)에서 Predenaturation하고, Amplification을 30 cycle

(95 ℃/30 sec, 52 ℃/30 sec, 72 ℃/60 sec)한 후, 72 ℃(5 min)에서 Final extension을 하였다.

2차 증폭은 1차 증폭산물 1 ㎕, Primer BhCS781(10 pmol/㎕) 1 ㎕, BhCS1137(10 pmol/㎕) 1

㎕를  2X PCR Pre-Mix에 섞고 DW를 추가하여 Final volume을 20 ㎕로 20 ㎕로 반응액를 제

조하였으며, 95 ℃(10 min)에서 Predenaturation하고, Amplification을 35 cycle(95 ℃/30 sec,

51 ℃/30 sec, 72 ℃/45 sec)한 후, 72 ℃(5 min)에서 PCR을 수행하였다. PCR에서 생성된 산

물을 1.2% Agarose gel에 100 V로 전기영동 하였으며  반응의 결과 만들어진 산물의 크기는 1

차는 466 bp였고 2차는 379 bp이었다.

2.5.6. Leptospira 검출

Leptospira의 secY 유전자 검출을 위하여 Table 1과 같이 Primer G1, G2을 사용하여 PCR을 

수행하였다. 즉 2X PCR Pre-Mix 10 ㎕, Primer Forward (10 pmol/㎕) 1 ㎕, Primer Reverse

(10 pmol/㎕) 1 ㎕, Template DNA 8 ㎕, Final volume 20 ㎕로 PCR 반응액을 제조하였다.

PCR 조건은 95 ℃(10 min)에서 Predenaturation하고, Amplification을 30 cycle (95 ℃/30 sec,

50 ℃/30 sec, 72 ℃/60 sec)한 후, 72 ℃(5 min)에서 Final extension을 하였다. PCR에서 생성

된 산물을 1.2% Agarose gel에 100 V로 전기영동 하였으며 반응의 결과 만들어진 산물의 크기

는 285 bp 이었다.

Table 1. Oligonucleotide primers for the detection of pathogens.

Target species Primer Nucleotide sequence(5‘-3‘)
Tartet gene

(product
size)

Reference

SFTS
MF3 GATGAGATGGTCCATGCTGATTCT M segment

(560bp)
Yoon et al.

(2014)MR2 CTCATGGGGTGGAATGTCCTCAC

Hantavirus spp.

P14 TAGTAGTAGACTCC
Hanta

(445bp)
Li et al.

(2007)

MGP1 AAAGTAGGTGITAYATCYTIACAATGTGG

MGP2 GTACAICCTGTRCCIACCCC

SP1 GTGGACTCTTCTTCTCATTATT
Seoul

(360bp)SP2 TGGGCAATCTGGGGGGTTGCAT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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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6. 염기서열 분석

2.6.1. PCR 산물의 DNA 정제

PCR 산물은 QIAquick PCR purification kit(Qiagen, Germany)으로 정제되었다. PCR 반응산

물에 5배의 PB 완충용액을 첨가하고 잘 혼합한 후, 혼합물을 Binding column tube에 옮기고  

14,000 rpm에서 1분간 원심분리한 후 Binding column tube를 통과한 여과액은 제거하고, 750

㎕의 PE 완충용액을 Binding column tube에 넣은 후 다시 14,000 rpm에서 1분간 원심분리 하

였고, Binding column tube을 통과한 여과액은 제거하였다. 14,000 rpm에서 3분간 더 원심분

리한 후 25 ㎕의 elution buffer를 첨가하여 10분간 상온에 방치 후 14,000 rpm에서 2분간 원

심분리하여 정제된 DNA를 회수하였다. 회수하여 정제된 DNA는 1% agarose gel에서 전기영

동 후 SYBR safe로 염색하여 분획을 확인하였다.

2.6.2. 젤에서의 DNA 추출

SYBR safe로 확인된 DNA 산물 중 원하지 않는 산물은 QIAquick PCR purification kit

(Qiagen, Germany)을 사용하여 제거되었다. Agarose gel에서 가능한 작게 원하는 DNA 분획

을 잘라, 1.5 mL micro-centrifuge tube로 옮긴 후 Agarose gel 부피의 5배에 해당하는 QG 완

충용액을 첨가하여 50 ℃에서 10분간 방치하여 Agarose gel이 완전히 용해될 때까지 기다렸다

가 젤이 완전히 용해된 후 혼합물이 노란색을 띠게 되면 혼합물을 Binding column tube로 옮

겨 25 ℃, 14,000 rpm에서 1분간 원심분리하였다. Binding column tube를 통과한 여과액은 제

거하고, 750 ㎕의 PE 완충용액을 Binding column tube에 첨가한 후 25 ℃, 14,000 rpm에서 1

HP1 GAATCGATACTGTGGGCTGCAAGTGC Hantaan
(418bp)HP2 GGATTAGAACCCCAGCTCGTCTC

Anaplasma spp.,
Ehrlichia spp.

AE1-F 1st AAGCTTAACACATGCAAGTCGAA 16S r RNA
(1406bp)

Oh et al.
(2009)AE1-R 1st AGTCACTGACCCAACCTTAAATG

Borrelia spp.
B1 TAGATGAGTCTGCGTCTTATTA 16S r RNA

(465bp)
Noda et al.

(2013)B2 CTTACACCAGGAATTCTAACTT

Bartonella spp.

gltA-F 1st TCAGGTGCTAATCCATTTGCA
gltA

(466bp) Chaloner et
al.

(2011)

gltA-R 1st ATTTCTTTCCATTGCGCAAC

BhCS781 GGGGACCAGCTCATGGTGG gltA
(360bp)BhCS1137 AATGCAAAAAGAACAGTAAACA

Leptospira spp.
G1 CTGAATCGCTGTATAAAAGT SecY

(285bp)
Vinetz et al.

(1996)G2 GGAAAACAAATGGTCGGAA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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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간 원심분리 하여 여과액을 제거하였고 다시 25 ℃, 14,000 rpm에서 3분간 원심분리하였다.

25 ㎕의 elution 완충용액을 Binding column tube에 첨가한 후 상온에서 10분간 방치 후 25

℃, 14,000 rpm에서 2분간 원심분리하여 원하는 DNA를 회수하였다. 회수한 DNA는 1%

agarose gel에서 전기영동 후 SYBR safe로 염색하여 분획을 확인하였다.

2.7. 염기서열 결정

DNA 추출과정과 DNA 정제과정을 통하여 회수된 DNA를 주형으로 하여 1 p㏖의 Sense

primer와 Antisense primer를 각각 염기서열 결정에 이용하였다. ABI PRISM Dye terminator

(Perkin-Elmer Applied Biosystem, USA)를 사용하여 96 ℃에서 10초, 50 ℃에서 5초, 60 ℃에

서 4분간 25회 반복하여 염기서열 결정반응을 하였다. 반응 후 반응산물을 3 M sodium

acetate (pH 5.8)와 Ethanol로 침전시킨 후 ABI 3700 Genetic Analyser(Applied Biosystem,

USA)을 이용하여 염기서열을 결정하였다.

2.8. 염기서열 분석

National Center for Biotechnology Information(NCBI; http://www.ncbi.nlm.nih.gov)에서 제

공하는 BLAST(Basic Local Alignment Search Tool)를 이용하여 가장 가까운 원형주를 분석하

였다. 염기서열을 정렬하고 MEGA6.0 프로그램을 이용하여 계통수분석을 실시하였다.

3. 결과 

3.1. 설치류의 지리적 및 계절적 분포현황

2018년 상반기와 하반기에 전라북도 7개 지역에서 설치류 총 150마리를 채집하였는데 그중 

등줄쥐가 137마리(91.3%)로 대부분을 차지하였고, 땃쥐가 6마리(4.0%), 흰넓적다리붉은쥐 4마리

(2.6%) 그리고 멧밭쥐, 비단털들쥐, 생쥐가 각각 1마리(0.7%)씩 채집되었다.

지역별로 살펴보면 전주지역에서 채집된 22마리 모두 등줄쥐였고, 남원지역은 등줄쥐 13마

리, 흰넓적다리붉은쥐 1마리, 생쥐 1마리가 채집되었다. 완주지역은 등줄쥐 15마리, 땃쥐 3마리,

멧밭쥐 1마리가 채집되었고 무주지역은 등줄쥐 18마리, 땃쥐 2마리, 흰넓적다리붉은쥐 1마리가 

채집되었다. 임실지역에서는 등줄쥐 26마리와 1마리의 흰넓적다리붉은쥐, 순창지역은 등줄쥐만 

24마리가 채집되었다. 고창지역은 등줄쥐 19마리와 땃쥐, 흰넓적다리붉은쥐, 비단털들쥐가 각각 

1마리씩 채집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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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2. Numbers of rodents collected from seven region by species classification in

2018(first half and second half).

Collection
region

Species

TotalApodemus
agrarius

Crocidura
suaveolens

Apodemus
peninsulae

Micromys
minutus

Myodes
regulus

Mus
musculus

Jeonju
(1st, 2nd)

22
(9, 13)

- - - - -
22

(9, 13)

Namwon
(1st, 2nd)

13
(6, 7)

-
1

(1, 0)
- -

1
(0, 1)

15
(7, 8)

Wanju
(1st, 2nd)

15
(11, 4)

3
(0, 3)

-
1

(1, 0)
- -

19
(12, 7)

Muju
(1st, 2nd)

18
(8, 10)

2
(0, 2)

1
(1, 0)

- - -
21

(9, 12)

Imsil
(1st, 2nd)

26
(16, 10)

-
1

(0, 1)
- - -

27
(16, 11)

Sunchang
(1st, 2nd)

24
(10, 14)

- - - - -
24

(10, 14)

Gochang
(1st, 2nd)

19
(8, 11)

1
(0, 1)

1
(0, 1)

-
1

(1, 0)
-

22
(9, 13)

Total
(1st, 2nd)

137
(68, 69)

6
(0, 6)

4
(2, 2)

1
(1, 0)

1
(1, 0)

1
(0, 1)

150
(72, 78)

3.2. 설치류의 성별 및 길이측정결과

채집된 설치류의 성별을 분류한 결과 수컷이 84마리, 암컷 66마리로 수컷이 약간 더 많은 수

가 채집되었으나 통계학적 의미는 없었다.

몸무게와 앞발, 귀, 뒷발, 꼬리, 몸길이를 측정한 결과 Table 3과 같았다. 몸길이와 꼬리길이

의 비율을 분석하여 보았을 때 등줄쥐를 제외한 다른 종의 개체수가 적어 통계학적으로 분석

할 수 없었지만, 흰넓적다리붉은쥐의 꼬리길이 비율이 가장 긴 것으로 추정되고 다음으로 멧밭

쥐, 등줄쥐, 생쥐가 거의 같은 비율이였다. 땃쥐는 등줄쥐보다 꼬리길이가 짧았고 몸길이가 성

장함에 따라 길어지는 꼬리길이의 비율도 등줄쥐보다 낮았다. 마지막으로 비단털들쥐는 매우 

짧은 꼬리를 가지고 있는 것을 확인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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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3. Morphometric analysis of rodents by species(mean+-SD).

(Unit : weight - g, length – mm, ratio - %)

Physical

measurement

Species

Apodemus

agrarius

Crocidura

suaveolens

Apodemus

peninsulae

Micromys

minutus

Myodes

regulus

Mus

musculus

Body weight 31.44 ± 12.58 7.65 ± 3.95 44.46 ± 10.70 7.39 35.18 21.71

Body length 10.82 ± 2.23 7.43 ± 1.40 14.75 ± 4.77 6.4 11.1 9.8

Tail length† 8.23 ± 1.28 4.18 ± 0.35 10.95 ± 0.64 6.1 3.8 6.8

Fore paw

length
1.01 ± 0.10 0.78 ± 0.19 1.1 ± 0.00 0.7 0.9 1.1

Hind paw

length
2.10 ± 0.18 1.20 ± 0.28 2.25 ± 0.10 1.5 1.9 2

Ear length 1.38 ± 0.16 0.90 ± 0.15 1.55 ± 0.13 1 1.2 1.4

Body length

/

Tail length ratio†

128.4 ± 10.5 176.8 ± 22.7 97.2 ± 1.5 100.0 292.1 144.1

†: Exclude rodents with cutted tai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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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2. Scatter plot of body length–tail length ratio by rodents species without cutted tail.

3.3. 병원체 검사결과

3.3.1. 지역별 병원체 감염 현황

야생 설치류에서의 병원체 감염실태 현황을 살펴보면 150마리의 설치류 중에서 SFTS바이러

스와 진드기매개뇌염바이러스는 검출되지 않았으며, 신증후군출혈열바이러스는 2(1.3%)마리에

서 검출되었다. Bartonella spp.가 71(47.3%)마리로 가장 많이 검출되었고, Ehrlichia spp.

37(24.7%)마리, Borrelia spp. 33(22.0%)마리, Anaplasma spp. 13(8.7%)마리, Leptospira spp.가 

4(2.7%)마리 검출되었다.

종별로 병원체 양성률의 차이는 찾을 수 없었고, 지역별로 살펴봤을 때 남원지역의 

Bartonella spp. 양성률이 다른 지역에 비해 낮아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하지만 다른 병

원체에 대해서는 양성수가 적어 분석을 하지 못하거나 지역별 차이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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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4. Number of infected rodents for pathogen by collection region in 2018(first half and

second half).

Pathogens
Collection region

Total
Jeonju Namwon Wanju Muju Imsil Sunchang Gochang

No. of tested rodents
(1st, 2nd)

22
(9, 13)

15
(7, 8)

19
(12, 7)

21
(9, 12)

27
(16, 11)

24
(10, 14)

22
(9, 13)

150
(72, 78)

。

 

SFTS
(1st, 2nd)

- - - - - - - -

TBE
(1st, 2nd)

- - - - - - - -

Hantavirus spp.
(1st, 2nd)

- - - - -
2

(0, 2)
-

2
(0, 2)

Anaplasma spp.
(1st, 2nd)

3
(2, 1)

1
(1, 0)

1
(1, 0)

2
(1, 1)

1
(1, 0)

3
(1, 2)

2
(0, 2)

13
(7, 6)

Bartonella spp.*
(1st, 2nd)

12
(6, 6)

3
(1, 2)

11
(8, 3)

8
(3, 5)

17
(12, 5)

13
(8, 5)

7
(4, 3)

71
(42, 29)

Borrelia spp.
(1st, 2nd)

4
(0, 4)

4
(2, 2)

3
(1, 2)

6
(2, 4)

6
(0, 6)

5
(5, 0)

5
(1, 4)

33
(11, 22)

Coxiella spp.
(1st, 2nd)

- - - - - - - -

Ehrlichia spp.
(1st, 2nd)

2
(1, 3)

4
(2, 2)

7
(4, 3)

6
(4, 2)

10
(3, 7)

3
(2, 1)

3
(2, 1)

37
(18, 19)

Leptospira spp.
(1st, 2nd)

- - - - -
4

(1, 3)
-

4
(1, 3)

Rickettsia spp.
(1st, 2nd)

- - - - - - - -

* : Significant difference by collection region(Chi-squar test, p=0.041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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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0%

15.0%

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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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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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0

70

80

Hantavirus Anaplasma Ehrlichia Borrelia Bartonella Leptospir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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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3. Number of infected rodents by pathogens, Jeonbuk province, 20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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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3.2. 병원체와 장기간 상호관계 조사

상반기에는 혈액, 간, 비장, 신장, 결장을 채취하였고, 하반기에 채집한 설치류에서는 폐, 뇌

를 추가적으로 채취하여 병원체를 검사하였다. 검사결과 Hantavirus spp.는 검출된 2건 모두 혈

액, 신장, 간, 폐에서 검출되었고 Borrelia spp.는 비장과 폐에서 높은 비율로 검출되었다.

Anaplasma spp.와 Ehrlichia spp.는 혈액, 비장, 폐에서 높은 검출률을 보였다. Bartonella spp.는 

결장을 제외한 모든 장기에서 검출률이 높았으며 Leptospira spp.는 4건 모두 신장에서 검출되

었다.

Table 5. Number of detected pathogens from infected rodents’s organs by pathogens.

Pathogens
No. of collected organs
from infected rodents

(Collected Brain, Lung)

No. of infected organs(%)

Blood Brain Colon Kidney Liver Lung Spleen

SFTS - - - - - - - -

TBE - - - - - - - -

Hantavirus spp. 2
(2)

2
(100.0%) - - 2

(100.0%)
2

(100.0%)
2

(100.0%) -

Anaplasma spp. 13
(6)

13
(100.0%) - - 1

(7.7%)
3

(23.1%)
5

(83.3%)
10

(76.9%)

Bartonella spp. 71
(29)

66
(93.0%)

27
(93.1%)

20
(28.2%)

57
(80.3%)

43
(60.6%)

28
(96.6%)

65
(91.5%)

Borrelia spp. 33
(22)

7
(21.2%)

1
(4.5%)

5
(15.2%)

8
(24.2%)

2
(6.1%)

18
(81.8%)

24
(72.7%)

Coxiella spp. - - - - - - - -

Ehrlichia spp. 37
(19)

26
(70.3%)

1
(5.3%) - 1

(2.7%)
7

(18.9%)
12

(63.2%)
31

(83.8%)

Leptospira spp. 4
(3) - 1

(25.0%) - 4
(100.0%) - - -

Rickettsia spp. - - - -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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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4. The ratio of infected organs per infected rodents by each pathogen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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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4. 유전자 염기서열 및 Phylogenetic 분석 

3.4.1. 신증후군출혈열바이러스 염기서열 분석

신증후군출혈열바이러스는 순창에서 채집된 등줄쥐에서만 2건이 검출되었는데 이 바이러스

의 염기서열 분석을 진행한 뒤 Genbank에 등록된 13개의 참조균주와 상동성을 비교분석하였

다. Phylogenetic analysis를 진행한 결과 순창에서 분리된 두건은 유전적으로 일치하였으며 

KT885048(Hantaan virus)와 상동성이 가장 높아 Hantaan virus로 확인되었다.

 2018-2-S-7

 2018-2-S-14

 Hantaan virus(KT885048)

 Hantaan virus(NC_005219)

 Soochong virus(AY675353)

 Seoul virus(NC_005237)

 Dobrava virus(NC_005234)

 Cao Bang virus(EF543526)

 Sin Nombre virus(NC_005215)

 Prospect Hill virus(X55129)

 Tula virus(NC_005228)

 Puumala virus(NC_005223)

 Asama virus(EU929073)

 Thottapalayam virus(EU001329)

 Imjin virus(EF641798)

0.5

Fig. 5. Phylogenetic tree of HFRS virus based on 445bp Hantavirus gene sequence.

3.4.2. Anaplasma spp., Ehrlichia spp. 염기서열 분석

Anaplasma spp.로 확인된 검체 13개와 Ehrlichia spp.로 확인된 검체 37개를 염기서열 분석을 

진행한 뒤 Genbank에 등록된 21개의 참조균주와 상동성을 비교분석하였다. Anaplasma spp.로 

확인된 검체 13건 사이의 염기서열 상동성은 99.8%-100.0%였고 JN990105(Anaplasma

phagocytophilum)와 가장 높은 상동성을 보여 Anaplasma phagocytophilum으로 확인되었다.

Ehrlichia spp. 37건을 염기서열 분석해본 결과 모두 Candidatus Neoehrlichia mikurensis로 확인되

었다. Ehrlichia spp. 확인된 검체들 간의 염기서열 상동성은 98.0%-100.0%였으며 

AB084582(Candidatus Neoehrlichia mikurensis)와 가장 높은 상동성을 보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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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7 Samples(Jeonju 4, Namwon 4, Wanju 7, Muju 6, Imsil 10, Sunchang 3, Gochang 3)

 Candidatus Neoehrlichia mikurensis(AB084582)

 Candidatus Neoehrlichia lotoris(EF633744)

 Ehrlichia ruminantium(AF069758)

 Ehrlichia muris(GU358691)

 Ehrlichia ewingii(U96436)

 Ehrlichia canis(GU810149)

 Ehrlichia ovina(AF318946)

 Anaplasma ovis(AF309865)

 Anaplasma marginale(HM439433)

 Anaplasma centrale(JQ839010)

 Anaplasma centrale(AF318944)

 Anaplasma capra(KP314237)

 Anaplasma bovis(GU937020)

 Anaplasma bovis(KU586167)

 Anaplasma platys(AY077619)

 Anaplasma platys(AY077619)

 Anaplasma platys(KU586159)

 Anaplasma phagocytophilum(AY969012)

 Anaplasma phagocytophilum(JN990105)

 13 Samples(Jeonju 3, Namwon 1, Wanju 1, Muju 2, Imsil 1, Sunchang 3, Gochang 2)

0.01

Fig. 6. Phylogenetic tree of Anaplasma spp. and Ehrlichia spp. based on 1406 bp 16S rRNA

gene sequence.

3.4.3. Borrelia spp. 염기서열 분석

Borrelia spp.로 확인된 검체 33개를 염기서열 분석을 진행한 뒤 Genbank에 등록된 31개의 

참조균주와 상동성을 비교분석하였다. 33개 검체 중 25개의 검체는 Borrelia afzelii로 8개 검체

는 Borrelia miyamotoi로 확인되었다. Borrelia afzelii로 확인돤 25개의 검체들 간의 유전적 상동

성은 99.4%-100.0%였고 FR733687(Borrelia afzelii)와 가장 높은 상동성을 보였다. Borrelia

miyamotoi로 확인된 검체들 간의 유전적 상동성은 99.6%-100.0%였으며 D45192(Borrelia

miyamotoi)와 가장 높은 유전적 상동성을 보이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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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5 Samples(Jeonju 3, Namwon 3, Wanju 3, Muju 3, Imsil 5, Sunchang 4, Gochang 4)

 Borrelia afzelii(FR733687)

 Borrelia tanukii(D67023)

 Borrelia turdi(D67022)

 Borrelia spielmanii(AF102056)

 Borrelia yangtzensis(EU135593)

 Borrelia valaisiana(X98232)

 Borreliella bavariensis(NR_074854)

 Borrelia sinica(AB022101)

 Borrelia japonica(L40597)

 Borrelia carolinensis(EU085407)

 Borrelia americana(EU081285)

 Borrelia andersonii(L46701)

 Borrelia califormiensis(AJ224130)

 Borrelia garinii(D67018)

 Borrelia lusitaniae(X98228)

 Borrelia burgdorferi(U03396)

 Borreliella finlandensis(ABJZ02000005)

 Borrelia kurtenbachii(AJ224138)

 Borrelia bissettii(AJ224141)

 Borrelia anserina(U42284)

 8 Samples(Jeonju 1, Namwon 1, Muju 3, Imsil 1, Sunchang 1, Gochang 1)
 Borrelia miyamotoi(D45192)

 Borrelia hermsii(U42292)

 Borrelia persica(U42297)

 Borrelia parkeri(U42296)

 Borrelia turicatae(U42299)

 Borrelia lonestari(U23211)

 Borrelia coriaceae(U42286)

 Borrelia hispanica(U42294)

 Borrelia crocidurae(U42283)

 Borrelia recurrentis(U42300)

 Borrelia duttonii(U42288)

0.005

Fig. 7. Phylogenetic tree of Borrelia spp. based on 465 bp 16S rRNA gene sequence.

3.4.4. Bartonella spp. 염기서열 분석

Bartonella spp.로 확인된 검체 71개를 염기서열 분석을 진행한 뒤 Genbank에 등록된 21개의 

참조균주와 상동성을 비교분석해본 결과 Bartonella grahamii, Bartonella rattimassiliensis,

Bartonella elizabethae, Bartonella phoceensis, Bartonella taylorii와 유전적으로 가까운 5개 그룹으로 

분류되었다.

CP001562(Bartonella grahamii)와 가장 가까운 그룹은 36개 검체로 이루어져있었고 검체간의 

유전적 상동성은 99.1-100.0% 였다. AY515124(Bartonella rattimassiliensis)와 가까운 그룹은 4개의 

검체로 이루어져있었고 4개 검체는 유전적상동성이 동일한 검체들로 확인되었다.

AIMF01000013(Bartonella elizabethae)와 유전적으로 가까운 그룹은 유전적상동성이 동일한 검체 

2개로 이루어져있었다. AY515126(Bartonella phoceensis)와 가까운 그룹은 13개 검체였고 검체간 

유전적 상동성은 동일하였다. Z70013(Bartonella taylorii)와 가까운 그룹은 16개 검체로 이루어져

있었고 검체간의 유전적 상동성은 99.1-100.0% 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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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6 Samples(Jeonju 5,  Wanju 5, Muju 7, Imsil 8, Sunchang 8, Gochang 3)

 Bartonella grahamii(CP001562)

 Bartonella rattimassiliensis(AY515124)

 4 Samples(Jeonju 1, Wanju 1, Imsil 1, Gochang 1)
 Bartonella queenslandensis(EU111798)

 Bartonella tribocorum(AM260525)

 Bartonella elizabethae(AIMF01000013)

 2 Samples(Imsil 2)
 Bartonella silvatica(AB242287)

 Bartonella doshiae(AILV01000003)

 Bartonella clarridgeiae(FN645454)

 Bartonella bacilliformis(CP000524)

 13 Samples(Jeonju 4, Wanju 3, Imsil 1, Sunchang 3, Gochang 2)
 Bartonella phoceensis(AY515126)

 Bartonella henselae(BX897699)

 Bartonella koehlerae(FJ832088)

 Bartonella quintana(BX897700)

 Bartonella washoeensis(AILU01000003)

 Bartonella rattaustraliani(EU111796)

 Bartonella coopersplainsensis(EU111803)

 Bartonella japonica(AB242289)

 Bartonella birtlesii(AKIP01000017)

 Bartonella alsatica(NZ_JH725020)

 Bartonella vinsonii(Z70015)

 Bartonella taylorii(Z70013)

 16 Samples(Jeonju 2, Namwon 3, Wanju 2, Muju 1, Imsil 5, Sunchang 2, Gochang 1)

0.01

Fig. 8. Phylogenetic tree of Bartonella spp. based on 360 bp gltA gene sequence.

3.4.5. Leptospira spp. 염기서열 분석

Leptospira spp.로 확인된 4건의 검체는 모두 순창에서 채집된 등줄쥐에서 검출되었다.

Leptospira spp.가 검출된 검체의 SecY 유전자에 대해서 염기서열 분석을 진행하고 Genbank에 

등록된 22개의 참조균주와 상동성을 비교분석하였다. Phylogenetic analysis를 진행한 결과 4건 

모두 Leptospira interrogans로 확인되었으며 검체간 유적적상동성은 일치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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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9. Phylogenetic tree of Leptospira spp. based on 285 bp SecY gene sequence.

4. 고찰

설치류는 전 세계적으로 분포하며 다양한 병원체를 보유하고 전파시켜 공중보건학적 문제를 

야기하고 있다. 국내에서도 역시 다양한 설치류가 서식을 하고 있고 신증후군출혈열, 렙토스피

라 등의 병원체의 매개체로 알려져 있다. 또한 병원체를 직접 매개하지 않더라도 참진드기, 털

진드기, 벼룩, 이 등 다양한 절지동물들과 함께 생활하며 이런 절지동물들이 매개하는 병원체

에 대해서도 깊게 관련이 되어있어 공중보건학적으로 매우 중요한 위험요소가 되고 있다.

이번 연구에서 채집한 설치류를 살펴보면 채집된 설치류 전체 150마리 중에서 등줄쥐가 137

마리, 땃쥐 6마리, 흰넓적다리붉은쥐 4마리 그리고 멧밭쥐, 비단털들쥐, 생쥐가 각각 1마리씩 

채집되었다. 도내 지역간 분포의 차이는 찾기 어려웠으며 등줄쥐가 지역 및 시기에 상관없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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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점종임을 확인할 수 있었다. 채집된 설치류의 몸무게, 몸길이, 꼬리길이, 앞발길이, 뒷발길이,

귀길이를 측정하였고 몸길이 대비 꼬리길이의 비율을 측정하여 보았다. 그 결과 몸무게는 설치

류 크기, 영양상태, 임신유무 등에 따라서 편차가 심한데 비하여 앞발, 뒷발, 귀 길이는 설치류

의 크기, 종별, 상태에 따라 거의 편차가 없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특이하게도 종별로 분석

해본 결과 꼬리길이 대비 몸길이 비율이 종별로 차이가 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는데, 비단털

들쥐가 꼬리길이 대비 몸길이의 비율이 2.92로 꼬리길이가 가장 짧은 것으로 나타났고 다음으

로 땃쥐 1.76, 생쥐 1.44, 등줄쥐 1.28, 멧밭쥐 1.00, 흰넓적다리붉은쥐 0.97 비율 순으로 꼬리길

이가 짧았다. 이 정보는 설치류의 종별분류에 외형상으로만 판단하기 힘든 경우 꼬리길이와 몸

길이를 측정함으로써 종분류에 도움이 되는 데이터가 될 것으로 판단된다.

이번 연구에서 설치류가 매개하거나 야생진드기에 의해 사람에게 위협을 주는 여러 병원체 

중 10가지 병원체에 대해여 검사를 진행하였다. 바이러스성 병원체인 SFTS, TBE, Hantavirus

spp. 3가지와 세균성 병원체인 Anaplasma spp., Bartonella spp., Borrelia spp., Coxiella spp.,

Ehrlichia spp. Leptospira spp., Rickettsia spp. 6종류를 검사해본 결과 SFTS, TBE, Coxiella spp.

Rickettsia spp.는 검출할 수 없었다. 병원체의 지역별 양성률을 살펴봤을 때 다른 병원체에서는 

지역별 차이를 확인할 수 없었으나 Bartonella spp.의 경우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나 남원지

역의 양성률이 다른지역에 비해 낮은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Chi-squar test, p=0.04143).

도내에 지속적으로 환자가 발생하고 있고 사망률이 높아 문제가 되는 SFTS바이러스를 이번 

연구에서는 검출할 수 없었다. SFTS는 기본적으로 참진드기가 매개한다고 알려져 있지만 이 

바이러스가 야생에서는 얼마나 감염되어 있는지 또 어떻게 순환하고 있는지를 확인하기 위하

여 검사를 진행하였는데 아쉽게도 감염된 설치류를 확인할 수는 없었다.22),23) 이는 추후에 더 

많은 설치류를 포획 및 검사해서 SFTS바이러스에 대한 데이터를 수집하는 것이 필요할 것으로 

사료된다.

Hantavirus spp.는 신증후군출혈열의 원인 병원체로 감염된 설치류의 배설물에 바이러스가 

섞여 배출되었다가 건조 후 공기 중에 부유되면서 호흡기를 통해 감염된다고 알려져 있다.49)

1976년 국내에서 최초 분리에 성공한 이후 국내에 환자가 지속적으로 확인이 되면서 토착화질

병이 되었다.11) 신증후군출혈열은 감시체계가 정착된 이후 매년 300명에서 600명사이의 환자가 

발생하고 있어 발생률이 높은 감염병중의 하나이다.33) 이번 연구에서는 2건의 Hantavirus가 검

출이 되었는데 두건 모두 순창에서 잡힌 등줄쥐에서 확인되었다. 두 개의 Hantavirus는 모두 

종이 Hantaanvirus로 확인되었고, 염기서열분석결과 두 바이러스간 유전형은 100% 일치하였다.

렙토스피라증(Leptospirosis)은 다양한 동물에 감염이 되고 전파가 가능하다고 알려져 있으며 

설치류도 중요한 매개체중 하나로 인식되고 있다.50),51) 전파는 감염된 동물의 소변을 통해 배출

된 균과 접촉함으로써 이루어지고, 국내에서도 100건 내외로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는 감염병

이다.33),52) 이번에 검출된 4건의 Leptospira spp.는 모두 Leptospira interrogans로 확인되었는데 이 

병원체는 Leptospira spp.의 주요 종으로써 와일씨병(Weil’s disease)을 일으키는 혈청형인 

Leptospira interrogans serovar icterohaemorrhagiae을 포함하고 있기 때문에 주의가 필요하다.53)

아나플라즈마증(Anaplasmosis)과 예르키아증(Ehrlichiosis)은 Anaplasma spp.와 Ehrlichia spp.

에 속하는 다양한 종의 병원체에 의하여 발생하며 두 종류의 병원체는 모두 아나플라즈마과

(Family Anaplasmataceae)에 속하여 유전적으로 가까울 뿐만 아니라 매우 유사한 속성을 가지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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있다.34),54),55) 국내에서는 아직 법정감염병으로 지정되지 않았지만 이미 발생을 하고 있고, 추후

에 문제가 될 수 있는 가능성이 높은 감염병이기 때문에 관심이 필요하다.35) 이에 따라 실시한 

이번 연구에서는 13건의 Anaplasma spp.와 37건의 Ehrlichia spp.를 확인할 수 있었다. 13건의 

Anaplasma spp.는 모두 Anaplasma phagocytophilum으로 확인되었고, 37건의 Ehrlichia spp.는 모

두 Cadidatus neoehrlichia mikurensis로 확인되었다. Anaplasma phagocytophilum은 사람 과립구성 

아나플라즈마증(Human granulocytic anaplasmosis, HGA)을 일으킨다고 잘 알려져 있어 국내 

환자발생현황 등의 조사가 필요한 시점으로 판단된다.34) Cadidatus neoehrlichia mikurensis는 

1999년 네덜란드 진드기에서 처음 발견된 이후 유럽, 아시아 등 다양한 지역에서 환자가 보고

되고 있다.56),57),58) Cadidatus neoehrlichia mikurensis는 최근에 발견되어 아직 연구가 충분히 되지 

않았지만 본 연구 등을 통하여 국내에도 이 병원체가 있다는 것을 확인하였기 때문에 국내 환

자발생과 함께 이 병원체에 대한 연구도 앞으로 활발히 이루어지기를 기대한다.

Bartonella spp.는 참진드기 뿐만 아니라 벼룩, 이, 응애 등 다양한 절지동물에 의해 전파되는 

것으로 알려져 있으며 종에 따라서 다양한 동물숙주를 가지고 사람에게는 기회감염을 일으켜 

고양이 긁힘병, 국소적 임파선비대증, 불명열, 전신 불쾌감 등에서부터 뇌염, 신경염, 심내막염 

등의 증상을 일으킨다.42),43),59) 이번에 채집한 설치류 150마리 중에서 Bartonella spp. 병원체를 

보유한 설치류는 71마리로 47.3%의 양성률을 보였으며 다른 지역에 비하여 남원지역의 양성률

이 낮은 것으로 확인되었다. 양성개체 71마리 중 36마리는 B. grahamii, 16 마리는 B. taylorii,

13마리는 B. phoceensis, 4마리의 B. rattimassiliensis와 2마리의 B. elizabethae로 이루어져 있는 것

으로 확인되어 국내 야생동물들 사이에서 다양한 병원체가 상재하고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특

히 B. grahamii와 B. elizabethae 등은 설치류가 보균을 하며 사람에게는 기회감염으로 심내막염 

등을 일으키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60) 아직 법정감염병으로 지정되지는 않았지만 앞으로 연구

가 진행됨에 따라 관리가 필요한 감염병이 될 가능성이 크다.

본 연구에서 검출된 33건의 Borrelia spp.중에서 B. afzelii가 25건, B. myamotoi가 8건으로 확

인되었는데 B. afzelii는 라임병(Lyme borreliosis)을 B. myamotoi 재귀열(Relapsing fever)을 일으

킨다고 알려져 있다.61),62) 현재 라임병은 미국에서 가장 문제되는 매개체 감염병이며 국내에서

도 2010년 제4군 법정 감염병으로 지정되었지만 환자발생은 40명 이하로 환자수만 봤을 때는 

많이 발생하는 감염병은 아니다.33) 하지만 이번 검사결과로 봤을 때 국내에도 다양한 Borrelia

spp.가 야생에 존재하고 있으며 언제든 사람에게 감염될 수 있는 가능성이 있어 관리가 더 필

요할 것으로 판단된다.

설치류의 혈액 및 장기를 채취하여 검사한 결과 Hantaanvirus가 검출된 두 개체의 뇌, 신장,

간, 폐에서 모두 바이러스가 검출되었다. 배설물을 통해 전파된다고 알려진 것과 다르게 대변

을 포함한 결장에서는 검출되지 않았으나 양성 개체수가 적었고 바이러스 감염시기에 따라 바

이러스 검출 장기가 달라질 수 있기 때문에 추후에 연구가 더 필요할 것으로 생각된다. 반면 

소변을 통해 배출된다고 알려진 Leptospira interrogans는 4건 모두 신장에서 검출되어 이전 문

헌과 일치하는 결과를 보였다. Anaplasma phagocytophilum과 Cadidatus neoehrlichia mikurensis는 

혈액, 폐, 비장에서 높은 비율로 검출되었는데 이 두 병원체는 모두 아나플라즈마과

(Anaplasmataceae)에 속하면서 백혈구에 감염하는 특징을 가지고 있다고 알려져 있다. 따라서 

혈액과 비장에서 높은 비율로 나타난 것으로 생각되며 폐를 적출할 때 흉선이 함께 적출되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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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 높은 비율로 양성이 나온 것으로 판단된다. Bartonella spp.는 주로 적혈구에 감염된다고 알

려진 바와 같이 혈액이 있는 모든 장기에서 높은 비율로 검출되었으나 혈액이 많이 포함되지 

않은 결장에서는 검출비율이 낮았다.63) Borrelia spp.의 경우 비장과 폐에서 높은 비율로 검출되

었는데 비장은 Borrelia spp.에 의해 만성으로 감염되었을 때 보균하는 장기로 알려져 있고 폐

는 역시 흉선과 같이 적출되어서 높은 비율로 검출된 것으로 판단된다.64)

최근 온난화현상과 함께 기후변화가 일어나면서 국내 서식 설치류와 매개감염병 양상도 변

화하고 있다. 또한 과거에 비해 해외여행 및 국제교류가 점차 늘고 있는 시점에서 해외에서 유

입되는 신종 매개감염병 등을 예방하는데 지속적인 관심과 대책이 필요하다. 이번 연구를 통하

여 도내에 서식하는 설치류와 매개체감염병의 발생양상에 대하여 확인하였다. 추후에 병원체 

특성파악을 위하여 병원체의 감염경로, 야생에서의 병원체 전파 등에 대한 연구가 추가로 필요

할 것으로 보이며 이렇게 획득한 자료는 감염병 역학조사 및 예방에 중요한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된다.

5. 결론

본 연구는 전라북도지역인 전주, 남원, 완주, 무주, 임실, 순창, 고창지역에서 Sherman live

trap방법으로 봄(4 ~ 5월)과 가을(9 ~ 10월)에 2회 설치류를 150마리 채집하였다. 채집된 설치

류를 종 분류하고 해부하여 혈액, 간, 비장, 신장, 결장, 폐, 뇌를 적출하였다. 적출한 장기는 분

자생물학적인 방법을 이용하여 바이러스 3종(SFTSV, Tick-borne encephalitis virus, Hantavirus spp.),

세균 7종(Anaplasma spp., Bartonella spp., Borrelia spp., Coxiella spp., Ehrlichia spp., Leptospira spp.,

Rickettsia spp.)에 대하여 병원체 분석을 실시하였다.

1) 채집된 설치류는 상반기 72마리, 하반기 78마리였으며, 등줄쥐가 137마리로 가장 많았고 

땃쥐 6마리, 흰넓적다리붉은쥐 4마리, 멧밭쥐 1마리, 비단털들쥐 1마리, 생쥐 1마리로 분류되어 

지역 및 시기에 상관없이 등줄쥐가 우점종임을 확인하였다

2) 설치류 종별로 몸길이와 꼬리길이 비율을 비교하였을 때, 꼬리길이가 긴 종부터 순서대로 

나열하면 흰넓적다리붉은쥐 〉멧밭쥐 〉등줄쥐 〉생쥐 〉땃쥐 〉비단털들쥐 순이였다.

3) 병원체별 감염실태 결과 신증후군출혈열 2건, Anaplasma spp. 13건, Bartonella spp. 71건,

Borrelia spp. 33건, Ehrlichia spp. 37건, Leptospira spp. 4건이 검출되었다.

4) 양성개체에 대해서 장기별로 유전자 검사를 진행한 결과 신증후군출혈열은 혈액, 신장,

간, 폐에서 Leptospira spp.는 신장에서 검출되었다. Borrelia spp.는 비장과 폐, Anaplasma spp.

와 Ehrlichia spp.는 혈액, 비장, 폐, Bartonella spp.는 결장을 제외한 모든 장기에서 높은 비율로 

병원체가 검출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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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검출된 병원체에 대해서 염기서열분석을 진행한 뒤 Genbank에 등록된 염기서열과 비교

하였다. 그 결과 신증후군출혈열 2건은 모두 Hantaanvirus로 확인되었고, 13건의 Anaplasma

spp.는 모두 Anaplasma phagocytophilum으로 37건의 Ehrlichia spp.는 모두 Candidatus

Neoehrlichia mikurensis으로 확인되었다. 33건의 Borrelia spp.중에서 25건은 Borrelia afzelii, 8건은 

Borrelia miyamotoi였고 71건의 Bartonella spp.는 Bartonella grahamii 36건, Bartonella

rattimassiliensis 4건, Bartonella elizabethae 2건, Bartonella phoceensis 13건, Bartonella taylorii 16건

이었다. 마지막으로 Leptospira spp. 4건은 모두 Leptospira interogans와 유전적 상동성이 가장 높

았다.

본 연구에서는 전북지역에서 채집한 설치류의 종별분류 및 병원체 감염률에 대해서 분석하

였다. 그 결과를 매개체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를 위한 기초자료로 제공하고자 하며, 향후 국

내 매개체 감염병의 유행에 대비하기 위하여 병원체의 감염경로 및 특성분석에 대한 추가적인 

연구가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이번 연구 결과를 매개체 감염병에 대한 예방홍보와 역학조사에 

활용하여 감염병 발생률을 낮추는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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