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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 론 

1975년 가을 경기도 여주지방을 중심으로 중부 내륙 

치방에 급성 경과를 취하며， 고열， 혈당 및 각혈을 브 

이고， 흉부 x섹상 특이한 음영을 보이는 원인불명의 

호흉기 질환이 유행적으로 다수 발생하였마1 ， 2) . 본 질 

환은 그 발생 양상， 임 성-증상， 경 과 및 흉부 X.션소견 

이， 임상가들이 이천에 경험하였던 질환듣고}는 판이하 

게 달랐으므로 그 당시 의료인들은 우리나라에서 처음 

발견된 새호운 질환으로 인식하여， 페령양질환， 출혈 

성 패령 3) 또는 유행성 폐출혈열 3，‘)로 명영하였다. 본 

질환은 일부 임상가들의 경험과 후향성 연구5)로 1975 

년 유챙시기 이천에도 이미 우리나라에서 발생하고 있 

었으며 1975년 이후에도 애년 계속 발생한다는 사실이 

보고4， 6)되어 우리나타에서 매년 말생되는 토착적안 유 

행성 질환임이 분명해졌다. 

그동안 본 질환의 병원체가 확인되지 않던 증， 착년 

카을， 보사부와 국립 브건원 연구반7)의 노력 ￡흑 본 질 

환의 알부에서 leptospira 가 분리되어 본 질환응 이 해 

하는데 상당한 전기가 되었다. 

논자동은 둔현고철과 더불어 1975년부터 1 984년까지 

10년간 원주기독병원에서의 경험을 중심으로 본 질환 

의 임 상적 소견을 논하고자 한마. 

원 인 

었다. 객담， 혈액 및 경띄키관지흉입울(transtracheal 

aspira t i on)에서의 세균， 진균파 결핵균에 래한 검사3) 

오} mycoplasma, psittacosis , adenovirus, respiratory 

syncytial virus,influenza A.B., mumps 에 대 한 항 

체가1 1)는 의의가 없었고， 한국형출혈열 병원체에 대한 

혈청학적 검사도 의의가 없었마9) 작년 카을， 본 질환 

의 일부에서 leptospira 가 분리되어， 본 질환의 연구 

와 이해에 획 기적인 계기가 되었음은 상당히 고우적인 

일이라 하겠마. 조둥1)3은 환자 2예와 들쥐 7예에서 

leptospira 를 분리 하였으며 , 분리 된 균주는 guineapig 

에시·도두 영원성이 확인되었고， 환자 35예중 32예 (91 

%)에 서 leptospira 에 대 한 항체 가가 양성 을 보여 , 본 
질환의 명원체는 leptospira 임 을 시사하였다. 

leptospira 속은 그 종이 L. interrogans 하나이 며 , 

이 종은 2개 의 complex 인 interrogans 와 biflexa후 

나누어진다. 인체와 동물에 영원성인 균주는 L. inteno

gans 이 며 , biflexa 는 병 원성 이 없 다. ir,tenogans 는 

160여 개 의 serotype 이 있 으며 , 이 들은 18개 의 sero

group 으로 분류된다14， 15). 

leptospira 는 다온， 다습한 환경 과， 물과 흙의 pH 

가 중성 (6.2-8.0) 인 조건에서 잘 자하며 수주 내지 수 

개월간 생존한다. 

역 학 

leptospira 는 160여 종의 여 러 응을에 감염 되 어 있 ξL 

며， 감염펀 동물은 대부분 질영올 일으키지 않고 보균 

여러 연구자에 의하여 본 질환의 임상적 소견 3-6 ， 8"，， 12) 자로 좀재한마. 보균숙주는 대부분 포유동물로 들쥐같 

은 비교석 잘 알려겼으나 그 영원체는 밝혀지지 않았 운 설치류， 여우， 스킹크같은 야생동불과， 개， 소， 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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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1. Yearly Distribution 
(1975-1984 WCH) 

Year No. of cases Mortality 

1975 21 11 

1976 14 2 

1977 11 2 

1978 13 5 

1979 3 0 

1980 7 2 

1981 2 0 

1982 9 2 

1983 2 0 

1984 20 7 

Total 102 31(30%) 

Tab1e 2. Monthly Distribution (1 975-1984WCH) 

Month No. of cases(%) 

5 1 ( 1) 

6 5( 5) 

7 5( 5) 

8 24(24) 

9 30(29) 

10 35(34) 

11 2( 2) 

지동의 가측이다. 우리나타에서三 돼지의 혈청검사상 

약 13%7} leptospira 에 내 한 양성 반응을 보였 마는 브 

고16)가 있다. 

leptospira 는 감염 펀 동-울의 신세 뇨관내 에 존재 하며 

소변내로 배출된다. leptospira 에 감염된 소변은 룹이 

나 흙을 오염시키게 펀마. le j: tospira 는 을이나 흙에 

서 수주 내지 수개월간 생손한다. 

인체내의 강염경호14， 15， 17)를 보견， 인체가 leptospira 

에 오염된 붙이냐 흙에 정촉하게 되연， 펴부냐 코， 입 

결악의 정악을 통하여 강염된마. 간혹 감염원 동물의 

소변이나 혈액 ， 조직， 특히 신장에 직접 접촉되어 안 

체내에 감염되기도 한다. 농부， 광부， 수의사들 에서 

강영위험이 많.Q.며， 애완동슬올 가까이 접촉하거나， 

수영， 낚시， 사냥을 지주하는 경우에도 감염위험이 

높다. 

온 질환은 매년 딸생하였으나， 1975년과 1984년에 

예년에 111 하여 많은 환자가 말생 (Table 1)한 것운 그 

당시에 홍츄가 있어 본 철환의 말생이 아마도 홍수와 

판계가 있지 않을까 추측된다. 

발생시키 3‘6 ， 8_12)는 5월에서 11월사이로 해부분 8, 

9, 10월에 말생하였다(Table 2). 

성 옐 3 .... 6, 8_12)윤 남자가 대 부붐이 었다. 

연령분포3-6 ， 8-12)는 19세에서 65세사이로 청장년층 

인 20대에서 50대사이가 대부분이었다. 본 질환이 청 

장년층의 낭자에서 많이 발생한 것은， 본 질환의 발생 

。l 활동향과 판계가 있는 것으로 여겨지고 있다. 

직엽은 태부분 농엽에 종사하는 사랑이었고， 과거력 

상 득밸한 영혁은 없었다. 

본 질환은 유행지역내에서 산발적으로 발생하였고 

가족내 강염이냐 채말은 없었다4， 10) 

병 리 

부검시 영리소견 18~20)은 주로 페장에 현저하였A며 ， 

성한 페포내 출혈과 부종을 브였고， 부분적으르 츠자 

닥형성파 만성염증세~의 침윤이 있었다. 페， 성장， 111 

장. 부신， 신장， 간， 위장과 뇌둥 여러장기에 울혈상 

을 브이녁， 성근， 심외닥， 신장， 비장과 위정닥에 마 

소칸의 출렐소견 -g 보였다. 간운랙주위， 때장， 싱근， 

성외악파 대동액외악에 부분적안 만성염증세포의 갱윤 

이 있었다. 깐세포틀의 배열은 풀규칙하였고， 신수질 

니}에 급성세뇨판괴사의 소견이 있었다. 이러한 소견으 

로 흐아， 온 짙환의 기본영변은 을혈과 출혈이며， 폐 

장을 주로 첨 벙 하는 꺼전신질환임 을 알 수 있 었다. lepto. 

spirosis 에서의 영리소견 l‘， 21)도 부정여l 의 영리소견과 

거의 유사하여， 신장， 부신， 간， 위장， 비장， 폐등에 

출쉴과 부종을 보이며， 신장에서 세뇨판의 국소적인 

괴사， 간질조직의 만성염증세포 첨윤을 보이고， 간에 

서， 간괴사， 운맥주위의 만성염층세표 칭윤， 칸세포의 

놓규칙한 배열을 볼 수 있으녁， 휘l 장에서 만성염증세 

포 침윤을 보이고， 성장에서 심근영， 성외박영 윷 브인 

다. 횡 둔근에 서 의 변화는 le~tospirosis 의 득이 한 소 

견으로， 극소적인 출혈파 부종， 영증세포 칩윤을 보안 

다. 일반석A로 퍼1장에서의 l청리소견은 우연히 발견필 

정드이며 주 영변은 아니다. 폐， 늑각， 기판지내에 점 

상출쉴이 산채하며 성한 정우， 출헐과 부중이 광범위 

하게 나타냐며， 이해 일차척안 염증소견은 없다고 한 
마17， 22，셋 

leptospirosis 에서 죠직손상이 일어나는 7] 선운 아 

직 까지 불분영 하나， toxín 에 의 하여 전반적 a로 오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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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c 3. Symptoms of the Patients Tablc 4. Signs of the Patients 

(1975-1984 WCH) (1 975-1984 WCH ) 

Symptom ~o. of cases( ~6) 

General weakness 99(97) 

Fever 97(95) 

Chill 97(95) 

Hemoptysis 95(93) 

Cough 89(87) 

Dyspnea 89(87) 

ìVlyalgia 84(82) 

Headache 78(77) 

Chest pain 39(38) 

Diarrhea 15 (15) 

Nauseajvomit i nξ 12(1 2) 

Dizzyness 11 (11 ) 

Epistaxis 7( 7) 

혈판이 손상되어 뜰혈이 나타난다고 이해되 끄 있다14. 

15,22.23) -

。 1 ^~ 
C그 o 

강자기 발영 하여， 급성 경과를 취하역， 말뱅초기에 

고연， 천신쇠약캄 빛 근육통이 나타났다. 대부분의 환 

자가 말영 3-6일경에 혈담이 나타냐 병원에 내원하였 

다. 내원당시 증상(Table 3)은 보고자3_6 ， 8_12)에 따타 

그 종류와 빈도의 차이가 있다. 이것은 영원균이 발견 

되기 이천에는 임상증상과 흉부 X선소견 이외에는 확 

실한 진단기준이 없었고 본 질환의 임상적 소견이 다 

양하기 해운에 대상환자군의 차이가 있었올 것￡로 생 

각펀다. 중상으로 기칭， 호흡곤란， 흉통， 혈맘및 각혈 

등의 호흡기 증상과， 발열， 오한， 천신쇠약캉， 근육통 

등의 천신증상과， 의 식 장애 , 하지 무력 강풍의 신경 계 

풍상과， 설사， 구로동의 위장판 증성올 보였다. 대부

운에서 전신쇠익감， 발열 및 오한， 근육풍， 두통， 기 

첨， 흐흡곤란， 혈담올 보였마. 그외 일부에서 오싱， 우 

트， 설사， 현휘， 비출혈을 보이기도 하였다. 전신쇠약 

캉올 보인 1/ 411 l, 1/212)에서， 하지의 무력강으르 걷기 

가 힘듣었다. 근육흥은 대개 허리냐 장딴지 부위의 퉁 

증이었으며， 40%12)에서 장딴지 부위의 앙통이 있었다. 

혈담 및 각형올 대체로 소량이 나， 간혹 마량의 각혈을 

보이기도 하였마. 흐흡곤란은 성한 경우， 청색증을 보 

이기도 하였다. 

Sign No. of cases(%) 

Fever 87(85) 
Moist rales 79(78) 

Tachycardia 67(66 ) 

Anemia 66(65 ) 

Tachypnea 60(59) 

Hypotension 57(56) 

Toxic appearance 41(40) 

Cyanosis 19 (1 9) 

Lymphadenopa t hy 17 (17) 

Mental deterioration 14 (1 4) 

Hepatomegaly 12 (1 2) 

Pharyngeal inject:on 8( 8) 

Jaundice 8( 8) 

CV A tenderness 8( 8) 

이 학적 소견 (Table 4)을 부연， 태부분에서 열이 있 

었다. 열은 37.5 ' C 이상 400 C 미만이였마. 78%에서 흉 

부 청진상 수포음이 청진되 었다. 수포읍은 산재하였고 

폐기저부에서 현저하였마. 수포음의 청진은 흉부 X선 

상 페칩윤의 정도에 비하여 경마하였다. 약반수 이 상 

에서 빈액， 빈호흡， 빈혈상과 저혈앙올 브였마. 저혈 

압의 정도는 경미하였 다. 알부에서 의식장애， 청색증. 

간비대， tlJ 장tlJ 대 i l)， 임파선 tlJ 태， 장딴지압통9， 12) ， 결 

막충혈 ll)， 인두부의 충혈을 보였으켜， CV A tenderness 

와 황달을 브이기도 하였다. 커진 임파선은 주로 경부 

와 액와부에서 촉치되 었고， 만졌을때 부드러웠고， 경한 

앙퉁이 있었다. 

본 질환은 6-15일(평균 12일)간 지속되며 후유증 

없이 회복되었다. 사당자는 유명기간이 15시간-6일(평 

균 4일)간A로 생촌자에 비하여 빡튼 경과를 보였다. 

사망원인은 성한 페출펄로 인한 각혈이 었다. 사망율은 

보고자의 대상환자군에 짜타 현저한 차이를 보여， 박 

동lC)은 5. 7% , 노등12)은 41. 2%, 10년간 원주기 독영 원 

에서의 경험은 30%이었다. 

임상적 경과는 단계적으로 빌-열기， 펙출혈치， 회복 

기호 냐눌 수 있었다4l 

말열키는 대체로 받영 3-6일간으로， 천신쇠약캄， 근 

육퉁， 고열， 오한， 푸통을 보이며， 이어서 해소가 냐 

타낮다. 폐출혈기는 약 2-3일간 지속되며， 환자는 대 

개 이 시기에 내원하였 다. 말열， 두통， 근육통은 계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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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5. Leukocyte Counts on Admission 
(1 975-1984 WCH) 

Range(/mm2) ~o. of cases(~) 

Under 10, 000 44(43) 

10, 000-20, 000 54(53) 

Over 20, 000 4( 4) 

Tab1e 6. Hemoglobin Levels on Admission 
(1975-1984 WCH) 

Range(g/dl) 

6.0- 7.9 

8.0- 9.9 

10.0-11. 9 

Over 12.0 

~o. of cases(~6) 

8( 8) 

42(41) 

32(31 ) 

20(20) 

되며， 호홉곤란과 혈담이 나타났마. 이학적 소견으로， 

발열， 반호홈， 반맥， 수포음이 냐타냐며 일부에서는 

의식장애플 보이기도 하였다. 검사상， 빈혈， 백혈구증 

다증， 혈소판감소증， 단백뇨， 간기능 및 신기능장애릎 

보였다. 일부에서 뇌척수액 검사상， 무균성 뇌악염의 

소견을 보여， 두동 빛 의식장애가 동안훤 경우， 뇌막 

염및 뇌염을 의성하게 하였다. 흉부 X선상， 페포성 

또는 깐질성 부종을 보였마. 내원 2-3일경부터 혈담 

양은 감소되고， 체온， 맥박， 혈앙 및 호홉윤 정상화되 

었고， 빈혈， 혈소판감소， 뇨 및 척수액소견과 흉부 X 

선소견이 회복되키 시작하였다. 회복기는 약 5-7일간 

지속되었다. 이 시기에 경한 쇠약감 및 미량의 혈당은 

지속되냐 점차 소살되며， 검사상의 이상소견도 정상화 

되었다. 

leptospirosis 에 서 기 칩 은 5-40~22)에 서 나타나지 

만 각혈운 드물게 15) 나타나켜， 미량이지만 대량의 각 

혈로 인한 사망이 보고22， 23) 되어있마 Wang 둥2<)은 

168예의 leptospirosis 중 약 반수에서 각혈이 있었고 

이중 7예에서 폐출혈이 성하였고 7예중 4예에서 페출 

혈호 사망하였음을 보고하였다. 중공에서의 Wang 둥 

의 보고는 우리나타에서의 본질환의 임상적 소견과 상 

당히 유사하다 하겠다. 다른 지역과는 달러 우리냐라 

와 중공에서 폐출혈이 leptospirosis 의 주요소견으로 

많이 냐타나는 이유는 앞으로 연구되어야 하겠다. 그 

이유로 균주가 내는 독소의 차이， 훈업경르와 같은 강 

염경로의 차이도 한벤 고려해 봄직할 것A로 생각 

펀다. 

Tab1e 7. Platelet Counts on Admission 
(1 975-1984 WCH) 

Range(/mm2) No. of cases(~) 

50, 000-100 , 000 25(34) 

100, 000-150, 000 44(59) 

Over 150, 000 5( 7) 

Total 74 

검 사 소 견 

말초혈액내 백혈쿠수4 ..... 6, 11, 12)는 약 반수에서 백 J옐구 

증다층올 보였 o 냐 모두 30， 000/mm3 미만A로 대부분 

10， 000-20， 000/mm3 이었다. 백혈쿠수는 정상이더라 

도 대부분중성백혈우수는증가되었다. 혈색소치μ， 11 ， 12) 

는 약 반수에 서 10.0gm/dl 미 만으로 감소되 었 다. 이 

것은 출혈로 인한 감소혜문으로 생각펀다. 펼소판수 

는4， 6 ， 11) 대부분 150, 000/mm3 미 만이 었고 1/34,6)_ 1/211 ) 

에서 100， 00/mm3 미만이었다. 혈소판수는 점차 증가 

하여 내원 6일경에는 정상영위로 회복되었다. 혈소판 

감소는 빈혈과 더풀어 본 질환의 특징적인 소견이라 

하겠다(Table 5-7). 

단액 뇨는 보고자에 따라 그 빈도가 0~9)， 54~4， 6) ， 

68. 8~12)， 100~11)로 현저한 차이를 보였A냐 대부분 

++마만이었고 일푸에서 척혈구， 백혈구의 증가가 있었 

다. 이러한 소변검사상 이상소견은 증상의 호선과 더 

불어 곧 소실되었다. 

약 반수‘， 6)에서 SGOT 와 SGPT 가 증가되었마. 

SGOT/ SGPT 가 364/820, 2 ， 110/1 ， 050으로 현저히 증 

가펀 경우도 있었으냐 대부분 150u 미만의 증가를 보 

였 다. 일 부에 서 alkaline phosphatase, bilirubin, 
BUN, creatinine 이 증가되 었고 검 사를 시 행 한 5예 중 

3예 에 서 creatinine phosphokinase 가 증가되 었 마. 

BUN 은 증가된 경우， 대부분 30 mg/dl 미만이었마 

(Fig. 1). SGOT, SGPT 가 약간 증가되 연서 CPK 가 

증가되연 바이푸스 간염과 강렬이 되며 leptospirosisg 

에 진단적 가치 가 있 다25)고 한다. 

일부에서 뇌척수액검사4， 11)를시행하여， 당은 정상이 

었고 뇌압， 단백질과 백혈우수는 증가되었다. 백혈구 

수는 대부붐이 임파쿠이었다. 이러한 우균성 뇌악염의 

소견은 내원 2-3일후 곧 소실되었마. 

동액 쉴 가스분석 6)에 서 대 부분 PaOz, PaC02 는 감소 
되었고， pH 는 정상범위이었다. Pa02 의 감소는 흉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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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1. Blood chemistry. 

Chest PA; Confluent consolidation with mottling 
and intermingled air bronchogram 
signs on both mid and lower lung 

fields. 
Relatively spacred consolidation on 
both perihilar region. 
No definite blunting on both CP sulcus. 
Normal sized heart. 

x선상 페칩윤의 정도와 비례하였다. 

흉부 x-선소견 4， 6 ， 26 ， 27)은 본 질환의 가장 특징적인 

소켠으로 양측 패야에 미만성의 페도성 또는 간질성 

천융을 보였마. 기본적안 i영벤은 영I 깐질의 미만성 침 

윤으로 영변。l 심한 경우에는 폐 iξ내 출혈과 부종액으 

로 인하여 페표성 챔윤이 동안되는 것으로 이해되고 

있다. 첨윤은 대부분 우측 폐야에 현저하거나 양측 페 

야에 균둥하며， 폐운부 주위는 비교적 침범되지 않고 

혜야 주변부에 현저한 칭윤을 보였다. 약 반수에서 돼 

청부나 폐기저부가 칭엄되지 않았다. 특얼히 어느 seg. 

ment 의 분포는 없었고 폐포성 칭윤시에는 공기기관지 

조영이 있었다. 소수에서 싱 ll] 태와 늑악반응을 보이기 

도 하였다(Fig. 2). 흉부 X선상 첨윤정드는 혈당양， 

사망율과 밀접한 판계를 보여 첨윤 정도가 싱할수록 

사망율은 높고 혈당양도 않았다. 간질성 첨윤상을 보 

안 혜에서 사망예는 없었다. 흉부 x선상 칩윤정도는 

발열， 혈암동， 증상의 호선과 더불어 현저하게 강소되 

었마. 내원 4일경에는 폐포영벤야 소실되고 ground 

glass appearence 를 브이면서 내원 6-10일경에는 정 

상으로 회복되었다. 

leptospirosis 에 서 흉부 x:선상 23%28), 67%2<)에 서 

이상소견을 보인다고 한다. 이상소견은 임상적으로 황 

달아 있는 경우보다는 없는 경우에 24， 28〕， 각혈이 없는 

경 우보다는 있 는 경 우에 더 자주 나타나고 발영 24-72 

시 간내 에 이 상소견 이 나타난다고 한다24). Wang 풍은 

leptospirosis 62예 에 서 4가지 형 태 의 이 상 소견 을 관 

활하였다. 1. 62. 9%에서 양측 페야 균둥하게 분포한 

snowflake like small patchy 1esion, 2. 6. 5%에 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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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 lobe 에 분포한 mó\ssive confluent consolidation 

3. 4.8%에 서 solitary pachy lesion 과 4. 25.8%에 서 

change in lung making 을 보였 다. 이 러 한 여 러 이 

상소견윤 혜야 주변부에 현저하였다. 이것은 leptos

pirosis 에서 주영변은 폐출혈이며， 회}야주변부에 모세 

혈관이 많이 분포하고 있기 혜푼A로 이해띈다. Wang 

둥이 기 솔한 snowflake-like small patchy lesion 과 

massive confluent consolidation 윤 유챙 성 페 출혈 열 

에서의 흉부 X선 소견과 상당히 유사하다고 생각된다. 

진 단 

본 질환에서 leptospire 가 분리되기 이천에는 원인 

균이 분영 치 않았으드로 본 질환의 진단은 임 상적 소 

견에 의존한 수 밖에 없었마. 같성경파를 취하고， 임 

상증상무로， 고열， 혈당， 근욕풍， 심한 천신쇠약감을 

보이 며 ， 검사상， 빈혈， 헐소단감소， 약간의 SGOT 와 

SGPT 의 상승을 보이고 흉부 x-선상 특징적인 천윤상 

올 보이 연 유챙성 페출혈4.6)호 진단하였다. leptospira 

가 분리펀 이 상， 븐 질환의 진단에 세균학적， 혈청학 

적 검사흘 이용-쌀 수 있게 되었마. leptospire 에 의한 

임상적 양상은 불현성강연， 경층의 발옐에서 사망에 

이 흔기 까지 다양하다. 우러 나타에 서 도 leptospiros 의 

존재 가 확인펀 。1 싱， 앞으토는， 상기 도 강염 , 급성 기 

판치염， 인푸루엔자， 불명열， 샅모너l 타증， 급성신부천 

황달， 칸염， 페켈， 뇌염， 뇌닥염의 소견이 있을 혜 한 

번쯤 leptospirosis 를 의성해“， 15， li ,28) 보아야 하겠다. 

특히 근육통， 결닥충혈， CPK 의 증가， 경 도의 SGPT, 

SGOT 상승이 있 을째 ler:; tospirosis 가능성 이 높다14)고 

한다. 

leptospirosis 의 진단은 펙 잉 으르 확인띈다. lepto

spira 는 말영 4-7일간 헐풍 맞 뇌척수액내에 존재한 

마. 4-7일후 말열이 호천되연서 leptospira 는 혈중 

및 뇌척 수액내에서 사타지체 펀다. 발명 2주경에 다 

시 소현내에 le}:tospira 가 냐다냐 수개월간 치속하기 

도 한다. 발영 첫주이내에는 혈액과 뇌척수씩올， 발명 

2주 이후에는 소렌을 특수백치안 Fletcher, Korthof, 

Stuart 패치에 배양하여 균을 분리하게 된다. 가검을 

이 오염 되 었 올 경 우에 는 Guinea pig t-J- Hamster 에 접 

종하여 균을 분리하게 띈다. 직정현미경관찰엽은 위양 

성이 많_Q_으로 최근에는 찰 이용되지 않는다. 

leptospira 에 태한 항체는 말병 1주말경에 혈중내에 

냐타나 보통 3-4주에 최고치에 드달한다. 혈청학적 

검 사는 여 러 가지 방멍 이 있 으나 microscopic aggln

tina ti on test 가 가장 특이 하마. 항체 가가 4배 이 상 증 

가하거나， 항체가가 없다가 1 : 100이 상으혹 증가하연 

진단적 가치가 있으며， 단목으로 시행한 항체가가 1 : 

1, 600 이상인 경우에도 진단적 가치 7} 있다. 

치 료 

그 동안 본 질환에서 여러가지 항생제와 부신피질흐 

르온체를 투여하였으나， 치료에 따른 예후의 차이는 

없다고 보고‘， 11)되었으나， lep tospira 가 분터펀 이상. 

적철한 항생제를 투여함으로서 임 상적 효과가 기 대된 

다 하겠 다. 일 반척 ￡호 leptospirosis 에 서 항생 제 투 

여로 인한 효과는 불확실한 것으로 알려져 있으나， 말 

영 초기 에 Wang 둥29)은 Penicillin 240 만 단위 릎 7-

10일간， Bruce 등30)은 :Coxycycline 200 mg 을 7일간， 

Kocen3I)은 발명 4일 이 내 에 첫 날은 Penicillin 240만 

단위 다음 4일칸은 120만단위플 투여하여 질영기간을 

풀이 고 합영증을 예방하였다는 보고가 있다. 

여l 방 

leptospirosis 의 예 땅슬 위 하여 , 환경 을 개 선하거 나， 

감염위험이 많을 뼈， 신받， 장갑， 의퓨동을 착용하는 것 

들은 설제척으로 어렵다. 강염위험이 높은집단에 Do

xycycline 을 1주일에 한벤 200mg 을 투여 하여 lepto

spirosis 를 예망하였다는 브고32)가 있다. ~erotype 에 

득이 한 vaccine 을 투석 하연 le}:tospirosis 릎 예 망할 수 

있음으로， 앞A후 우리나칙에 존재하는 serctype 융 찾 

아내어 이에 태한 vacci r:e 을 개 받항으흐써 감염 위험 

이 늪은 정단에서의 성]，앙정 종이 기석된다 하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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