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렙토스피라증 
Leptospirosis 
 
렙토스피라증이란? 
렙토스피라증은 사람과 동물에게 발생하는 세균성 질병입니다. 렙토스피라증의 
원인균은 감염된 동물의 소변과 세포조직에서 발견되는 렙토스피라균입니다. 
 
렙토스피라증의 증상은? 
렙토스피라증의 일반적인 초기 증상은 발열, 심한 두통, 근육통, 오한, 구토, 결막 
충혈입니다. 초기 증상이 독감을 비롯한 다른 질병들과 유사하므로 진단이 어려울 
때가 많습니다. 그리고 이 증상들이 모두 나타나지 않는 경우도 있습니다. 
 
렙토스피라증이 중병으로 진전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바일병 (Weil’s disease: 
신부전), 황달 (피부가 노랗게 되는 증세로 간질환을 의미함), 피부 및 점막 출혈 
등이 생길 수 있으며, 수막염 (뇌막의 염증)과 폐출혈도 생길 수 있습니다. 중병으로 
진전되는 환자들은 대부분 입원치료를 받아야 하며 렙토스피라증이 심할 경우엔 
치명적일 수도 있습니다. 
 
렙토스피라증의 장기적 영향은? 
렙토스피라증은 회복 속도가 느릴 수 있습니다. 만성피로증후군과 유사한 증상이 
수 개월씩 지속되는 경우도 있으며, 두통이나 우울증이 지속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눈에 세균이 존속하여 만성 안염을 일으키는 경우도 종종 있습니다. 
 
렙토스피라증의 전파경로는? 
렙토스피라균은 일반적으로 피부의 벤 상처나 찰과상을 통해 몸에 침입하며, 입, 코, 
눈의 내막을 통해서 침입하는 경우도 종종 있습니다. 렙토스피라균은 여러 종류의 
동물의 신장에 잠복해 있을 수 있으며, 감염된 동물의 소변이나 살과 접촉한 후에 
전염될 수 있습니다. 흙, 진흙, 또는 감염된 동물의 소변으로 오염된 물은 감염원이 
될 수 있는 것들입니다. 그리고 오염된 음식을 먹거나 오염된 물을 마심으로써 
전염되는 경우도 종종 있습니다. 
 
렙토스피라증은 주로 어떤 동물들에게 감염되나? 
렙토스피라균은 여러 종류의 포유동물에 보균되어 있습니다. 호주에서는 집쥐, 
들쥐, 개, 소, 토종동물, 돼지 (사육돼지와 산돼지), 말, 고양이, 양에 가장 많이 
보균되어 있습니다. 감염된 동물들 중에는 증상이 나타나는 경우도 있고 또는 
완전히 건강한 경우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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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염될 위험이 있는 사람은? 
동물과 가까이 접촉하는 사람, 또는 동물의 소변으로 오염된 물, 진흙, 흙, 초목에 
접하는 사람들은 감염될 위험이 더 큽니다. 그리고 일부 직종의 경우는 위험률이 더 
높습니다 (예, 농부, 수의사, 도살장 직원, 사탕수수 및 바나나 농부). 
렙토스피라증은 오염된 물이나 흙에 접촉하게 되는 레크리에이션 활동을 통해서도 
전파될 수 있습니다 (예; 야영, 정원가꾸기, 부쉬워킹, 계류타기, 기타 수상스포츠). 
 
호주에서는 렙토스피라증이 비교적 드문 편이나 NSW주의 북동부와 퀸슬랜드주 
등의 온난다습 지역에서 비교적 더 많이 발생합니다. 전국적으로 해마다 약 
200 명이 렙토스피라증 환자로 확인되는데, 확인되지 않은 환자들이 더 많을 
가능성도 있습니다. 그리고 여성보다는 남성에게 더 많이 발생합니다. 
 
렙토스피라증의 진단방법은? 
세균에 접한 후부터 약 1-2주가 지난 뒤에 증상이 나타나는 경우엔 렙토스피라증을 
의심할 수 있습니다. 렙토스피라증은 일반적으로 렙토스피라균의 감염여부를 
밝히는 혈액검사로 확인됩니다. 진단을 확인하기 위해서는 일반적으로 2주 이상의 
간격을 두고 두 번의 혈액검사를 해야 합니다. 렙토스피라균을 혈액, 뇌척수액, 
소변으로부터 배양할 수 있는 경우도 종종 있습니다.  
 
렙토스피라증의 치료방법은? 
렙토스피라증은 보통 독시싸이클린이나 페니실린 같은 항생제로 치료됩니다. 
검사결과가 나올 때까지 시간이 꽤 걸릴 수 있으며 그 동안 렙토스피라증이 심해질 
수 있기 때문에, 검사결과로 진단이 확인되기 전에 항생제를 미리 시작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항생제 치료는 조기에 시작해야 가장 큰 효과를 나타내는 것으로 
생각됩니다. 
 
렙토스피라증을 예방할 수 있는 방법은? 
렙토스피라증을 예방하는 방법에는 여러가지가 있습니다.  
 
돔물을 상대로 일하는 사람의 경우 

• 벤 상처나 찰과상은 방수거즈로 가리십시오.  
• 감염되었을 가능성이 있는 동물을 대상으로 일할 경우, 특히 소변에 접촉할 
가능성이 있을 경우엔 방호복 (예, 장갑, 보안경, 에이프런, 장화)을 
착용하십시오.  

• 소의 태반, 사산되었거나 유산된 송아지, 시체 등을 다룰 때는 장갑을 
착용하십시오.  

• 작업이 끝난 후에는 샤워를 하고 감염되었을 가능성이 있는 물질을 다룬 
후에는 손을 씻은 후에 말리십시오.  

• 감염되었을 가능성이 있는 동물을 다루는 동안에는 음식을 먹거나 담배를 
피우지 마십시오.  

• 수의사의 조언에 따라 가축을 예방접종 하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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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 외의 사람들의 경우 
• 동물의 소변으로 오염되었을 가능성이 있는 물에서 수영하지 않도록 
하십시오.  

• 벤 상처와 찰과상은 방수거즈로 가리십시오 (특히 동물의 소변으로 
오염되었을 가능성이 있는 흙, 진흙, 물에 접촉하게 되기 전에).  

• 실외에서는 신발을 신으십시오 (특히 진흙이나 젖은 흙을 밟을 경우).  
• 정원을 가꿀 때는 장갑을 끼십시오.  
• 집 주변에 있는 쓰레기를 치우고 먹이가 될만한 것들을 제거함으로써 설치류 
동물 (쥐나 또끼 따위)을 통제하십시오.  

• 개에게 내장고기를 날로 먹이지 마십시오.  
• 손을 비누로 씻으십시오. 렙토스피라균은 비누, 소독약, 그리고 건조시키는 
것만으로도 빨리 살균됩니다.  

 
증상이 나타날 경우엔 어떻게 하나? 
동물의 소변이나 오염된 환경에 접했을 가능성이 있은 후 수 주 내에 증상이 나타날 
경우엔 의사에게 그 가능성에 관해 얘기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예방 백신이 있는가? 
호주에는 렙토스피라증에 대한 인간용 백신으로 허가된 것이 없습니다. 동물 (소, 
돼지, 개)의 렙토스피라증을 예방하는 백신은 있지만, 예방접종을 받은 동물이라도 
이 백신으로 예방되지 않는 다른 계통의 렙토스피라균에는 여전히 감염될 수 
있습니다.  
 
한번 감염되었던 사람도 재감염될 수 있는가? 
렙토스피라균에는 계통이 다른 균들이 여러 가지 있기 때문에 다른 계통의 균에 
감염되어 렙토스피라증이 다시 생길 가능성이 있습니다. 
 
렙토스피라증 환자는 다른 사람들에게 전염성이 있는가? 
렙토스피라증은 드물게 인체 간에 직접 전파될 수 있습니다 (예; 성관계 및 모유를 
통해). 렙토스피라균은 감염후 수 개월 동안 소변을 통해서 전염될 수 있습니다. 
 

Page 3 of 3 
Leptospirosis 

 

NSW Multicultural Health Communication Service
Website: http://www.mhcs.health.nsw.gov.au
Email: mhcs@sesiahs.health.nsw.gov.au
Tel: (02) 9816 0347

1300 066 055               www.health.nsw.gov.au

더 자세한 정보 – 뉴 사우스 웨일즈 주 공중 보건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