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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문 요약

목적 : Q열은 세포내 병원체인 Coxiella burentii에 의한 감염증으로, Q열의

지속적 국소 감염은 주로 배양 음성 심내막염 또는 혈관 감염으로 나타난다. 

Q열은 국내에서 임상 경험이 많지 않고, 임상증상이 비특이적이며, 다양한

임상증후군으로 나타날 수 있어 진단이 어렵다. 또한 Q열의 표준 진단법으로

사용되는 혈청학 검사는 증상 발생 2~3주 후에나 진단이 가능함으로 그

효용성에 한계가 있다. 따라서 이 연구는 국내 급성 Q열의 임상 양상을

파악하고 중합연쇄반응(polymerase chain reaction, PCR)방법을 이용한 새로운

진단법의 유용성을 살펴보고자 하였다. 그리고 이를 이용하여 배양 음성

심내막염 및 혈관 감염과 Q열의 연관성을 파악하고자 하였다.

재료와 방법 : 2016년 2월부터 2019년 9월까지 서울아산병원에서 급성 Q열로

의심되는 환자들이 전향적으로 연구에 모집되었다. 급성 Q열은 임상적으로 급성

Q열에 합당한 증상을 보이면서 혈청학 검사 기준을 만족하는 경우로 정의되었다.

혈청학 검사 기준은 1) 급성기 혈청의 anti-phase Ⅱ IgM 항체가 1:50 

이상이거나 anti-phase Ⅱ IgG 항체가가 1:200 이상인 경우, 또는 2) 회복기

혈액에서 anti-phase Ⅱ IgG 항체가가 급성기 혈액에서의 항체가 보다 4배

이상 증가하거나, 혈청 전환이 일어난 경우로 정의하였다. 급성 Q열이 진단된

환자군과 다른 열성 질환으로 진단된 환자군을 나누어 임상적 특징을

비교하였다. Q열 PCR 검사는 C. burnetii genomic DNA의 IS1111를 겨냥하여

설계되었고, 이들 환자를 대상으로 그 진단적 유용성을 평가하였다. 2016년

12월부터 2019년 7월까지 서울아산병원에서 심내막염으로 의심되는 환자들이

전향적으로 연구에 모집되었고, 그 중 modified Duke criteria를 만족하고 배양

검사 음성인 환자를 모집하였다. 동시에 영상검사에서 대혈관 또는 인공 혈관에

감염이 의심되나 배양 검사 결과 음성인 환자를 모집하였다. Q열 심내막염은 1) 

심장 판막 조직에서 Q열 PCR 검사 양성이거나, 2) 혈액에서 Q열 PCR 검사

양성이면서 심초음파에서 심내막염을 시사하는 소견이 있는 경우로 정의하였다.

Q열 혈관 감염은 1) 감염된 혈관 조직의 Q열 PCR 검사 양성이거나, 2) 

혈액에서 Q열 PCR 검사가 양성이거나 anti-phase Ⅰ 항체가가 1:6400 

이상이면서 영상검사에서 동맥류 또는 인공 혈관 감염 소견이 확인된 경우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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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의하였다. 모집된 모든 환자에 대하여 그 임상적 특징을 분석하고, Q열에 대한

혈청학 검사와 혈액 및 심장 판막 조직에 대한 PCR 검사를 시행하였다.

결과 : 총 89명의 급성 Q열로 의심되는 환자 중, 19명의 급성 Q열 환자와

36명의 다른 열성 질환 환자들이 연구대상자로 확인되었다. 급성 Q열로 진단된

환자들에서 남자가 많았고(90% vs. 44%, p=0.001), 절반 이상의 환자들에서

2주 이내의 가축 접촉력이나 야외활동과 같은 위험요소가 없었다. 급성 Q열

군에서 다른 열성 질환 군보다는 발진이 나타난 경우가 통계적으로 유의하게

낮았고(11% vs. 36%, p=0.04), 급성 Q열은 대부분(95%)의 환자에서 간염으로

나타났다. 혈청학 검사를 표준 검사로 하였을 때, Q열 PCR 검사의 민감도는

89%(95% confidence interval [CI] 67-99), 특이도 86%(95% CI 71-95), 

양성예측도 77%(95% CI 60-98), 음성예측도 94%(95% CI 81-98)였다. 총

115명의 심내막염 환자 및 7명의 혈관 감염 환자 중, 16명의 배양 음성

심내막염 및 혈관 감염 환자가 최종 연구대상자로 분석되었다. 이들 중

6명(38%)의 환자들에게 선행하는 심질환이 있었으며, 5명(31%)이 판막 수술을

받았다. 16명의 환자들 중 3명의 혈액과 2명의 심장 판막 조직에서 Q열 PCR 

검사 양성이 확인되었다. 혈관 감염이 의심되었으나 동맥류나 인공 혈관을

가지고 있지 않은 1명의 환자를 제외하고 4명(25%)의 환자를 Q열

심내막염으로 진단할 수 있었다. 이 환자들 중에서 C. burnetii에 대한 치료를

받은 환자는 한 명도 없었으나, 2명은 심장 판막 수술을 받은 이후 안정적으로

외래를 통한 추적 관찰 중이며, 1명은 심장 판막 수술 이후 5개월만에 수술부위

감염이 발생하여 사망하였고, 나머지 1명은 기저 질환의 악화로 사망하였다.

결론 : Q열이 의심되는 환자에서 혈액 또는 조직의 Q열 PCR 검사가 Q열을

진단하는데 유용하게 활용될 수 있다. 이러한 Q열 PCR 검사를 배양 음성

심내막염 환자 및 혈관 감염 환자에게 적용하였을 때 약 1/4에서 Q열이

원인임을 증명하여 현재 임상에서 Q열에 의한 혈관 감염이 과소 평가되고

있음을 확인하였다.

중심단어 : Q열, Coxiella burentii, 중합효소연쇄반응, 배양 음성 심내막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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１

서론

Coxiella burnetii는 진핵 세포에서 복제되는 절대 세포 내 병원체(obligate 

intracellular pathogen)이다. C. burentii는 아종(strain)에 따라 대략 2 Mbp의

염색체와 32~51 kbp의 플라스미드(plasmid)를 가지고 있으며, 29개의 염색체에

유전적 가소성을 가지고 있음을 시사하는 분산된 삽입서열(insertion sequence)

을 가지고 있다.1) 인체에 감염된 C. burnetii는 주로 외막의 lipopolysaccharide

를 변화시켜 특징적인 항원 변화(antigenic variation)를 보이게 된다2). 감염성

이 없는 C. burnetii phase Ⅱ는 세포 계대 배양을 통해 실험실에서만 얻을 수

있고 Complement receptor 3를 통하여 대식세포내로 유입되어 포식용해소체

(phagolysosome)를 형성하여 빠르게 소실된다. 이렇게 식작용으로 파괴되면 숙

주의 혈액 내에 phase Ⅱ 항원에 대한 IgM (Immunoglobulin M)과 IgG

(Immunoglobulin G)가 순차적으로 증가한다. 반면, 감염된 숙주에서 주로 관찰

되는 감염성이 있는 C. burentii phase Ⅰ은 leukocyte response intergrin 또는

integrin-assocaited protein을 통해 대식세포내로 유입되어 식작용에 저항을

보인다. 그러나 그 후에 오랫동안 계속되는 대식세포의 반복적인 식작용에 노출

되면 파괴되어 숙주의 혈액 내에 Anti-phase Ⅰ IgM과 IgG가 증가하게 된다.3)

Q열은 C. burnetii에 의해 발생하는 대표적인 인수공통전염병(zoonosis)이다. 

소, 양, 염소와 같은 가축 및 애완동물과 같은 포유동물뿐만 아니라 진드기와 같

은 절지동물도 C. burnetii의 주요 숙주로 알려져 있다4). 주요 감염경로는 오염

된 젖, 소변, 분변, 출산 부산물 들의 비말(aerosol)흡입을 통해서인 것으로 알

려져 있어, 이러한 직업적 노출 위험이 있는 축산업, 도축, 농업 또는 C. 

burnetii을 취급하는 실험실에서 종사하는 사람들에게 주로 발생하는 것으로 알

려져 있다. 그러나 앞서 서술한 바와 같이 C. burnetii는 자연계에서 생존력이 매

우 강하고, 동물들이 있었던 곳에서는 몇 주간이나 죽지 않고 살 수 있으며5), 또

한 바람에 의해서도 퍼질 수 있어6), 뚜렷한 직업력이나 노출력이 없는 사람에서

도 발생할 수 있다7). 

급성 Q열의 잠복기는 대략 2~3주이며, C. burnetii에 감염된 환자들의 약 60%

는 불현성 감염으로 나타난다. 급성 Q열은 C. burnetii에 의해 초기 감염

(primary infection)된 경우로, 감기와 같은 가벼운 증상에서 중환자실 처치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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필요한 심한 폐렴까지 발생할 수 있고, 그 외에 간염이나 심막염, 심근염, 뇌염, 

무균성 뇌막염이 합병될 수 있다. 급성 Q열의 가장 흔한 형태의 질환은 자기한

정성 열성 질환(self limited febrile disease)으로 대부분은 경증인 경우가 많다.

Q열에서 볼 수 있는 검사 소견으로는 백혈구 수는 정상인 경우가 많고, 일부 혈

소판감소증이 동반되는 경우가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4). 급성 Q열에 의한 간

염의 빈도는 약 63~84%로 보고되어 있으며, 주로 간 효소 수치가 2~3배 정도

상승한 형태로 나타나는 경우가 많다. 우상복부 통증, 식욕부진, 오심, 구토, 설

사와 같은 증상이 나타날 수 있고, 간염이 진행하며 황달이 심해질 수도 있다.8, 9)

Q열 간염의 경우, 간 조직의 병리학적 검사에서 “도넛(doughnut)” 모양의 특

징적인 육아종을 볼 수 있는데, 이를 섬유소 고리 육아종(fibrin-ring granulo-

ma)이라 한다.10) 지질 공포를 중심으로 유상피 조직구(epitheloid histiocyte), 

호중구, 림프구가 도넛과 같은 띠모양으로 침윤되고 그 외연을 Masson ’ s 

trichome 염색 시 호산성으로 염색되는 섬유소양물질(fibrinoid material)이 둘

러싸는 특징적인 모양의 육아종이다. 그러나 이것은 Q열에서 자주 관찰되는 소

견이나 특이적이지는 않다. 

급성 Q열을 앓았던 사람들의 1~5%, 특히 anti-phase Ⅰ IgG 항체 역가가

높았던 환자들에서 지속적 국소 감염(persistent focalized infection)이 일어날

수 있는데, 심내막염으로 나타나는 것이 약 75%로 가장 흔하고, 그 외 혈관 감

염(vascular infection), 만성 간염, 골관절염 들로 나타날 수 있다11). 암, 판막질

환, 동맥류를 기저 질환으로 가진 환자나 임산부에서 지속적 국소 감염이 일어날

위험성이 크다. 이러한 지속적 국소 감염은 급성 Q열과 서로 다른 임상 증상, 진

단 방법, 치료 및 사망률을 보인다.12) 특히 Q열 심내막염은 급성 Q열 환자의

1~2%에서 1~48개월 후에 발생하는데,13) 약 77~97%14)에서 원질환으로 심장

판막 질환을 동반하고 주로 대동맥 판막과 승모판 판막을 침범한다. Q열 심내막

염 환자의 임상증상으로는 발열, 간종대, 비장종대, 점상출혈 및 자반성 피부발

진 들이 있다. 혈액검사에서는 백혈구 증다증, 혈소판 감소증, 간기능 검사 이상, 

적혈구 침강속도의 증가, 현미경적 혈뇨, 류마티스 인자(rheumatoid factor) 양

성, 순환 면역 결합체 양성 들이 나타날 수 있다. 그 외 흔하지는 않지만 동맥색

전증, 곤봉상 수지변화 들이 발현하기도 한다.15) 약 4~16%에서는 심초음파상

판막의 이상소견이 동반되지 않는 경우가 있고, 심내막염에 이환된 판막 조직 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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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에서도 Q열의 특징이라고 할 수 있는 소견은 없다. 배양 음성 심내막염에서

anti-phase Ⅰ IgG 항체 역가가 상승해 있거나, 심장 판막 조직 또는 혈액의

분자 생물학 검사에서 C. burnetii 감염의 증거가 확인되는 경우에만 Q열 심내막

염으로 진단할 수 있다. 따라서 Q열 심내막염은 감염성 심내막염 증세가 있는

환자에서 혈액 세균배양이 음성이고 일반적인 항생제 치료에 반응하지 않는 모

든 환자에서 의심해야 한다. 일반적인 혈액배양에서 균이 배양되지 않는 배양 음

성 심내막염은 진단 기준의 차이, 역학적 요인, 혈액배양 전 항생제 사용의 유무

같은 여러 가지 요인에 의해 차이는 있으나 총 심내막염 증례 중 약 2.5~31%

를 차지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16) 이러한 배양 음성 심내막염에서 가장 흔한

원인으로 Q열과 바르토넬라 감염증(Bartonellosis)이 보고되고 있다.15, 17) 배양

음성 심내막염에서 Q열 심내막염을 감별진단으로 고려하여 적극적으로 검사한

경우 Q열 심내막염이 배양 음성 심내막염에서 31~48%를 차지한다는 보고도

있었으나,17, 18) 반대로 감별진단으로 고려하지 않아 적극적으로 검사하지 않은

경우는 2%로 보고되기도 하였다.19) Q열 혈관 감염은 지속적 국소 감염의 두 번

째로 흔한 형태로 약 9%에서 발생한다.12) Q열 심내막염과 마찬가지로 동맥류나

인공 혈관과 같은 선행하는 혈관 병변이 있는 환자에서 C. burnetii 초감염이 발

생한 뒤 Q열 혈관 감염이 발생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가장 흔하게 이환되는

부위는 복부 및 흉부 대동맥이다. 대부분에서 체중 감소 및 설명 안되는 발열과

같은 비특이적인 증상으로 시작하여 진단이 늦어지는 경우가 많으며, 이후 대동

맥-십이지장 샛길, 골수염, 또는 허리근 농양 같은 합병증이 발생하면서 진단되

는 경우가 많다.20, 21)

급성 Q열은 대부분 경한 증상으로 약의 투여에 관계없이 1~2개월 내에 완전

회복되고, 합병증이 없는 경우의 치사율은 1%이다. 하지만 지속적인 국소 감염

인 Q열 심내막염의 경우에는 최소 18개월 이상의 doxycycline과 hydroxy-

chloroquine의 병합용법을 필요로 하며, 치사율이 3~8%이고, 42~59%에서 심

장 수술을 받아야 한다.11, 15) Q열 혈관 감염 또한 Q열 심내막염과 동일한 치료기

간이 고려되어야 하며, 10~25%20, 21)의 높은 치사율을 보인다. 

Q열의 진단은 임상증상과 함께 C. burnetii를 분리함으로써 확진할 수 있으나

배양이 어렵고 균 자체의 감염력이 강하여, 생물안정단계(biosafety level) 3 실

험실과 숙련자에 의한 균 조작이 필요하므로 C. buernetii의 분리 배양은 보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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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하지 않는다. 따라서 대부분 혈청학 검사를 통한 진단이 주로 이루어지고 있

고, 그 중 간접 면역형광항체법(indirect immunofluorescence assay)이 가장 유

용한 방법이며 가장 널리 쓰이고 있다.22) 혈청학 검사(serologic test)는 C. 

burnetii의 phase Ⅰ 또는 phase Ⅱ에 대한 IgM, IgG 항체들을 검출하는 것으

로, 간접 면역형광항체 검사법의 역가는 발병 후 1주 만에 anti-phase Ⅱ IgM

에 대하여 양성을 보이고, 3주에 최고치에 도달한다. 또한 anti-phase Ⅱ IgG에

대하여 3주 만에 양성을 보이고, 8주에 최고치에 도달하며 1년 후까지 양성이

확인될 수 있다.3) 따라서 급성 Q열은 anti-phase Ⅱ IgM 항체가가 1:50 이상

이거나 anti-phase Ⅱ IgG 항체가가 1:200 이상이면 진단이 가능하다. 또한

anti-phase Ⅱ IgG에서 혈청 전환(seroconversion)이나 항체 역가가 4배 이상

증가하면 급성 Q열로 진단할 수 있다. 반면 지속적인 anti-phase Ⅰ IgG 항체

의 높은 역가는 Q열의 지속적 국소 감염을 시사하므로 여러 문헌에 따라 경계값

(cuf-off value)의 차이는 있지만 대략 1:800 이상이면 지속적 국소 감염의 위

험이 있는 것으로 판단할 수 있다.23) 따라서 이러한 진단기준은 modified Duke 

criteria에도 그대로 적용되고 있다.24) 그 외에 흔히 이용되는 진단방법으로 C. 

burnetii의 genomic DNA를 표적하는 중합연쇄반응(polymerase chain reaction, 

PCR)이 있다. 이전 연구들에서 Isocitrate dehydrogenase gene (icd gene)25), 

outer membrane protein (com1) gene26), ompA gene27), IS30A spacer gene28), 

그리고 IS1111 spacer gene을29) 겨냥하는 PCR 검사가 Q열 진단을 위하여 사

용되었고, 이들 중 IS1111 spacer gene을 겨냥한 PCR이 민감도와 특이도가 우

수한 것으로 알려져있다. PCR을 이용하면 혈청학 검사에서 양성 결과가 나타나

기 전인 발병기간이 2주 이내인 환자들의 혈청에서도 C. burnetii 감염을 증명할

수 있고, 초기 감염동안의 높은 DNA load는 지속적 국소 감염의 진행과 관련이

있다30). 또한 Q열 심내막염 진단시, 심장 판막 조직에서 Q열 PCR을 시행하는

것이 비교적 높은 민감도를 보이는 것으로 알려져있다31).

Q열은 임상 증상이 비특이적이며 산발적으로 일어나게 되면 원인 모르는 발열

의 형태로 나타나는 경우가 많고 다양한 임상증후군으로 진행할 수 있어 임상적

으로 의심하여 혈청학 검사를 시행하지 않으면 진단이 어렵다. 설사 의심하여 혈

청학 검사를 시행한다 하더라도 질병 발생 2~3주 후에나 진단이 가능하기 때문

에 치료가 지연될 수 있다. 또한 Q열의 지속적 국소 감염은 불량한 예후로 이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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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므로 Q열을 진단하고, 지속적 국소 감염으로 진행할 위험성이 큰 고위험군을

선별하여 예방적 항생제 치료 및 면밀한 추적 관찰이 이루어져야 한다. 외국에서

는 Q열이 수차례 대규모로 유행하였기 때문에, Q열을 주요 공중보건 문제로 인

식하여 많은 연구가 진행되고 있으나, 국내에서는 아직 확실한 발생 현황조차 파

악이 어려운 실정이다. 더군다나 국내에서는 아직까지 Q열에 대한 임상 경험이

많지 않아 제대로 된 진단과 치료가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다.

따라서 이 연구는 국내 급성 Q열의 임상양상을 파악하고, 혈청학 검사 방법을

보완할 수 있는 새로운 PCR 검사법을 개발하고 임상적 유용성을 검증하고자 하

였다. 더불어 지속적 국소 감염의 가장 흔한 형태인 배양 음성 심내막염 및 혈관

감염에서 Q열이 기여하는 정도를 새롭게 개발된 진단법을 적용하여 알아보고자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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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대상 및 방법

1. 대상 환자군

가. 급성 Q열

2016년 2월부터 2019년 9월까지 서울아산병원에서 급성 Q열로 의심되는 환

자들이 전향적으로 연구에 모집되었다. 급성 Q열이 의심되는 환자란 원인이 명

확하지 않은 발열(체온≥38℃)이 있으면서 두통, 간비대, 비장비대, 간 효소 수

치의 상승, 폐렴의 증상들 중 적어도 하나 이상을 가지고 있는 경우로 정의하였

다. 환자들의 문진과 의무기록, 방사선소견, 혈액 및 조직 검사 결과를 통하여

발열의 원인을 조사하였고, 입원 후 3일 이내 발열을 설명할 수 있는 원인을 찾

는 경우(예를 들면, 배양 양성 폐렴, 요로감염, 혈류감염 등)는 연구대상에서 제

외하였다. 급성 Q열은 간접 면역형광항체법을 통한 혈청학 검사법으로 진단되었

다. “확정사례(confirmed cases)”는 회복기 혈액에서의 anti-phase Ⅱ IgG 

항체가가 급성기 혈액에서의 항체가보다 4배 이상 증가하거나, 혈청 전환이 일

어난 경우로 정의하였다.23) “ 유망사례(probable cases) ” 는 anti-phase Ⅱ

IgM 항체가 1:50 이상이거나 anti-phase Ⅱ IgG 항체가 1:200 이상인 경우로

정의하였다. 확정사례와 유망사례를 “Q열(Q fever)”군에 포함하였다. 급성 Q

열이 의심되었으나 추가 검사를 통해 다른 대체 진단이 이루어진 환자들과 다른

대체 진단이 이루어지지는 않았으나 급성기와 회복기 혈청 모두에서 급성 Q열의

증거를 찾을 수 없었던 환자들을 “다른 열성 질환(other febrile disease)”군

으로 분류하였다. 마지막으로, 급성 Q열이 의심되었으나, 추가 검사를 통해서도

발열의 원인을 찾지 못하고, 급성 Q열도 배제되지 못한 환자들을 “ 미확정

(indeterminate)” 군으로 분류하였다. 

나. 배양 음성 감염성 심내막염

2016년 12월부터 2019년 7월까지 서울아산병원에서 심내막염으로 의심되는

환자들이 전향적으로 연구에 모집되었다. 환자들의 문진기록, 심초음파, 방사선

소견, 혈액 및 조직 검사 결과가 연구종료시점까지 수집되었고, modified Duke 

criteria의 확진(definite)과 가능(possible)조건을 만족한 경우만 감염성 심내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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염으로 분류하였다(Table 1, Table 2). 감염성 심내막염으로 분류된 환자들 중

연구에 포함될 당시 적어도 3쌍 이상의 혈액 배양검사에서 7일 이상 배양했음에

도 음성인 경우 그리고 판막수술을 하여 얻은 판막 조직 배양검사에서도 음성인

경우, 배양 음성 감염성 심내막염 환자로 정의하였다. Q열 심내막염의 진단은 새

롭게 제안된 진단기준(Table 3과 Table 4)에 따라 이루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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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1. Definition of IE according to the proposed modified Duke criteria24)

Definite IE

Pathologic criteria

(1) Microorganisms demonstrated by culture or histologic examination of a vegetation, 

a vegetation that has embolized, or an intracardiac abscess specimen; or 

(2) Pathologic lesions; vegetation or intracardiac abscess confirmed by histologic 

examination showing active endocarditis

Clinical criteria*

(1) 2 major criteria; or 

(2) 1 major criterion and 3 minor criteria; or 

(3) 5 minor criteria 

Possible IE 

(1) 1 major criterion and 1 minor criterion; or

(2) 3 minor criteria

Rejected

(1) Firm alternate diagnosis explaning evidence of IE; or 

(2) Resolution of IE syndrome with antibiotic therapy for ≤4 days; or 

(3) No pathologic evidence of IE at surgery or autopsy, with antibiotics therapy for ≤4 

days; or

(4) Dose not meet criteria for possible IE, as above 

*See table 2 for definitions of major and minor criteria.

Abbreviation: IE, infective endocarditis.



９

Table 2. Definition of terms used in the proposed modified Duke criteria for the diagnosis 

of IE24)

Major criteria

Blood culture positive for IE

Typical microorganisms consistent with IE from 2 separate blood cultures:

Viridans streptococci, Streptococcus bovis, HACEK group, Staphylococcus aureus; or 

Community-acquired enterococci, in the absence of a primary focus; or 

Microorganisms consistent with IE form persistently positive blood culture, defined as 

follows; 

At least 2 positive culture of blood samples drawn >12h apart; or

All of 3 or a majority of ≥4 separate cultures of blood (with first and last sample drawn 

at least 1 h apart)

Evidence of endocardial involvement 

Echocardiogram positive for IE (TTE recommended in patients with prosthetic valves, 

rated at least “possible IE” by clinical criteria, or complicated IE [paravalvular abscess]; 

TTE as first test in other patients), defined as follows: 

Oscillating intracardiac mass on valve or supporting structures, in the path of regurgitant 

jets, or on implanted material in the absence of an alternative anatomic explanation; or

Abscess; or

New partial dehiscence of prosthetic valve

New valvular regurgitation (worsening or changing of pre-existing murmur not sufficient)

Minor criteria

Predisposition, predisposing heart condition or injection drug use

Fever, temperature > 38℃

Vascular phenomena, major arterial emboli, septic pulmonary infarcts, mycotic aneurysm, 

intracranial hemorrhage, conjunctival hemorrhages, and Janeway’s lesions

Immunologic phenomena: glomerulonephritis, Osler’s nodes, Roth’s spots, and rheumatoid 

facto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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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2. (continue)

Microbiological evidence: positive blood culture but does not meet a major criterion as noted 

above* or serological evidence of active infection with organism consistent with IE

*Excludes single positive cultures for coagulase-negative staphylococci and organisms that do

not cause endocarditis.

Abbreviation: HACEK, Haemophilus species, Aggregatibacter species, Cardiobacterium 

hominis, Eikeneila corrodens, and Kingella species; IgG, immunoglobulin G; IE, infective 

endocarditis; TTE, transesophageal echocardiography; TTE, transthoracic echocardiograph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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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3. Definition criteria for C. burnetii endocarditis32)

Definite IE

(1) Positive culture, PCR, or immunochemistry of a cardiac valve; or

(2) 2 major criteria*; or

(3) 1 major criterion and 3 minor criteria (including 1 microbiological characteristic and a 

cardiac predisposition)

Possible IE 

(1) 1 major criterion and 2 minor criteria (including 1 microbiological characteristic and a 

cardiac predisposition); or

(2) 3 minor criteria (including 1 microbiological characteristic and a cardiac predisposition)

*See table 4 for definitions of major and minor criteria. 

Abbreviation: IE, infective endocarditis; PCR, polymerase chain reac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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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4. Definition of terms used in the diagnostic criteria of C. burnetii endocarditis32)

Major criteria

Microbiology

Positive culture or PCR of the blood, an embolus :

Serology with IgG1 antibody titer of ≥6,400 mg/dl

Evidence of endocardial involvement 

Echocardiogram positive for IE (TTE recommended in patients with prosthetic valves, 

rated at least “possible IE” by clinical criteria, or complicated IE [paravalvular abscess]; 

TTE as first test in other patients), defined as follows: 

Oscillating intracardiac mass on valve or supporting structures, in the path of regurgitant 

jets, or on implanted material in the absence of an alternative anatomic explanation; or

Abscess; or

New partial dehiscence of prosthetic valve

New valvular regurgitation (worsening or changing of pre-existing murmur not sufficient)

PET scan displaying a specific valve fixation and mycotic aneurysm

Minor criteria

Predisposing heart condition (known or found on ultrasound)

Fever, temperature > 38℃

Vascular phenomena, major arterial emboli, septic pulmonary infarcts, mycotic aneurysm

(observed during PET scan), intracranial hemorrhage, conjunctival hemorrhages, and 

Janeway’s lesions

Immunologic phenomena: glomerulonephritis, Osler’s nodes, Roth’s spots, and rheumatoid 

Serological evidence: IgG1 antibody titer of ≥800 and < 6,400 mg/dl

Abbreviation: IgG1, Anti-phaseⅠ immunoglobulin G; IE, infective endocarditis; TTE, 

transesophageal echocardiography; TTE, transthoracic echocardiography; PCR, polymerase 

chain reaction; PET, positron emission tomograph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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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배양 음성 혈관 감염

2016년 12월부터 2019년 7월까지 서울아산병원에서 혈관염으로 의심되는

환자들이 전향적으로 연구에 모집되었다. 18F-FDG PET (18 Fluorodeoxy-

glucose positron emission tomography) 또는 CT(computed tomography)에서

대혈관(large vessel) 또는 인공 혈관(vascular prosthesis)의 염증소견이 의심

되는 환자들의33) 문진기록, 심초음파, 방사선소견, 혈액 및 조직 검사 결과가 연

구 종료시점까지 수집되었고, 혈관염의 원인을 파악하기 위하여 사용되었다. 혈

관염을 설명할 수 있는 다른 대체 질환이 있는 경우 최종 분석에서 제외되었다.

혈관 감염으로 분류된 환자들 중 연구에 포함될 당시 적어도 3쌍 이상의 혈액

배양검사에서 7일 이상 배양했음에도 음성인 경우 그리고 혈관수술을 하여 얻은

조직 배양검사에서도 음성인 경우, 배양 음성 혈관 감염 환자로 정의하였다. Q열

혈관 감염의 진단은 새롭게 제안된 진단기준(Table 5과 Table 6)에 따라 이루어

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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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5. Definition criteria for C. burnetii vascular infection32)

Definite 

(1) Positive culture, PCR, or immunochemistry of an arterial sample (prosthesis or 

aneurysm) or a periarterial abscess or a spondylodiscitis linked to aorta; or 

(2) 2 major criteria*; or

(3) 1 major criterion and 2 minor criteria (including 1 microbiological characteristic and a 

vascular predisposition)

Possible IE 

Vascular predisposition, serological evidence, and fever or emboli

*See table 6 for definitions of major and minor criteria.

Abbreviation: PCR, polymerase chain reac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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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6. Definition of terms used in the diagnostic criteria of C. burnetii vascular infection32)

Major criteria

Microbiology

Positive culture or PCR of the blood or emboli ; 

Serology with anti-phaseⅠIgG antibody titer of ≥6,400 mg/dl 

Evidence of vascular involvement

CT scan: aneurysm or vascular prosthesis + periarterial abscess, fistula, or spondylodiscitis

PET scan specific fixation on an aneurism or vascular prosthesis 

Minor criteria

Serological evidence: anti-phaseⅠIgG antibody titer of ≥800 and < 6,400 mg/dl

Fever, temperature > 38℃

Emboli

Underlying vascular predisposition (aneurysm or vascular prosthesis)

Abbreviation: CT, computed tomography; IE, infective endocarditis; IgG1, immunoglobulin 

G; PCR, polymerase chain reaction PET, positron emission tomograph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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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분자 생물학 방법

가. DNA 추출

1) 혈액을 이용한 DNA 추출

C. burnetii 검출을 위하여 Q열이 의심되는 환자로부터 혈액을 채취하였다.

EDTA tube에 대략 4 ml의 혈액이 채혈되었고, 5 분 동안 134g 로 원심분리한

뒤 혈장은 멸균튜브에 옮겨서 -20℃로 냉동 보관되었다. DNA 추출을 위하여

약 400 ㎕의 혈장과 QIAamp DNA MiniKit (Qiagen, Hilden, Germany)가 사용

되었다. DNA 추출방법은 제조회사의 실험지침에 의거하여 수행하되 일부 본 실

험에 맞게 개량되었다. 세포용해를 위하여 AL buffer와 proteinase K를 더하고,

70℃에서 10 분 동안 중탕하였다. 이후 2 회에 걸쳐 세척하고, AE buffer 200 

㎕로 녹인 뒤 사용 전까지 -20℃로 냉동 보관하였다.

2) 조직을 이용한 DNA 추출

Q열이 의심된 환자에서 간 또는 심장 판막 조직을 얻었다. 포르말린-고정

(formalin-fixed) 간 또는 심장 판막 조직에서 DNA가 추출되었다. 각 조직 검

체의 파라핀 블록(paraffin block)에서 5개의 절편(5 ㎛ 두께)을 절취한 후,

microtube에 옮겼다. Microtube에 xylene을 더하여 원심분리(12,000 rpm, 5 분)

하고 상층액을 버리는 과정을 3회 반복하였다. 이후 검체를 단계별 농도의

ethanol 용액으로 침전시키고, 원심분리하고, 세척한 뒤, 최종적으로 잔여분의

ethanol을 건조했다. 이후 DNA 추출을 위하여 QIAmp DNA Mini Kit (Qiagen, 

Hilden, Germany)를 사용하였다.

나. Primer의 제작

C. burnetii 특이 primer는 C. burnetii RSA 493 strain의 genomic DNA내 삽

입서열 IS1111A transposase gene (NCBI GenBank accession number 

NC_002971.4)을 대상으로 제작하였다. 제작된 primer의 서열 및 PCR product

의 길이는 Table 7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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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7. Primers designed for the present study 

Primer name Primer sequence (5’→3’) Amplicon

size (bp)

Q_F TGC CAC CGC TTT TAA TTC CTC CTC 525

Q_R CGG GTT AAG CGT GCT CAG TAT CTA

다. PCR 조건

제작된 primer와 추출된 DNA 들을 이용하여 PCR을 시행하였다. PCR을 위한

조성으로써 각 DNA 5 ㎕, Table 7에 표시된 forward primer 및 reverse 

primer 각 25 pmol, 2.5 mM MgCl2, 0.25 mM deoxynucleotide triphosphate, 1 

unit of Taq DNA polymerase (Qiagen), 그리고 10× PCR burffer (Qiagen)을

첨가하여 총 조성물의 용량을 25 ㎕로 하였다. PCR 반응은 최초 denaturation

으로 95℃에서 15분간 반응시킨 후, 95℃에서 30초, 62℃에서 30초, 72℃에서

30초를 45 cycle 반복 수행하였고 마지막으로 72℃에서 7분간 수행함으로써 종

료하였다. 증폭된 각각의 PCR 산물들은 ethidium bromide를 포함한 2% 

agarose gel에 전기영동하여 GelDoc System (Clinx Science Instruments, 

Shanghai, China)을 통해 시각화하여 증폭여부 및 크기를 확인하였다(Fig. 1).

라. PCR 생산물의 Sequencing과 서열 분석(sequence analysis)

Q열 PCR을 통해 증폭된 PCR 산물의 Sequencing은 Marogen사에 의뢰되었

다. 즉, 증폭된 유전자를 1% agarose gel에서 전기영동하여 확인한 뒤, DNA절편

을 절단한 후, Expin PCR SV kit (GeneAll, Seoul, Korea)를 사용하여 정제하였

다. Bigdye Terminator chemistry와 ABI 3730XL DNA Analyzer (Applied 

Biosystem, Foster City, CA, USA)를 이용하여 정제된 DNA 샘플의 염기서열

분석을 수행하였다. BLAST (Basic Local Alignment Search Tools) 프로그램으

로 GeneBank (http://www.ncbi.nlm.nih.gov) database에 등록되어 있는 염기서

열과 분석된 염기서열과의 상동성을 비교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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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1. Agarose gel electrophoresis of polymerase chain reaction (PCR) products, using 

primers for Coxiella burnetii IS1111 gene in the patients with suspected acute Q fever. M, 50-

bp DNA ladder as a size marker; P, C. burnetii DNA control (recombinant plasmid including 

525 bp IS1111 gene of C. burnetii); 1-4, DNA from patients with acute Q fever (left); 1-4, 

DNAs from patient with other febrile disease (right); N, negative contro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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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통계학적 분석

통계값은 평균±표준오차, 백분율, 중위값, 사분위범위(interquartile range,

IQR) 또는 95% 신뢰구간(confidence interval, CI)으로 나타내었고, 두 군 간의

비교는 Mann-Whitney U test 또는 Fisher’s exact test로 하였다. 유의수준은

p값 0.05 미만으로 하였다. 모든 통계적 분석은 상용화된 프로그램(SPSS v. 

24.0, IBM, Armonk, New York)을 사용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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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결과

1. 급성 Q열

가. 급성 Q열의 임상적 특징

총 89명의 급성 Q열이 의심되는 환자들이 연구기간동안 등록되었다(Fig. 2).

89명 중 34명(38%)은 발열의 원인이 밝혀지지 않으면서, Q열에 대한 혈청학

검사가 1회만 이루어졌거나 마지막 혈청검사가 항체 미형성기(window period)

이내에 이루어져 급성 Q열을 배제할 수 없어 분석에서 제외되었다. 나머지 55명

중에서 29명은 발열을 설명하는 다른 진단이 확인되었고, 그 중 9명은 혈액종양

질환(hematologic malignancy), 9명은 류마티스 질환(rheumatologic disease), 

4명은 약물 과민 반응(drug hypersensitivity), 그리고 7명은 다른 감염성 질환

(infectious disease)이었다. 다른 감염성 질환은 뎅기열(dengue fever), 파종성

결핵(disseminated tuberculosis), 레지오넬라증(legionellosis), 쯔쯔가무시병

(scrub typhus), 급성 재활성 만성 B형 간염, 황색포도알균(Staphylococcus 

aureus)에 의한 독성 쇼크 증후군(toxic shock syndrome), 스파르가눔증

(sparganosis)이었다. 7명은 발열의 원인 질환이 밝혀지지는 않았으나, 급성기

(acute phase)와 회복기(convalescent phase)의 2회의 혈청검사 결과 급성 Q

열을 배제할 수 있었다. 이상의 36명(40%)을 “다른 열성 질환(other infectious 

disease)”으로 분류하였다. 급성 Q열로 19명(21%)이 최종적으로 진단되었고,

혈청검사 결과에 따라 확정 Q열은 10명, 유망 Q열은 9명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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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2. Distribution of the 89 patients with suspected acute Q fever from February 19, 2016 to 

September 2, 2019. *Patients with “indeterminate diagnoses” did not received an alternative 

clinical diagnosis with negative serologic results in only single samp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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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열 환자와 다른 열성 질환 환자로 분류된 환자들의 임상적 특징을 비교하여

Table 8에 제시하였다. Q열로 진단된 환자들에서 남성의 비율이 통계적으로 유

의미하게 높았고(90% vs. 44%, p=0.001), 두 그룹간 평균 연령에서의 통계적으

로 유의한 차이는 없었다(50세 vs. 55세, p=0.21). 환자들의 지역 분포는 충북

5명, 강원 3명, 충남 3명, 서울 2명, 전남 2명, 경북 2명, 경기 1명, 그리고 전

북 1명으로 충북이 26%로 가장 많은 비율을 차지하였다. Q열로 진단된 환자의

절반 정도(42%)에서 증상발생 2주 이내의 가축 접촉력 또는 야외 활동 같은 위

험요소가 확인되었으나, 나머지 환자들에서 그러한 위험요소들을 확인할 수 없었

다. 두 군 간 임상증상은 거의 차이가 없었는데, 발진이 동반된 경우가 Q열 군에

서 통계적으로 유의하게 낮았고(11% vs. 36%, p=0.04), 통계적으로 유의하지는

않았지만, Q열 군에서 두통(53% vs. 28%, p=0.07)과 간비대(60% vs. 31%, 

p=0.05)가 좀 더 높은 비율로 동반되는 경향을 보였다. Q열로 진단된 환자들

중 폐렴이 나타난 환자는 한 명도 없었으며, 거의 대부분의 환자(n=18, 95%)에

서 급성 간염이 동반되었다. Q열 환자에서의 혈청 아스파르테이트 아미노전달효

소(aspartate transferase, AST), 알라닌 아미노전달효소(alanine 

aminotransferase, ALT), 그리고 알칼리성 포스파타제(alkaline phosphatase, 

ALP)의 중앙값은 각각 93 IU/L(IQR 46-158), 100 IU/L(IQR 54-160), 그리

고 100 IU/L(IQR 54-160)였다. 18명의 급성 간염이 동반된 환자들 중 5명에서

간 조직 생검이 시행되었고, 그 중 4명에서 섬유소 고리 육아종이 관찰되었다.

다른 열성 질환으로 진단된 환자들에서 혈청 AST, ALT, 그리고 ALP의 중앙값

은 각각 90 IU/L(IQR 41-183), 90 IU/L(IQR 41-172), 그리고 137 IU/L(IQR 

87-243)으로 급성 Q열 그룹과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는 없었다. 혈청학 검사

를 통하여 증상 발생시점부터 Q열로 최종진단 될 때까지 걸린 시간은 22일(IQR 

17-28)이었고, 입원시점부터 Q열로 최종진단 될 때까지 걸린 시간은 13일

(IQR 3-20)이었다. Q열로 진단된 19명의 환자 중 17명이 doxycycline으로 치

료되었고, 치료기간의 중앙값은 14일(IQR 10-24)이었다. 연구 기간동안 Q열로

진단된 환자들 중 사망한 환자는 없었으나, 다른 열성 질환으로 분류된 환자 36

명 중 3명(8%)이 사망하였고, 모두 혈액종양 질환을 진단받은 환자들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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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8. Baseline characteristics of patients suspected of having acute Q fever

Total 

(n = 55)

Q fever 

(n = 19)

Other febrile diseases*

(n = 36)

P

value

Age, mean years ± SD 53 ± 15 50 ± 14 55 ± 15 0.21

Male gender 33 (60) 17 (90) 16 (44) 0.001

Exposure to zoonotic risk 

factors†

17 (31) 8 (42) 9 (25) 0.19

Immunosuppressive 

condition‡

6 (11) 2 (11) 4 (11) 0.99

Clinical symptoms

Myalgia 46 (84) 17 (90) 29 (81) 0.47

Acute fatigue 15 (27) 4 (21) 11 (31) 0.45

Headache 20 (36) 10 (53) 10 (28) 0.07

Pneumonia 4 (7) 0 (0) 4 (11) 0.29

Hepatomegaly 10 (18) 5 (26) 5 (14) 0.29

Splenomegaly 22 (40) 11 (60) 11 (31) 0.05

Skin rash 15 (27) 2 (11) 13 (36) 0.04

Laboratory findings

Abnormal WBC count§ 21 (38) 6 (32) 15 (42) 0.46

Low platelet count§ 22 (40) 6 (32) 16 (44) 0.35

Increased liver enzymes 

(¶AST/ALT/ALP) 

49 (89) 18 (95) 31 (86) 0.65

Data are number (%) of patients, unless otherwise indicated. SD = standard deviation. P values 

< 0.05 were considered to be significant.

*36 patients classified other febrile diseases included 29 patients who have an alternative

clinical diagnosis and 7 patients with negative Q fever serologic results in paired samples 

(without other alternative clinical diagnoses)  

†Patient reported contact with cattle, tick bites and visiting to livestock farm.

‡Immunosuppressive condition is defined as patients with underlying disease such a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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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alignancy, liver cirrhosis, chronic renal failure, or those receiving immunosuppressive 

treatment.

§Normal WBC count range is between 4,000 to 10,000/uL and normal platelet count range is 

between 1500000 to 3500000/uL. 

¶AST = aspartate transferase, ALT = alanine transferase, ALP = alkaline phosphatase. The cut 

off points of AST, ALT, and ALP was determined as 40 IU/L, 40 IU/L, 120 IU/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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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급성 Q열 PCR 검사 결과

연구에 등록된 모든 환자의 혈액에서 Q열 PCR이 수행되었다. Q열이 진단된

환자들의 PCR 검사를 통하여 증상 발생시점부터 Q열로 최종진단 될 때까지 걸

린 시간의 중앙값은 15일(IQR 12-28)이었다. 입원 시점으로부터 PCR이 시행

될 때까지 걸린 시간의 중앙값은 3일(IQR 1-8)이었다. 급성 Q열이 의심되는 환

자 중 혈액 또는 간 조직에서 시행한 Q열 PCR 검사결과 양성인 경우 Q열 PCR 

검사 양성으로 정의하였다(Fig. 1). 급성 Q열로 진단된 19명의 환자 중 17명이

Q열 PCR 양성이었고, 2명은 음성이었다. 다른 열성 질환으로 분류된 36명의 환

자 중 5명이 Q열 PCR 양성이었고, 29명은 음성이었다. 따라서, Q열 혈청학 검사

결과를 표준 검사법(gold standard)으로 하였을 때, Q열 PCR 검사의 진단적 성

능(diagnostic performance)은 민감도 89%(95% CI 67-99), 특이도 86%(95% 

CI 71-95), 양성예측도 77%(95% CI 60-98), 음성예측도 94%(95% CI 81-

98)였다(Table 9).

10명의 확정 Q열 환자에서 9명이 Q열 PCR 검사 양성이었고, 혈액에서의

PCR 검사 결과만으로 판단하였을 때는 9명(한 명은 간 조직에서만 Q열 PCR 

검사가 시행되었다) 중 7명에서 Q열 PCR 검사 양성이었다. 나머지 9 명의

유망 Q열 환자에서 8명이 Q열 PCR 검사 양성이었고, 모두 혈액에서 PCR 

검사가 시행되었다.

확정 Q열과 유망 Q열 환자에서 Q열 PCR 검사 결과와 혈청학 검사결과 사이

의 관계를 Fig. 3에 나타내었다. 

확정 Q열 환자에서 급성기 혈청학 검사결과 anti-phase Ⅱ IgM과 IgG 모두

음성이었으나, 회복기 혈청학 검사결과 혈청 전환이 일어난 환자는 총

3명이었고 이 환자들에게서 급성기 그리고 회복기 혈청학 검사가 시행된 시점의

중앙값은 증상 발생일을 기준으로 각각 8일(IQR 6-9), 19일(IQR 16-

20)이었다. 3명(100%, 3/3)의 환자 모두에서 혈액에서 시행한 Q열 PCR 검사

결과는 모두 양성이었다. Q열 PCR 검사가 시행된 시점은 증상 발생일을

기준으로 9일(IQR 7-10)이었다. 확정 Q열 환자에서 급성기 혈청학 검사결과

anti-phase Ⅱ IgM은 양성, IgG는 음성이었으나, 회복기 혈청학 검사결과

anti-phase Ⅱ IgG의 역가가 4 배 이상 상승하거나 혈청 전환이 확인된 환자는

총 6명이었고 이 환자들에서 급성기 그리고 회복기 혈청학 검사가 시행된 시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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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9. Diagnostic performance of Q fever PCR in patients with suspected acute Q fever

Statics Probable + Confirmed cases

(n=19) 

(%, [confidence interval])

Confirmed cases

(n=10)

(%, [confidence interval])

Sensitivity 89 [67–99] 90 [56–100]

Specificity 86 [71–95] 86 [71–95]

Positive predictive value 77 [60–98] 64 [44–81]

Negative predictive value 94 [81–98] 97 [83–100]

Positive likelihood ratio 6.4 [2.8–15] 6.5 [2.8–15]

Negative likelihood ratio 0.12 [0.03–0.46] 0.12 [0.02–0.7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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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3. Phase Ⅱ antibody distribution of the patients with confirmed and probable Q fever and Q fever polymerase chain reaction (PCR) results of 

each serologic group. IgM(+) = phase Ⅱ immunoglobulin M (IgM) antibody titer ≥1:50; IgG(+) = phase Ⅱ immunoglobulin G (IgG) antibody titer 

≥1:200; PCR(+) = positive detection of Coxiella burnetii DNA by PCR. *1 patient did not be performed Q fever PCR from blood. †No convalescent 

sample from this patient. ‡Of 8 patients, 2 did not be collected convalescent samp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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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중앙값은 증상 발생일을 기준으로 각각 11일(IQR 11-13), 27일(IQR 24-

35)이었다. 6명 중 5명의 환자 혈액에서 Q열 PCR 검사가 시행되었고 그 중 4

명(80%, 4/5)이 양성이었다. 이 환자들에서 Q열 PCR 검사가 시행된 시점은 증

상 발생일을 기준으로 17일(IQR 13-25)이었다. 확정 Q열 환자 중 1명에서 급

성기 혈청학 검사결과 anti-phase Ⅱ IgM과 IgG 모두 양성이었고, 회복기 혈청

학 검사결과 anti-phase Ⅱ IgG의 역가가 4배 이상 상승한 것이 확인되었다. 

이 환자에서 증상 발생일을 기준으로 급성기, 회복기 혈청학 검사가 각각 20일,

48일에 시행되었다. 이 환자에서 Q열 PCR 검사는 음성이였고 증상 발생일을

기준으로 69일에 시행되었다. 

유망 Q열 환자 중 한 명의 환자에서 급성기 혈청학 검사결과 phase Ⅱ IgM

만 양성이었고, Q열 PCR 검사 결과는 양성이었다. 이 환자에서 급성기 혈청학

검사와 Q열 PCR 검사는 모두 증상 발생으로부터 12일에 시행되었다. 나머지

유망 Q열 환자 8명은 phase Ⅱ IgG가 양성이었고, 7명(88%, 7/8)이 Q열 PCR 

검사 결과 양성이었다. 이 환자들에서 급성기와 회복기 혈청학 검사가 시행된 시

점의 중앙값은 각각 20일(IQR 15-27), 40일(IQR 33-52)이었고, Q열 PCR 검

사가 시행된 시점의 중앙값은 17일(IQR 15-33)이었다. 

Q열로 진단된 환자 전체를 급성기 혈청학 검사결과에 따라 1) anti-phase Ⅱ

IgM 음성 그리고 anti-IgG 음성인 군; 2) anti-phase Ⅱ IgM 양성 그리고 IgG 

음성인 군; 3) anti-phase Ⅱ IgG 양성인 군으로 나누었을 때, 각 군에서 혈액

검사로부터 Q열 PCR 검사 양성률은 각각 100%(3/3), 83%(5/6), 78%(7/9)이

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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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배양 음성 심내막염 및 혈관 감염

가. 배양 음성 심내막염 환자 및 혈관 감염 환자의 임상적 특징

연구기간동안 115명의 심내막염으로 의심되는 환자들이 선별되었다(Fig. 4).

이 환자들은 심초음파 소견상 증식(vegetation), 심장 농양(cardiac abscess), 

인공 판막의 새로운 결손(dehiscence) 및 새로운 판막 폐쇄부전증의 발생이 확

인되었다. 연구 종료시점까지 추적 관찰한 결과, 이들 중 16명(14%, 16/115)의

환자들이 modified Duke criteria의 배제(rejected)기준에 합당하여 분석에서 제

외하였다. 분석에 제외된 16명 중 6명(38%, 6/16)은 류마티스 질환, 2명(12%, 

2/16)은 퇴행성 병변(degenerative lesion), 7명(44%, 7/16)은 혈전성 병변

(thrombotic lesion)이었고, 그리고 1명(6%, 1/16)은 종양성 질환으로 확인되었

다. Modified Duke criteria의 가능 감염성 심내막염과 확진 감염성 심내막염에

해당하는 환자들은 각각 19명, 80명으로, 총 99명(86%, 99/115)이었다. 이들

중 혈액 또는 심장 판막 조직에서 원인균이 확인된 경우는 81명(82%, 81/99)이

었다. 남은 18명(18%, 81/99)의 배양 음성 감염성 심내막염으로 분류된 환자들

중에서 4명은 연구 등록이 되지 못하였고, 14명에 대하여 최종 분석이 이루어졌

다. 이 환자들 중 6명은 확진 감염성 심내막염 환자였고, 8명은 가능 감염성 심

내막염 환자였다.

동일 연구기간동안 PET이나 CT에서 대혈관 및 인공 혈관의 염증성 병변이

확인된 환자는 7명이었다(Fig. 4). 연구 종료 시점까지 추적관찰한 결과, 이들

중 2명의 환자는 각각 거대세포 동맥염(giant cell arteritis)과 혈전성 병변으로

최종 진단되었다. 나머지 5명의 환자들 중 3명은 혈액 또는 이환부위 조직 배양

검사 결과 원인균이 확인되어, 최종적으로 2명의 환자가 배양 음성 혈관 감염

환자로 분류되어 분석에 포함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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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4. Distribution of the 122 patients with echocardiogram positive for infective endocarditis 

or vascular inflammatory lesion in imaging from December 5, 2016 to July 31, 2019. 

*Echocardiogram positive for IE defined as follows: oscillating intracardiac mass on valve or 

supporting structures, in the path of regurgitant jets, or on implanted material in the absence 

of an alternative anatomic explanation; abscess; or new partial dehiscence of prosthetic valve 

or new valvular regurgit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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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10에 최종 분석에 포함된 16명의 환자들의 임상정보, 심초음파 소견, Q

열 혈청학 검사 소견, 그리고 혈액에서의 Q열 PCR 검사 결과를 나타내었다. 16

명의 배양 음성 감염성 심내막염 및 혈관 감염 환자들 중 3명(21%)의 환자가

첫 배양검사 전 항생제를 투약 받았다. 이들의 평균 연령은 60±20세 였고, 대

부분의 환자들은 남성이었으며(남:여, 4.3:1), 절반 이상(56%)의 환자들은 기저

질환이 없는 건강한 환자들이었다. 6명(38%)의 환자들에서 기저 심질환이 있었

고, 이엽성 대동맥판막질환(bicuspid valvular disease) 2명, 선천성 심기형 2명, 

류마티스성 판막 질환 1명, 그리고 퇴행성 판막질환 1명이었다. 이들 중 3명

(19%)은 기저 심질환에 대한 수술적 치료를 이미 받고 인공 판막 및 인공 혈관

을 갖고 있는 환자들이었다. 3명의 환자에서 감염성 심내막염이 2개 이상의 판막

에 이환된 것이 확인되었으며, 가장 흔하게 이환된 판막은 승모판막(n=10, 59%)

이었고, 두 번째는 대동맥판막(n=6, 35%)이었다. 2명의 혈관 감염 환자들은 모

두 흉부대동맥에 감염이 발생하였다. 7명(44%)의 환자에서 판막 부전(valve 

insufficiency)이 동반되었고, 4 명(25%)의 환자에서 심장 농양 및 판막 천공

(valve perforation)의 합병증이 동반되었다. 이들 중 5명(31%)이 판막 수술을

받았다. 판막 수술을 받은 환자들의 수술 적응증과 조직학 소견을 Table 11에

나타내었다. 진단부터 수술까지의 소요시간은 평균 20±16일이었다. 판막 수술

을 받은 환자들의 판막 조직학 소견은 모두 감염성 심내막염에 합당한 소견이었

다. 16명의 환자들 모두에서 anti-phase Ⅱ IgM과 IgG검사가 시행되었고, 양성

소견을 가진 환자는 1명(Table 10. Patient No. 15)이었다. 이 환자를 포함한 14

명의 환자들에게서 anti-phase Ⅰ IgM과 IgG검사가 시행되었고, 앞서 anti-

phase Ⅱ 항체 양성이었던 1명을 제외하고 나머지 환자들에서 모두 음성으로

확인되었다. 2명의 환자(Table 10, Patient No. 12, 13)를 제외한 14 명의 환자

들은 모두 경험적 항생제 치료를 받았고, 평균 투약 기간은 55±34일이었다. Q

열의 혈청학 검사에서 양성 소견을 보인 15번 환자를 제외한 나머지 환자들 중

에서 C. burnetii에 대한 치료를 받은 환자는 한 명도 없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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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10. Results of Q fever polymerase chain reaction of blood from 16 patients with culture-negative infective endocarditis and vasculitis.

Patient 

no.

Age/

Sex

Duke 

classification

Comorbidity Predisposing 

heart disease

Symptoms Infected 

valve or 

structure

Echocardiography 

or image finding

Q fever 

serology†

PCR 

result 

1 M/33 Definite IE None VSD Fever, flu-like syndrome*, 

splenomegaly

PV, AV Vegetation, 

valvular thickening, 

valvular insufficiency

PhaseⅡ IgG 1:<16

PhaseⅡ IgM 1:<16

Negative

2 M/82 Possible IE None None Fever, flu-like syndrome, 

hepatitis, acute embolic 

cerebral infarction, 

endophthalmitis

MV Vegetation, 

valvular thickening

PhaseⅡ IgG 1:<16

PhaseⅡ IgM 1:<16

Negative

3 M/20 Definite IE None None Fever, flu-like syndrome, 

hepatitis, acute embolic 

cerebral infarction, 

endophthalmitis

MV Vegetation, 

cardiac abscess

PhaseⅡ IgG 1:<16

PhaseⅡ IgM 1:<16

Negativ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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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10. (continue)

Patient 

no.

Age/

Sex

Duke 

classification

Comorbidity Predisposing 

heart disease

Symptoms Infected 

valve or 

structure

Echocardiography 

or image finding

Q fever 

serology†

PCR 

result 

4 M/73 Definite IE HTN AVR d/t

bicuspid

aortic valve

Fever, flu-like syndrome, 

multiple mycotic aneurysm, 

vertebral osteomyelitis

AV Vegetation, 

valvular thickening, 

cardiac abscess

PhaseⅠ IgG 1:<16

PhaseⅠ IgM 1:<16

PhaseⅡ IgG 1:<16

PhaseⅡ IgM 1:<16

Negative

5 M/60 Possible IE Malignancy None Fever, flu-like syndrome MV, AV Vegetation, 

valvular thickening, 

valvular insufficiency

PhaseⅠ IgG 1:<16

PhaseⅠ IgM 1:<16

PhaseⅡ IgG 1:<16

PhaseⅡ IgM 1:<16

Negative

6 F/82 Definite IE None Bicuspid 

aortic valve

Fever, renal involvement AV Vegetation,

valve perforation

valvular insufficiency

PhaseⅠ IgG 1:<16

PhaseⅠ IgM 1:<16

PhaseⅡ IgG 1:16

PhaseⅡ IgM 1:<16

Positiv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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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10. (continue)

Patient 

no.

Age/

Sex

Duke 

classification

Comorbidity Predisposing 

heart disease

Symptoms Infected 

valve or 

structure

Echocardiography 

or image finding

Q fever 

serology†

PCR 

result 

7 M/36 Possible IE None None Fever, splenomegaly

acute embolic cerebral 

infarction, 

splenic/renal infarction, 

mycotic aneurysm, 

MV Vegetation, valve 

perforation, MV

cordae tendinae 

rupture, valvular 

insufficiency

Phase I IgG 1:<16

Phase I IgM 1:<16

Phase II IgG 1:16

Phase II IgM 1:<16

Negative

8 M/44 Possible IE Malignancy None Fever, flu-like syndrome, acute 

embolic cerebral infarction, 

renal infarction

MV Vegetation, 

valvular insufficiency

PhaseⅠ IgG 1:<16

PhaseⅠ IgM 1:<16

PhaseⅡ IgG 1:<16

PhaseⅡ IgM 1:<16

Positive

9 M/70 Possible IE DM, COPD None Flu-like syndrome, dyspnea, 

septic pulmonary infarct

MV Vegetation, 

valvular thickening, 

MV cordae tendinae 

rupture

PhaseⅠ IgG 1:<16

PhaseⅠ IgM 1:<16

PhaseⅡ IgG 1:<16

PhaseⅡ IgM 1:<16

Negativ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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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10. (continue)

Patient 

no.

Age/

Sex

Duke 

classification

Comorbidity Predisposing 

heart disease

Symptoms Infected 

valve or 

structure

Echocardiography 

or image finding

Q fever 

serology†

PCR 

result 

10 M/63 Possible IE Malignancy, 

DM

None Fever, flu-like syndrome, 

dyspnea, acute embolic 

cerebral infarction, hepatitis

MV Vegetation, 

valvular insufficiency

PhaseⅠ IgG 1:<16

PhaseⅠ IgM 1:<16

PhaseⅡ IgG 1:<16

PhaseⅡ IgM 1:<16

Negative

11 F/63 Definite IE None None Fever, acute embolic cerebral 

infarction,

MV Vegetation, valvular 

insufficiency

PhaseⅠ IgG 1:<16

PhaseⅠ IgM 1:<16

PhaseⅡ IgG 1:<16

PhaseⅡ IgM 1:<16

Negative

12 F/85 Possible IE None Severe 

degenerative 

AR

Flu-like syndrome AV Vegetation PhaseⅠ IgG 1:<16

PhaseⅠ IgM 1:<16

PhaseⅡ IgG 1:<16

PhaseⅡ IgM 1:<16

Negativ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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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10. (continue)

Patient 

no.

Age/

Sex

Duke 

classification

Comorbidity Predisposing 

heart disease

Symptoms Infected 

valve or 

structure

Echocardiography 

or image finding

Q fever 

serology†

PCR 

result 

13 M/83 Possible IE DM, HTN None Fever, acute embolic cerebral 

infarction, mycotic aneurysm

MV Vegetation, 

calcification

PhaseⅠ IgG 1:<16

PhaseⅠ IgM 1:<16

PhaseⅡ IgG 1:<16

PhaseⅡ IgM 1:<16

Negative

14 M/50 Definite IE None Bentall 

operation 

and MVR d/t 

rheumatic 

valve disease

Fever, flu-like syndrome, acute 

embolic cerebral infarction, 

endopththalmitis, brain abscess

MV, AV Vegetation, 

valvular thickening

PhaseⅠ IgG 1:<16

PhaseⅠ IgM 1:<16

PhaseⅡ IgG 1:<16

PhaseⅡ IgM 1:<16

Negative

15 M/68 N/A None None Fever, flu-like syndrome, 

hepatitis, splenomegaly

Aortic 

arch

Newly appeared mild 

hypermetabolic 

activity in ascending 

aortal wall (PET-CT)

PhaseⅠ IgG 1:2048

PhaseⅠ IgM 1:256

PhaseⅡ IgG 1:>2048

PhaseⅡ IgM 1:>2048

Positiv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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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10. (continue)

Patient 

no.

Age/

Sex

Duke 

classification

Comorbidity Predisposing 

heart disease

Symptoms Infected 

valve or 

structure

Echocardiography 

or image finding

Q fever 

serology†

PCR 

result 

16 M/43 N/A None Total arch 

replacement 

d/t AD and 

congenital 

aorta 

anomaly

Fever, flu-like syndrome, 

splenomegaly

Aortic 

arch

Active inflammatory 

focus suggesting graft 

infection at mid aortic 

arch (PET-CT)

PhaseⅠ IgG 1:<16

PhaseⅠ IgM 1:<16

PhaseⅡ IgG 1:<16

PhaseⅡ IgM 1:<16

Negative

*Flu-like syndrome includes chills, sweats, myalgia and arthralgia. 

†Phase Ⅰ IgM and IgG value of patient 1,2 and 3 was not available. 

Abbreviation: AD, aortic dissection; AV, aortic valve; AVR, aortic valve replacement; DM, diabetes mellitus; HTN, hypertension; IE, infective 

endocarditis; MV, mitral valve; MVR, mitral valve replacement; N/A, non-available; PET-CT, positron emission tomography-computed tomography; 

PV, pulmonic valve; VSD, ventricular septal defec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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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11. Results of Q fever polymerase chain reaction of cardiac valve tissue from 5 patients with culture-negative infective endocarditis that 

underwent cardiac valve surgery

Patient no. Indication for surgery Time from diagnosis to surgery Histologic features PCR result from tissue

1 Valvular insufficiency 27 days Chronic and acute necrotizing inflammation Negative

3 Cardiac abscess formation 11 days Acute and chronic valvulitis with abscess formation and necrosis Positive

4 Cardiac abscess formation 4 days Subacute necrotizing valvulitis with vegetation Positive

6 Valvular insufficiency 44 days Necrotizing inflammation with calcification Negative

11 Valvular insufficiency 12 days Necrotizing inflammation Negativ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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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배양 음성 심내막염 환자 및 혈관 감염 환자의 Q열 PCR 검사 결과

16명의 배양 음성 심내막염 및 혈관 감염환자 중, 5명(31%)의 환자에서 혈액

및 심장 판막 조직에서 시행한 Q열 PCR 검사 결과가 양성이었다. 배양 음성 심

내막염 환자 중에서는 4명, 혈관 감염 환자 중에서는 1명이었다. 2명의 감염성

심내막염 환자에게서 혈액에서 시행한 Q열 PCR 결과는 음성이었으나, 심장 판

막 조직에서 시행한 Q열 PCR 결과는 양성이었다(Table 10와 Table 11, 

Patient No. 3과 4). 1명의 배양 음성 심내막염 환자에서 혈액에서 시행한 Q열

PCR 결과는 양성이었으나, 심장 판막 조직에서 시행한 Q열 PCR 결과는 음성이

었다(Table 10와 Table 11, Patient No. 6). 혈액 Q열 PCR 양성인 3명의 환자

에서 증상 발생부터 Q열 PCR 검사를 위한 채혈이 이루어질 때까지 걸린 시간은

평균 30일(IQR 9-51)이었다. 또한 2명의 심장 판막 수술을 받은 환자에서 감

염성 심내막염이 진단되고 수술을 받을 때까지 걸린 시간은 모두 2주 이내였다

(Table 10와 Table 11, Patient No. 3과 4). 혈액과 심장 판막 조직에서 Q열

PCR 양성으로 확인된 PCR product는 모두 sequencing을 하여 C. burentii 서

열과 일치함을 확인하였다(Fig. 5).   

최근 제시된 C. burnetii 지속적 국소 감염 진단기준에32) 따르면 4명(25%)의

환자를 확진(definite) Q열 심내막염으로 진단할 수 있으며, 1명의 혈관 감염 환

자의 경우 동맥류 또는 인공 혈관의 감염의 시사하는 소견은 아니었으므로 Q열

혈관 감염의 진단기준에는 부합하지 않았으나, PET에서 Q열 혈관 감염이 강력

히 의심되는 경우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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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5. Agarose gel electrophoresis of polymerase chain reaction (PCR) products, using 

primers for Coxiella burnetii IS1111 gene in the patients with culture-negative infective 

endocarditis and vascular infection. M, 50-bp DNA ladder as a size marker; 1, DNAs from the 

cardiac valve tissue of No. 3 patient; 2, DNAs from the cardiac valve tissue of No. 4 patient; 

3, DNAs from the blood of No. 6 patient; 4, DNAs from the blood of No. 8 patient; 5, DNAs 

from the blood of No. 15 patien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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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Q열 심내막염 환자들의 임상경과

Q열 심내막염 환자로 진단한 4명(25%)의 환자는 Table 10와 Table 11에서

3, 4, 6, 그리고 8번 환자였다.

3번 환자의 경우, 배양 음성 심내막염을 진단받고 11일만에 심장 판막 수술을

받았으며, 수술 전후로 약 2개월간 항생제 치료를 받고 회복되었다. 사용된 항생

제는 nafcillin, cefazolin, ceftriaxone, vancomycin이었다. 심장 판막 수술을 받

고 1년 3개월 뒤 추적 관찰로 시행한 심초음파 소견상에서 이상소견은 발견되지

않았다.

6번 환자의 경우 배양 음성 심내막염을 진단받고 44일 만에 심장 판막 수술

을 받았으며, 수술 전후로 약 2달간 항생제 치료를 받고 회복되었다. 사용된 항

생제는 ampicillin, piperacillin/tazobactam, vancomycin이었다. 수술을 받고 3

개월 뒤 추적 관찰로 시행한 심초음파 소견상에서 대동맥 인공 판막의 일부 결

손(dehiscence)으로 판막주위 역류(paravalvular regurgitation) 및 경등도의

대동맥 판막 역류가 남아있으나 그 외 감염성 심내막염을 시사할 만한 소견은

없었다.

4번 환자의 경우, 배양 음성 심내막염을 진단받고 4일만에 심장 판막 수술을

받았으며, 수술 전후로 약 2개월간 항생제 치료를 받고 회복되었다. 사용된 항생

제는 gentamicin, ampicillin, ceftriaxone, vancomycin, rifampin이었다. 심장 판

막 수술을 받고 5개월만에 발열을 주소로 재내원하여 시행한 검사상 인공 대동

맥 판막과 대동맥 인공 혈관에 감염이 발생하였고, 감염부위의 조직 배양 검사에

서 Methicillin-susceptible Staphylococcus aureus가 확인되었다. 재수술을 받

았으나 감염이 조절되지 않아 결국 사망하였다.

마지막 8번 환자의 경우 배양 음성 심내막염을 진단받았으나 수술을 받지는

않았고 1개월간 항생제 치료를 받았다. 사용된 항생제는 ampicillin, gentamicin, 

cefotaxime, nafcillin이었다. 이후 심초음파를 확인하지는 못하였고, 심내막염을

진단받고 4개월만에 기저 질환인 전이성 췌장암이 진행하여 사망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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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찰

본 연구는 급성 Q열 환자들의 임상양상을 파악하고, 분자 생물학적 진단법을

적용하여, 비교적 높은 정확도(민감도 89%, 특이도 86%, 양성예측도 77%, 음

성예측도 94%)로 기존 혈청학 진단 방법보다 빠르게 급성 Q열의 진단이 가능

함을 보여주었다. 더불어 분자 생물학적 진단법을 이용하여, 배양 음성 심내막염

및 혈관 감염에서 Q열의 기여 정도를 파악하고 그 임상적인 의의를 밝히고자 하

였다.

연구결과 급성 Q열 군에서의 남성의 비율이 다른 열성 질환 군에서의 남성의

비율보다 유의하게 높았는데(90% vs 44%, p=0.001), 이는 이전 연구결과들과

일치한다11). 이러한 성별의 차이는 남성이 여성보다 야외 활동을 많이 하고, 직

업적인 노출 위험이 더 크기 때문일 수 있다. 일부에서는 이러한 성별의 차이가

남성과 여성의 호르몬 차이, 즉 17β-estradiol의 C. burnetii에 대한 보호 효과

때문이라고 설명하기도 한다.34) 급성 Q열 군에서 가축 및 동물 접촉력이 있었거

나 도서 지역 여행력이 있었던 경우가 42%였으나, 이는 다른 열성 질환을 진단

받은 군과 유의한 차이가 없었다(42% vs. 25%, p=0.19). 즉, 절반이상의 환자

들에서 가축 접촉력이 없었다. Q열 감염의 주요경로가 감염된 가축으로부터 직접

전파되거나 바람에 의해 전파된 비말의 흡입인 점을 고려하였을때, 이러한 결과

는 잘 설명되지 않는다. 그러나 최근 가축 외에도 진드기가 Q열 전파의 주요 매

개체일 수 있다는 연구결과들이 보고되고 있고,35) 국내 진드기들에서도 C. 

burnetii 및 Coxiella-like bacteria들이 발견된다는 보고들이 있어36) 이러한 결

과를 일부 설명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대부분(95%)의 급성 Q열은 급성 간염의 형태로 나타났고, 폐렴으로 발현한

경우는 단 한 사례도 없었다. 이전 한국에서 발생한 급성 Q열의 임상 양상을 살

펴본 연구들에서도 급성 Q열 폐렴은 0~10.7%로 낮게 보고되었다.37, 38) 이러한

결과는 한국에서 원인 미상 폐렴의 감별 진단 중 하나로 급성 Q열이 간과되고

있기 때문인 것으로 일부 설명할 수 있다,39) 또 다른 설명은 급성 Q열의 우세한

임상 양상이 지역에 따라 차이가 있을 수 있다는 것이다. 스페인40)이나 프랑스41)

에서 보고된 연구들에서 같은 국가내에서도 지역별로 우세하게 나타나는 임상

징후에 차이가 있을 수 있다는 것이 이미 알려져 있으며, 이는 C. burnetii 아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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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차이42), 감염 경로의 차이들에12) 기인하는 것으로 여겨지고 있다. 급성 Q열

군과 다른 열성 질환 군의 임상 양상을 비교해보았을 때, 피부 발진이 나타난 경

우가 유의하게 낮았는데(11% vs. 36%, p=0.04), 이전 연구들에서도 급성 Q열

에 피부 발진이 동반되는 경우는 1~11%로8, 11, 43) 비교적 낮게 보고되고 있다.

급성 Q열에서는 다양한 형태의 피부 발진을 보이는데 주로 반구진성

(maculopapular), 수포성 발진(vesicular exanthema),11) 또는 결절 홍반

(erythema nodusum)으로44) 나타난다고 보고되고 있으며, 결절 홍반의 형태로

나타난 경우 피부 조직검사에서 육아종성 지방층염(granulomatous panniculitis)

이 확인되기도 한다.44) 그 외 통계학적으로 유의한 차이를 보이지는 않았지만,

급성 Q열 군에서 두통(53% vs. 28%, p=0.07)과 비장비대(60% vs. 31%,

p=0.05)가 좀 더 높은 비율로 나타났다. 급성 Q열에서 두통은 34~90%정도8, 11, 

43, 45) 동반되는 것으로 되어있는데, 특히 급성 Q열 폐렴에서 심한 두통이 잘 동

반되어 다른 비정형 폐렴과 구분되는 특징으로도 여겨진다.45) 급성 Q열의 신경

학적 증상을 다룬 한 연구에서,46) 입원환자 중 뇌척수액 검사 시행을 고려해야

할 정도의 심각한 두통을 호소하는 경우는 대략 3.5%이며, 실제 뇌척수액 검사

에서 이상 소견을 보이는 경우는 2.2%로 인 것으로 보고되었다. 이상에서 급성

Q열에서 두통이 잘 동반되나, 주로 경증에 그치는 것으로 생각된다.  

급성 Q열 환자의 혈청에서 C. burnetii PCR 검사를 시행한 이전 연구결과들에

따르면, PCR 검사의 민감도는 18~92%까지 매우 다양하게 보고되고 있다

(Table 12). 본 연구에서 사용된 Q열 PCR 검사의 민감도는 89%, 특이도는 86%

로, 비록 신뢰구간이 넓기는 하지만 비교적 높은 값을 나타내었다. 또한 증상발

생으로부터 2주 이내 혈액에서 PCR 검사를 시행한 7명의 환자에서 모두 PCR 

검사 양성이 확인되었다. 19명 환자 중 18명의 혈액에서 Q열 PCR 검사가 시행

되었고, 이 중 3명의 환자가 Q열 PCR 검사 위음성으로 나왔는데, 3명 모두 Q열

PCR 검사 전 doxycycline을 평균 7일 복용한 상태였다. 그리고 이 중 1명은

간 조직에서 Q열 PCR 검사를 시행하여 양성이 확인되어 최종적으로 PCR 검사

양성 환자로 포함되었다. 다른 열성 질환 환자 36명 중 5명이 위양성 결과를 보

였는데, 이중 2명은 혈구탐식성림프조직구증(hemophagocytic lymphohistio-

cytosis)으로 진단되었고, 1명은 림프종(lymphoma)환자로 진단되었으며, 1명은

약물과민반응, 그리고 나머지 1명은 발열의 원인 질환을 밝히지 못하였다. 급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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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12. Summary of publications describing the sensitivity and specificity of the polymerase chain reaction from serum for acute Q fever

*The sensitivity and specificity of PCR for C. burnetii were determined using the serologic results as the gold standard. 

†all sampled collected within 14 days after onset of symptoms. 

Year of 

publication

Target 

gene

Assay type Number of 

patients/samples 

(n/n)

Sensitivity*

regardless of 

sampling time (%)

Sensitivity within 

14 days after onset 

of symptoms (%)

Specificity*

regardless of 

sampling time (%)

Reference

2003 IS1111a nested PCR 100/100 18 89 N/A 47)

2006 com1

IS1111

real-time PCR 27/54 63 62 N/A 26)

2010 IS1111 real-time PCR 65/130 49 86 N/A 48)

2010 IS1111 nested PCR 22/22 36† 36 N/A 49)

2013 IS1111 LAMP 24/24 33 NA N/A 50)

2013 IS1111 real-time PCR 397/397 N/A‡ 92 99 30)

2013 ompA

IS1111

real-time PCR

nested PCR

NA/45 53 N/A N/A 27)

Current 

study

IS1111 conventional 

PCR

55/55 89 100 86



４５

‡PCR was performed only phase IgM positive samples (confirmed by ELISA) from patients with a period of ≤ 14 days between the onset of illness. 

Abbreviation: LAMP, loop-mediated isothermal amplification; N/A, non-available; PCR, polymerase chain reac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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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열의 골수 침범 시 혈구탐식성림프조직구증과 같이 발현한다는 몇몇 보고들51, 

52)이 있으나, 두 환자 모두에서 급성기와 회복기 혈청학 검사에서 급성 Q열의

증거를 찾을 수는 없었다. 최근 림프종의 발병이 C. burnetii와 연관있다는

보고가 있었는데, 이 연구에서 1028명의 급성 Q열 환자 중 1명 그리고

440명의 지속적 국소 감염이 있던 환자 중 6명에서 B 세포형 비호지킨

림프종이 발병하였다. 연구자들은 DNA 탐식자(probe)를 이용하여 림프종

조직의 plasmacytoid dendritic cell 내 C. burnetii를 증명하였다53). 림프종과 C. 

burnetiid 감염과의 상호관계에 대해서는 아직 더 많은 연구가 필요하겠으나,

이상의 연구 결과를 미루어 볼 때, 새롭게 림프종으로 진단된 환자에서 C. 

burnetii 감염 여부가 면밀히 평가되야 할 필요성이 있겠다.

혈청학 검사로 급성 Q열을 진단하는데, 증상 발생시점부터 Q열로 최종진단 될

때까지 걸린 시간은 22일(IQR 17-28)이었고, 입원시점부터 Q열로 최종진단 될

때까지 걸린 시간은 13일(IQR 3-20)이었다. 그러나 실제 국내에서는 간접 면역

형광항체법검사를 할 수 있는 장비와 인력이 갖춰져있는 중앙 실험실로 검체를

위탁하여 검사를 진행하고 있고, 결과가 나오기까지 채혈시점으로부터 대략

10~14일이 더 소요된다. 따라서 혈청학 검사로 급성 Q열을 진단하는 데는 더

오랜 시간이 걸린다. 이에 반해 PCR 검사를 통하여 증상 발생시점부터 Q열로

최종진단 될 때까지 걸린 시간의 중앙값은 15일(IQR 12-28)이었고, 입원시점

부터 Q열로 최종진단 될 때까지 걸린 시간의 중앙값은 3일(IQR 2-9)이었다. 또

한 자체검사를 실시하여 실제 채혈시점으로부터 1~2일 만에 PCR 검사결과를

확인할 수 있었다. 따라서 PCR 검사를 이용하면 진단까지 걸리는 소요시간을 2

배 가까이 줄일 수 있었다. 

이전 연구 결과들에서 증상 발생으로부터 11~14일 이후부터는 PCR 검사의

민감도가 현저히 떨어지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26, 47) 한 연구에서는 급성 Q열로

진단된 환자들의 급성기 및 회복기 혈청의 혈청학 상태에 따라 PCR 검사의 민

감도가 다른 것을 보여주었는데, 혈청 음성(seronegative), anti-phase Ⅱ IgM 

양성 검체, anti-phase Ⅱ IgM과 IgG 양성 검체, 그리고 anti-phase Ⅱ IgM과

IgG 및 anti-phase Ⅰ IgM 양성 검체에서 PCR 검사 양성률을 각각 100%, 

90%, 23%, 그리고 5%로 보고하였다48). 본 연구에서도 확정 Q열 환자와 유망

Q열 환자 19명을 혈청학 검사결과에 따라 1) anti-phase Ⅱ IgM 음성 그리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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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gG 음성인 군; 2) anti-phase Ⅱ IgM 양성 그리고 IgG 음성인 군; 3) anti-

phase Ⅱ IgG 양성인 군으로 나누었을 때, 혈액에서의 Q열 PCR 검사 양성률은

각각 100%(3/3), 83%(5/6), 78%(7/9)으로 이전 보고와 유사한 경향을 보였다. 

본 연구에서 감염성 심내막염으로 진단된 환자들 중 배양 음성 심내막염으로

진단된 환자는 대략 18%로 이전 보고되었던 결과와 일치하였다.54, 55) 배양 음성

심내막염 환자에서 C. burnetii 심내막염으로 진단된 환자는 25%로 나타났는데,

이전 연구들에서도 9.3~42%로17, 18) 연구 조건 및 지역에 따라 다양하게 보고된

바가 있다. 이전 Q열 심내막염 사례를 분석한 보고에서 혈액에서의 Q열 PCR 

검사 양성률은 33%(23/70), 그리고 심장 판막 조직에서의 Q열 PCR 검사 양성

률은 57%(20/35)로 밝힌 바가 있어,14) 실제 배양 음성 심내막염 환자에서의 Q

열 심내막염의 유병율은 더 높을 것으로 생각된다. 반대로 Q열 PCR 검사의 위

양성결과에 대한 고려도 필요한데, 이전 연구들을 살펴보면 Q열 심내막염 환자

에서 Q열 PCR 검사의 위양성 가능성을 배제하기 위하여, 다른 미생물에 의한

감염성 심내막염 환자의 심장 판막 조직으로 Q열 PCR 검사를 시행하여 음성 결

과를 얻은 것을 보여주었다56). 본 연구진의 이전 연구에서 이미 Q열 PCR 검사

에 대하여 동일한 방법으로 검증한 바가 있다.57) 이 보고에서 16명의 viridans 

streptococci에 의한 감염성 심내막염 환자, 2명의 S. aureus에 의한 감염성 심

내막염 환자, 2명의 HACEK에 의한 감염성 심내막염 환자의 심장 판막 조직으

로 Q열 PCR 검사를 시행하였고 모두 음성임을 확인하였다. 이상의 결과를 미루

어 볼 때 심장 판막 조직검사에서 Q열 PCR 검사를 하였을 때, 위음성 가능성은

상당히 낮을 것으로 생각한다. 

4명의 환자 중 anti-phase Ⅰ IgG 항체 역가가 1:800 이상인 환자는 한 명

도 없었는데, 이는 기대했던 결과와는 상반된 결과였다. 높은 anti-phase Ⅰ

IgG 항체 역가와 Q열 심내막염 발병위험도가 밀접한 연관성을 갖고 있다는 것

은 이미 잘 알려져 있어, 감염성 심내염의 진단 기준으로 이용되는 modified 

Duke 기준에도 이미 이를 반영하고 있다.24) 그러나 26년간 프랑스 단일기관에

서 진단된 104명의 Q열 심내막염 환자에 대한 보고에서 anti-phase Ⅰ IgG 항

체 역가가 1:800 미만 이였음에도 불구하고 Q열 심내막염으로 진단된 사례가

있었다.14) 그리고 또 다른 연구에서는 759명의 급성 Q열 환자 중 9명(1.2%)이

급성 심내막염을 앓았고, 이들 중 1명을 제외한 나머지 8명은 모두 anti-phas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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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IgG 항체 역가가 1:200이하인 것으로 보고하였다.58) 즉, 본 연구에는 전형적

인 만성 Q열 형태의 심내막염보다는 급성 Q열의 합병증으로 생긴 심내막염 환

자가 포함되었을 가능성이 있다. 이와 같이 Q열 심내막염에서 혈청학 검사 소견

은 다양하게 나타날 수 있어 추가적인 연구가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또한 검사

기관마다 anti-phase Ⅰ IgG 항체 역가를 검사하는 방법 및 기준치의 차이가

있어 경계값을 정하는데 어려움이 있다. 이러한 이유로 anti-phase Ⅰ IgG 항

체값으로만 Q열 심내막염의 진단 기준을 정하는 것에는 많은 논란이 있어왔다. 

따라서 혈청학 검사의 한계점을 보완하고자 혈액과 심장 판막 조직에서 C. 

burnetii의 DNA를 검출하는 PCR 방법이 대두되었고, 특히 심장 판막 조직에서

시행하면 민감도는 떨어지나 특이도가 매우 높은 장점이 있었다.31) 따라서 최근

에는 하나의 혈청학 검사 또는 분자 생물학 검사 결과가 Q열 심내막염 진단을

완전히 결정하는 것이 아닌, 각각의 분류기준으로 채택하여 통합적으로 진단을

내릴 수 있도록 Q열 심내막염의 진단 기준을 변경해야 한다는 의견이 제기되고

있다.59)

Q열 혈관 감염이 의심되었던 환자(Table 9. Patient No. 15)의 경우, 불명열과

급성 간염으로 내원하여 증상 발생 9일째 시행한 급성기 혈청 검사에서 anti-

phase Ⅱ IgM 항체 양성이 확인되어 급성 Q열로 진단하고 doxycycline 복용을

시작하였으나, doxycycline 2주 복용에도 발열이 지속되어 hydroxychloroquine

을 추가 복용하였음에도 발열이 지속되었고, 51일째 시행한 혈청학 검사에서

anti-phase Ⅰ IgG 항체 역가가 1:2048까지 상승하였다. 또한 발병 51일째 채

혈된 혈액에서 Q열 PCR 검사 양성을 보였다. 지속되는 발열의 원인을 찾고자

추적 관찰로 시행한 PET에서 상행 대동맥벽의 고대사성(hypermetabolic lesion)

병변이 확인되어 혈관 감염이 의심되었다. 그러나 이 환자는 급성 Q열의 감염을

배제할 수 없고, 동맥류나 인공 혈관 감염에 해당하지않아 Q열의 지속적 국소

감염으로 분류할 수는 없었다. 현재까지의 Q열 혈관 감염은 모두 인공 혈관이나

동맥류를 이미 가지고 있거나, 또는 새롭게 동맥류가 발견된 환자에게서 보고되

었다. 이는 Q열 심내막염 환자들이 선행 심장 질환을 가지고 있는 경우가 대부

분인 것과 동일하다.13, 14) 급성 Q열 이후 Q열 심내막염으로 진행하는 과정을 추

적한 연구에서, 급성 Q열로부터 Q열 심내막염으로 발전하는 데 걸린 시간은 대

략 6개월(1~18개월)이었다. 이와 같은 연구결과들을 바탕으로 Q열 심내막염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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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성 Q열과 동일한 위상으로 자리매김하였고, Q열 심내막염은 기존 판막질환을

가지고 있는 환자들에게서 서서히 진행하는 질병으로 받아들여지게 되었다. 그러

나 최근 급성 Q열의 혈청학 진단기준을 만족하면서 질병 발생이 3개월 이내인

환자들 중 심초음파에서 심내막염에 합당한 소견이 보인 환자 48명을 분석한 연

구가 발표되었다.60) 급성 Q열 환자의 2.8%에 해당하는 이 환자군은 선행하는

심장 질환을 가지고 있는 경우가 26%이며 anti-phase Ⅰ IgG 항체 역가가

1:200으로 낮았으나, 지속적인 국소 감염 또는 지속적인 심내막염으로 진행할

위험성이 더 높았다. 따라서 위와 같은 조건을 만족하는 환자들을 급성 Q열 심

내막염이라는 새로운 증후군으로 분류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되었다. 동일한 관

점에서 혈관 감염 역시 급성 Q열의 한 형태로 나타날 수 있다면, 민감도 높은

PET검사에서 위 환자와 같이 동맥류가 동반되지 않은 일부 대동맥벽의 고대사

성 병변으로도 나타날 수 있을 것으로 생각된다. 

이 연구는 몇 가지 한계점이 있는데, 첫째, 국내 급성 Q열의 전체적인 양상을

파악하기에 충분한 사례를 분석하지 못했다는 점이다. 그러나 이전 연구들과 비

교해 보았을 때, Q열 PCR 검사를 평가하기 위한 비교적 충분한 환자 수가 포함

된 것으로 생각된다. 둘째, 이 연구는 3차 병원을 방문한 환자들을 기반으로 하

고 있어 감기 유사 증상(flu-like illness)이나 경증의 환자들을 포함하지 못했을

가능성이 있다. 셋째, 급성 Q열이 의심되는 환자들 중 38%의 환자들의 발열 원

인이 밝혀지지 않아 연구에서 제외되었는데, 이러한 점이 선택 편의(selection 

bias)가 되어 연구 결과에 영향을 미쳤을 수 있다. 넷째, 이 연구에서는 배양 음

성 심내막염을 정의하기위해 modified Duke criteria를 사용하였고, 따라서 심초

음파에서의 이상 소견, 특히 증식이 동반되는 경우를 대부분 포함하고 있다. 그

러나 실제 Q열 심내막염에서 증식이 동반되는 경우는 20~40%로 낮게 보고되

고 있어15, 31), 배양 음성 심내막염에서의 Q열의 영향력이 저평가 되었을 가능성

이 있다. 다섯째, 배양 음성 심내막염의 다른 미생물학적 원인, 즉 Bartonella

species, Chlamydia species, Mycoplasma hominis에 대한 검사는 이루어지지

않았다. 이전 연구들에서 교차반응이나 co-infection이 보고된 바는 없어17) 연

구결과에 영향을 미치지는 않을 것으로 생각되나, 배양 음성 심내막염의 두번째

로 흔한 원인으로 알려져있는 바토넬라 심내막염(Bartonella endocarditis)의 경

우 국내에서도 보고된 적이 있어,61, 62) 이에 대한 추가적인 연구가 필요하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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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섯째, 배양 음성 심내막염 환자 및 혈관 감염 환자에서 Q열 혈청학 검사가 대

부분 1 회만 이루어진 점이다. 일곱째, 배양 음성 심내막염 및 혈관 감염 환자들

의 예후 및 경과를 파악하기에는 추적 관찰 기간이 충분하지 못했던 점이다. 

이상의 제한점들이 있으나, 본 연구를 통해 국내의 급성 Q열의 임상양상을 이

해할 수 있는 계기가 되었으며, 혈청학 진단법보다 빠르고, 비교적 정확하게 진

단할 수 있는 PCR 검사 방법을 제안하였다. 그리고 더 나아가 배양 음성 심내

막염 및 혈관 감염의 약 1/4에서 Q열이 원인임을 증명하여 현재 임상에서 Q열

에 의한 혈관 감염이 과소 평가되고 있음을 확인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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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론

본 연구는 국내 급성 Q열에 임상적 특징을 파악하고, 혈청학 진단의 한계를

극복하는 새로운 진단기법을 도입하고자 하였으며, 이를 토대로 배양 음성 심내

막염 및 혈관 감염과 Q열의 연관관계에 대하여 파악하고자 하였다. 연구 결과

국내 급성 Q열의 임상양상은 주로 급성 간염의 형태로 나타나며, 가축 접촉력

없이도 발생할 수 있고, 두통과 비장비대를 잘 동반하며 피부 발진은 상대적으로

적게 나타난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발병에서 진단까지 오랜 시간이 걸리는

혈청학 진단법을 보완하고자 PCR 검사법을 도입하였고, 약 89%라는 비교적 높

은 민감도로 진단시간을 약 2배가량 더 단축시킬 수 있었다. 또한 이 PCR 검사

법을 통하여 배양 음성 심내막염과 혈관 감염의 약 25%의 환자에서 Q열 감염

의 증거를 확인할 수 있었다. 이상의 연구결과를 통해 국내에서 저평가 되고 있

는 Q열에 대한 인식이 바뀌는 계기를 제공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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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iagnostic usefulness and clinical application of molecular detection of Coxiella burnetii

The Graduate School of the University of Ulsan

Department of Medicine

Moonsuk Bae

Background: Q fever is a worldwide zoonotic infection caused by Coxiella burnetii, and its 

persistent localized infection mainly presents as culture-negative endocarditis or vascular 

infection. Diagnosis of Q fever is difficult due to the lack of distinct clinical features, the

variable manifestations, and the little clinical experience. Serologic testing is the gold standard 

method for diagnosing Q fever, but antibody formation may not be detectable for 2 to 3 weeks 

from symptoms onset, limiting early diagnosis. We thus identified clinical features of acute Q 

fever in Korea and evaluated the diagnostic utility of polymerase chain reaction (PCR) to 

detect C. burnetii DNA in serum and tissue from patients with suspected acute Q fever. We 

also investigated the relationship between Q fever and culture-negative endocarditis or

vascular infection using this in-house Q fever PCR testing. 

Methods: All adult patients with suspected acute Q fever were prospectively enrolled at a 

tertiary-care hospital from January 2016 through July 2016. Acute Q fever was diagnosed 

using clinical and laboratory criteria: fever with at least one other symptoms (myalgia, 

headache, pneumonia, or hepatitis) and single phase Ⅱ immunoglobulin G (IgG) antibody 

titer ≥ 1:200 or immunoglobulin M (IgM) antibody titer ≥ 1:50 (probable), or a fourfold 

increase or seroconversion in phase Ⅱ IgG antibody titers as measured by indirect 

immunofluorescence assays between paired samples (confirmed). The clinical characteristics 

between the patients with acute Q fever and the patient with other febrile diseases were

compared with each other. We also performed PCR targeting the transposase gene insertion 

element IS1111 of C. burnetii and evaluated diagnostic performance of Q fever PCR testing.  

All adult patients with infective endocarditis classified by modified Duke criteria or with large 

vessel infection or vascular graft infection at clinical imaging enrolled from December 2016 

through September 2019. Of them, the patients with positive for blood or valve tissue culture 

were excluded. Q fever endocarditis was defined as 1) positive Q fever PCR of a cardiac valv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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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r 2) positive Q fever PCR of the blood or single phase Ⅰ IgG antibody titer ≥ 1:6400 with 

evidence of endocardial involvement. Q fever vascular infection was defined as 1) positive Q 

fever PCR of an arterial samples, or 2) positive Q fever PCR of the blood or single phase Ⅰ

IgG antibody titer ≥ 1:6400 with evidence of vascular involvement. Clinical and laboratory 

data of all patients were reviewed. Q fever PCR testing was performed for blood and heart 

valve samples from the patients. 

Results: Of the 89 patients with suspected acute Q fever, 19 patients were diagnosed with 

acute Q fever and 36 patients were diagnosed with other febrile diseases. The proportion of 

males diagnosed with Q fever was higher than those diagnosed with other febrile disease (90% 

vs. 44%, p=0.001), and more than half of the patients did not have risk factors such as livestock 

contact or outdoor activities within two weeks. The rash was less common in acute Q fever 

than in other febrile diseases (11% vs 36%, p=0.04). Acute hepatitis was most frequent 

presentation of acute Q fever (95%, n=18/19). Using the serological test as the gold standard, 

the Q fever PCR sensitivity was 89% (95% confidence interval [CI], 67-99), specificity was 

86% (95% CI, 71-95), positive predictive value was 77% (95% CI, 60-98), and negative 

predictive value was 94% (95% CI, 81-98). Of the 115 patients with endocarditis and 7 patients 

with vascular infection, 16 patients with culture-negative endocarditis and vascular infection 

were identified for inclusion in this study. Of 16 patients, 6 (38%) had predisposing heart 

condition and 5 (31%) had valve surgery. PCR results from blood and heart valve tissue was 

positive in 3 and 2 patients, respectively. Of 5 patients, 4 was diagnosed with definite Q fever 

endocarditis (One patient with suspected vascular infection was excluded because he had no 

predisposing aneurysm or vascular graft). None of these patients received treatment for C. 

burnetii, but 2 patients had been stable after heart valve surgery. One patient died due to the 

development of surgical site infection after five months from heart valve surgery and the other 

one died due to worsening underlying disease. 

Conclusion : Q fever PCR testing from blood and tissue in patients with suspected Q fever 

appears to be a useful test for the diagnosis of Q fever. A quarter of patients with culture-

negative endocarditis and vascular infection were diagnosed as persistent focalized infection 

of Q fever by using Q fever PCR testing. These data suggest that Q fever endocarditis and 

vascular infection has been underestimated in routine clinical practice in Kore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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