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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onorrhea is endemic in developing countries. Frequent sexual contacts are common among
travellers to endemic countries and the risk of sexually transmitted disease as gonorrhea is believed
to be high. Disseminated gonococcal infection (DGI) results from blood dissemination of Neisseria
gonorrhoeae from the primary mucosal infection and is a common cause of infective arthritis in
sexually active adults in the USA. The usual manifestations of DGI are dermatitis, tenosynovitis, and
septic arthritis. We experienced a case of DGI concomitant with acute viral hepatitis C, probably
acquired by sexual contacts in Philippines. A 40-year-old man took a trip to Philippines and stayed
for a week. During his stay in Philippines, a hemorrhagic bulla and several pustules developed on his
extrimities. Subsequently he suffered from high fever and arthralgia of several joints, including both
knee joints. Neisseria gonorrhoeae was identified by culture of an aspirate from the right knee joint
and he was managed with ceftriaxone for 3 weeks under the diagnosis of DGI and gonococcal
arthritis. During the follow-up at the outpatient clinic, alanine aminotransferase and aspartate
aminotransferase levels began to rise and an anti-HCV antibody became positive. Because HCV viral
loads were surging up from 56,703 copies/mL to 538,292 copies/mL during the next 4 weeks,
interferon-alpha 2b was administered for 6 months with resultant normal liver function tests and
undetectable HCV viral loads.
Key Words : Sexually transmitted diseases, Disseminated gonococcal infection, Hepatitis C virus,
International Travel
않은 성행위를 하면서 성매개 질환에 감염되는 예들이

서

론

있다. 개발도상국에서 감염된 임균은 항균제 감수성이나
영양요구형이 국내 균주와 다를 수 있어 임상경과가 다

임질은 성행위에 의해 전파되는 대표적인 질환으로, 개
발도상국에서는 무증상 감염자에 대한 추적 치료를 하지

를 수 있다. 또한 성인성 질환은 감염 경로가 같은 여러
질환이 동시에 발생하는 특징이 있다.

않고, 치료 약제인 페니실린, 스펙티노마이신, 퀴놀론들에

임균은 대부분 성인의 요도, 자궁경부, 직장, 인두와 신

내성이 높아지면서 치료가 어려워져, 발생이 줄지 않고

생아의 결막에 점막 감염을 일으키지만, 때로 점막 외 장

있다(1). 국내인들도 이들 지역으로 여행하며 안전하지

기까지 침범하기도 한다(1, 2). 파종성 임균감염은 임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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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자의 0.5-3%에서 발생하며(1, 3) 주로 젊은 여성에서
열과 오한, 피부 발진, 건활막염, 화농성 관절염 등으로
나타난다(2, 4). C형 바이러스 간염은 주로 오염된 혈액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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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되어 발생하지만 성행위와 관련된 전파가 언급되고

환자는 4년 전 장결핵을 진단 받고 1년 6개월 동안 항

있다. 하지만 C형 바이러스 간염은 증상이 없는 경우도

결핵제를 복용하였고, 고혈압, 당뇨, 간염 등의 과거력은

있고 잠복기간이 2개월 정도여서 증상이 나타났을 때에

없었다.

는 간염과 성행위를 연관시키기가 쉽지 않다. 이런 이유

입원 당시 혈압 120/70 mmHg, 맥박수 84회/분, 호흡

로 다른 성인성 질환에 비해 C형 바이러스 간염은 성행

수 20회/분, 체온 37.5℃였다. 의식은 명료하였으나 급성

위에 의해 전파되었다는 것을 직접 증명하는 보고가 적

병색을 띠였고, 좌측팔꿈치와 좌측 3번째 손허리 관절과

다.

발허리 관절, 양측 무릎 관절에 종창과 압통이 있었고, 좌

저자들은 필리핀 여행 중 감염되었을 것으로 추정되는

측 손에 출혈성 수포와 구진이 있었고 양측 하지와 족부

파종성 임균감염과 급성 C형 바이러스 간염 예를 경험하

에도 소수포, 농포, 구진이 있었다(Figure 1, 2). 동통이나

였기에 문헌고찰과 함께 보고하는 바이다.

소양감은 없었고, 다른 신체 검사는 정상이었다.
혈색소는 13.7 g/dL, 헤마토크리트 40.1%, 백혈구

증

례

3

8,900/mm (다핵중성구 75.4%, 림프구 14.2%, 단핵구 8.8
3

%, 호산구 0.8%), 혈소판 336,000/mm 였고, PT 14.8초,
40세 남자가 6일 전부터 발생한 발열과 관절통으로 입

aPTT 39.2초였고, 혈청 Na 138 mEq/L, K 3.9 mEq/L,

원하였다. 환자는 입원 13일 전부터 1주일 간 필리핀을

Cl 97 mEq/L였다. BUN/creatinine 12.0/ 0.7 mg/dL, 총

여행하였으며 하루 동안 승마를 하였다. 입원 8일전(필리

단백/알부민

핀 여행 6일째) 왼쪽 손목에 검은 색의 물집이 생기고,

AST/ALT 32/74 IU/L, ALP 102 IU/L였고, 요검사 상

양측 상지와 하지에 여러 개의 구진, 적은 수의 소수포와

당뇨(-), 혈뇨(-), 빌리루빈(3＋)였다. 혈청 검사에서 RA

농포가 생겼으나 모기에 물린 것으로 생각하여 특별한

factor (-), HBsAg/Ab (-/＋), anti-HCV (-), anti-HIV

치료를 하지 않았다. 귀국 후인 입원 6일 전 새벽에 발열,

(-), VDRL은 non-reactive였다. 입원 즉시 우측 무릎 관

오한, 왼쪽 무릎 관절에 부종과 통증이 발생하여 근처 의

절에서 흡인한 활액검사상 백혈구 116,000/ mm (다핵중

원에서 증상적 치료 후 일시적 호전이 있었다. 입원 4일

성구 82%, 림프구 6%, 단핵구 8%), 적혈구 80/mm , 단

전 다시 증상이 악화되어 본원으로 왔으며, 미열, 왼쪽 무

백 4.7 g/L, 당 71 mg/dL, LDH 4082 U/L였다. 활액을

릎 관절염, 피부 발진이 있고 승마를 한 병력이 있어 야

얻은 직후 담당의가 직접 검사실로 검체를 옮겼으며 검

7.6/4.4

g/L,

총빌리루빈

0.7

mg/dL,

3

3

외활동과 관련된 감염 질환을 의심하여 etodolac과 doxy-

사실 도착 즉시 혈액한천배지에 접종하였다. 배양에서 집

cycline을 투여하였고 혈액 배양은 하지 않았다. 이후 열

락이 한 개 형성되었고 페니실린분해효소를 생성하는 임

과 오한이 호전되고 왼쪽 무릎 관절통도 소실되었으나,

균(penicillinase-producing Neisseria gonorrhoeae)이 동

입원하는 날 다시 체온이 37.8℃로 상승하였고 새롭게 오

정되었다. 영양형이나 항균제 감수성 검사는 시행하지 않

른쪽 무릎 관절통이 생겼다.

았다. 혈액배양과 요배양은 음성이었고, 요도, 직장, 인두

Figure 1. A hemorrhagic bulla and a small papule on left
hand

Figure 2. A pustule with surrounding erythema on the
dorsum of right han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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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서 임균 배양은 시행하지 않았다. 흉부방사선에서 비활

이지만 대부분 선진국에서는 빈도가 감소하거나 근절된

동성 결핵이 보였고, 손목, 발목, 무릎관절의 단순 X-선

상태이다. 국내 빈도는 정확히 알기가 어렵지만 과거에

촬영에서 이상소견은 보이지 않았고 경흉부 심초음파도

비해 감소하여 최근 연구들에서는 성매개성 질환중 비임

정상이었다.

균성 요도염이 제일 흔하고 다음으로 임균이 언급되고

발진과 이동성 건활막염-관절염으로 파종성 임균감염

있다. 국내 발생 수는 알기가 어렵지만 그나마 전국적인

과 임균에 의한 관절염으로 진단하고 입원 시부터

자료로는 국립보건원 자료가 유일하고 이를 인용하면

ceftriaxone 2.0 g을 하루 한번 정맥주사하였다. 입원 3일

2002년에 매독 134명, 임질 12,479명, 클라미다아 감염

째 무릎관절의 부종은 지속되었으나 통증은 감소하기 시

2,060명, 단순포진 717명, 비임균성 요도염은 8,161명으로,

작하여 5병일째 피부병변이 호전되고 관절통증과 부종은

실제 환자 수를 반영하지 못하는 것을 감안하더라도 다

거의 사라졌고 7병일째 퇴원하였다. 퇴원 후 환자가 매일

른 법정 전염병에 비해 많은 수이다(5). 해외여행의 증가

외래에서 주사를 받는 방식으로 ceftriaxone을 2주간 더

로 선진국에서는 대부분 임질 감염자가 개발도상국을 여

사용하였다. 치료 후 염증이 없어진 상태에서 검사한 C3/

행한 사람에서 발생하고 있다. 국내에는 이에 대한 조사

C4 는 101/38 mg/dL, C1q 23 mg/dL, CH50 35.5 U/mL로

가 없지만 일부 환자는 외국에서 유입된 예일 것일 것으

정상범위였다.

로 생각되며, 국내 발생 빈도가 감소하는 만큼 해외 유입

환자는 입원기간중 필리핀에서 성접촉 사실을 부인하

예들이 상대적으로 늘 것으로 생각된다. 환자의 여행지인

였으나, 외래 추적관찰중에 구체적인 날짜나 횟수등을 이

필리핀의 경우 일반인에서 성매개성 질환 유병률이 클라

야기 하지 않았으나 성접촉 사실을 시인하였다. 성파트너

미디아 4.4-9%, 임질 0.7-1.7%, 매독 0.2%이고, 향락업소

인 부인에 대한 검사를 본원에서는 시행하지 않았으나

종사자의 경우 클라미디아 21%, 임질 15-31%, 매독 1-

다른 병원에서 한 자궁경부배양검사에서 임균은 자라지

7%로 높은 유병률을 보이고 있다(6). 또한 외국에서 유입

않았으며, 임질과 비임균성 요도염에 대한 치료를 권하였

된 균은 국내 임균과 성질이 달라 임상 양상이 다를 수

다.

있다. 파종성임균감염과 관련이 되는 임균 균주가 해외에

외래에서 경과를 관찰하던 중 증상은 없었으나 퇴원 2

서는 흔할 수 있는데 대상 검체 수가 적고 90년 중반의

주째(증상 시작 4주) AST/ALT가 40/83 IU/L로 증가하

보고여서 정확한 비교가 힘들기는 하나 필리핀의 임균

고 퇴원 4주째 439/618 IU/mL로 급증하고 퇴원 8주째

균주는 protein IA 혈청형이 46-60%, AHU 영양요구형이

92/193 IU/mL로 약간 감소하였다. 퇴원 12주째 다시 검

17-21%이고(7) 한국은 protein IA 2%, AHU 영양요구형

사한 anti-HCV 항체가 양성으로 나와 급성 C형 바이러

이 6.25%로(8), 필리핀에서는 파종형감염과 관련된 균주

스 간염을 진단하고 RT-PCR로 측정한 HCV 정량 검사

비율이 높아 필리핀과 같은 지역에서 감염이 되었을 경

에서 56,703 copies/mL, 4주 후 다시 측정한 HCV 양이

우 파종성감염이 발생할 가능성이 높다. 해외 여행자들이

538,292 copies/mL로 증가하고 ALT/AST도 78/179 IU/L

해외에서 성행위를 하는 빈도는 조사하기가 어렵지만 여

로 더 호전되지 않았다. 자연적으로 호전되지 않을 가능

러 보고를 종합해보면 5-40%이다(9). 한국인의 해외여행

성이 높다고 판단하여 interferon-α2b를 5만 단위씩 매일

중 성행위나 콘돔 사용률에 대해서는 조사된 적이 없지

4주간 투여하고 이후 5만 단위를 1주에 3번 5개월 투여

만, 성행위 자체는 세계적으로 큰 차이가 없으므로 한국

하였다. 매일 주사를 받을 때에는 근육통과 백혈구 감소
3

인의 빈도도 이 정도일 것으로 추정할 수 있다. 이 환자

증(2600/mm 까지 감소)이 생겼으나 1주일에 3번 주사 때

에서 발생한 파종성 임균감염은 전체 임균 감염의 0.5-

에는 근육통이나 백혈구 감소증은 없어졌다. Interferon

3%이므로 이런 환자가 한 명 발생했다는 것은 해외에서

치료 1달 후 HCV양은 21,875 copies/mL로 감소하고 치

유입된 임질 환자가 적어도 30-200명 정도 발생한다고

료 3개월 후에는 검사 가능(3,200 copies/mL) 이하가 되

추정할 수 있다. 해외에서 유입된 여러 질환들이 국내에

었다. 치료 2개월 후 AST/ALT 모두 정상으로 되었다.

보고되고 있지만 아직 성인성 질환에 대해서는 보고가

퇴원 6개월 후 anti-HCV항체는 음성이었다.

없으며 실제 발생이 없다기보다는 간과하는 것이 아닌가
생각한다.

고

찰

파종성 임균감염은 임균의 전신감염 중에서 가장 흔한
형태로 성인에서는 임질 환자의 0.5-3%에서 발생한다(1,

임질은 개발도상국에서는 아직도 유병률이 높은 질환

3). 소아에서 파종성 임균감염의 발생빈도는 전체 임균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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염의 15-36%로 더 높으며, 나이가 중요한 원인인지 감염

원이 권유되며, 파종성임균감염은 ceftriaxone 1.0 g을 24

균의 특징인지는 밝혀지지 않았다. 파종형은 19세에서 30

시간마다 주사하거나 ceftizoxime, cefotaxime, spectino-

세의 젊은 성인에서 주로 발생하며 남녀비율은 1:3-4정도

mycin을 사용하며 증상 호전 24-48시간 후 cefixime,

로

AHU

ciprofloxacin 등의 경구 항균제를 항균제 감수성 결과에

(arginine-hypoxanthine-uracil)영양요구형, 페니실린 감수

따라 7일정도 사용하고(1, 2, 11), 화농성 관절염에서는

성 균주가 파종성 감염을 주로 일으키나 최근에는 페니

ceftriaxone 1-2 g을 24시간마다 3주간 사용할 것을 권유

실린 내성 균주도 많이 일으키며(1, 3), 임신 중이거나 생

하고 있다(12). 이 환자에서는 항균제 감수성 검사를 하

여성에서

많다(1, 2).

Protein

IA

혈청형,

리 중인 여성, 무증상 국소감염자, 성상대자가 다수인 사

지 않았으며 현재 미국 질병관리센터에서 권하는대로

람, 낮은 사회경제적 상태, 약물의 정맥주사 남용자, 보체

ceftriaxone을 사용하여 외래에서 주사 요법으로 치료하

결핍(complement 5-8), 후천성면역부전증 환자, 전신성홍

였다. 임균은 1970년도 아프리카와 필리핀에서 페니실린

반성낭창 환자 등이 위험인자로 되어있다(1, 2). 이번 증

내성균주가 동정된 이후 빠른 속도로 내성균주가 확산되

례는 특별한 위험인자가 없고 보체는 검사에서 정상인

고(1), 지역에 따른 내성률의 차이를 보이나 필리핀의 경

예로, 숙주 요인보다는 감염 균주의 요인이 더 중요할 것

우 국내와 비슷한 내성률을 보여 한국은 91%, 필리핀은

으로 생각하며, 필리핀에서 분리되는 임균이 파종형 임질

89%의 페니실린 내성률을 보이고 한국은 26.3%, 필리핀

과 관련된 경우가 흔하다는 보고와 일치하는 소견이다.

은 37.9%의 퀴롤론 내성률을 보이고 있어(13) 이 환자에

파종성 임균감염은 관절염-피부염 증후군이 특징이며

서도 ceftriaxone이 1차 약제일 것으로 생각한다.

드물게 심내막염, 수막염, 간주위염, 화농성근염, 골수염

본 증례는 2-3일 간격으로 이동하는 다발성 건활막염-

등을 유발할 수 있다(1-3). 관절염-피부염 증후군은 무릎,

관절염을 보였고, 농포성 피부 발진과 특히 파종형 임균

팔꿈치, 손목, 중수수지관절과 발목관절 등에 비대칭적 다

감염의 특징인 출혈성 수포를 보여 임상적으로 진단할

관절통을 유발하며 이동성 경향을 보이고, 피부염은 홍반,

수 있었고 배양으로 확진하였다. 국내에서는 임질에 대해

작은 구진, 농포, 소수포, 반점-구진 양상 또는 흔하지 않

역학 사항이나 치료에 대한 논문은 있으나, 점막 이외 부

지만 특징적인 출혈성 수포로 나타나고 통증이나 소양감

위 감염에 대해서는 연구가 없으며, 화농성 관절염에 대

없이 주로 사지에 발생한다. 건활막염은 손과 손가락에

한 논문에서도 임균 관절염 발생에 대해서는 보고가 없

나타나고 열은 39℃이하의 경한 소견을 보인다(2-4). 이

다. 국내에서 발생하는 임균의 영양요구형이 파종성 임균

단계에서는 혈액에서 균이 배양되고 활액을 얻게 되어도

감염증과 연관이 적은 원인도 있으나, 실제 보고가 전무

대개는 백혈구 수가 적고 활액 배양도 음성이다. 배양이

한 것은 균주의 성격보다는 환자의 임상소견을 간과하였

음성이고 염증 반응이 심하지 않아 이 단계의 관절 또는

기 때문일 것이다. 이번 증례와 같이 3차 병원에 오기 전

활막의 염증은 아마도 면역기전에 의해 발생하는 반응성

에 이미 치료를 받는 경우가 많고, 배양을 하기 전에 항

관절염일 것으로 생각하고 있다(3, 10). 4-6일이 지나 파

균제를 사용한 경우가 많아 임상적으로 의심하고 배양을

종성 감염 단계가 지나면서 관절통이나 피부염은 치료를

하지 않는 한 대부분 배양이 음성으로 나오고, 임상 지식

받지 않아도 대개는 호전이 되며 1-2개 관절에 통증이

이 없다면 비임균성 관절염으로 진단하게 된다. 현재 국

국한되는 관절염 단계가 되고 이 때에는 다른 박테리아

내에서 관절염에 많이 사용하는 세팔로스포린 항균제는

에 의한 화농성 관절염과 구분이 되지 않는다. 활액 검사

항균범위가 비교적 넓기 때문에 임균 감염이라도 우연히

3

를 하면 백혈구가 50,000/mm 이상이고 배양에서 균 양성

치료되는 경우가 많을 것으로 생각된다. 임균은 사람 몸

이 흔하다(3). 본 환자에서는 본원 외래에 왔을 당시 전

에서 나오게 되면 급격히 죽기 때문에, 검체를 얻은 후

후가 발진과 건활막염이 생기는 파종성 단계로 생각되고

바로 배양을 하거나 이동배지를 사용해야 하며 이를 소

입원할 시기에는 화농성 관절염 단계였던 것으로 생각된

홀히 하면 배양 음성이 높아진다(1, 14). 국내에서는 임질

다. 감염이 의심될 때에는 확진하기 위해 배양을 시행해

을 주로 1차나 2차 병원에서 진단하고 치료하지만 이들

야 하며, 활액 배양에서 25-50%, 혈액 배양에서 20-30%

의료 기관에서는 배양을 외부 임상병리검사소로 의뢰하

에서만 양성을 보이기 때문에 균 배양은 혈액, 활액, 피부

므로 적절한 검사 결과를 기대하기가 어렵다.

병변, 인두, 자궁경부, 요관, 직장 등 가능한 모든 곳에서

성매개성 질환은 HIV, 클라미디아, 매독, B형과 A형

시행할 것을 권한다(4, 10). 진단의 확진, 심내막염이나 수

간염 바이러스와 같은 여러 성매개 질병이 동시 감염될

막염 등의 전신 합병증을 검사하기 위해 원칙적으로 입

가능성이 높으므로, 이들에 대해서도 감염 여부를 확인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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야 하며 성파트너에서도 감염 유무를 확인하고 치료할

된다. 급성 C형 바이러스 간염은 무증상이거나 경한 황

것을 권유하고 있다(2, 11). 특히 클라미디아 트라코마티

달, 피로, 구역 등의 증상을 호소하는 경우가 많고, 드물

스 감염은 성행위 후 발생한 임질의 50%내외에서 동시

게 전격성 간염으로 진행한다(16). 급성 간염 후에 자연

감염되므로 검사 결과에 관계없이 치료할 것을 권하고

적으로 호전되는 경우가 있으므로 모든 감염자에게 치료

있다(11). 이 환자에서는 입원 전에 독시사이클린을 사용

가 필요한 것이 아니어서 치료의 시작 시기와 필요성에

하였기에 ceftriaxone 치료 후에는 독시사이클린을 추가

대해선 이견이 있으나 주로 6-8주 경과 관찰 후에도 바

로 사용하지 않았다. HIV나 HCV 감염은 연쇄중합반응과

이러스혈증이 계속되면 만성 간염으로 진행을 막기 위해

같은 민감한 검사법을 사용한다면 감염 초기에 진단이

인터페론 치료를 권유하고 있다(17).

가능하지만, 검사 시설 여부, 비용, 의료보험에서 삭감 등

이번 증례는 국내에서 처음 보고되는 파종성 임균감염

을 생각하면, 모든 성인성 질환 환자에게 시행하기가 어

과 급성 C형 간염을 동반한 증례로 해외여행에 따른 유

렵고, 일정 시간이 지난 뒤 항체 유무를 검사하는 것이

입형 임균에 의한 다양한 임상양상, 젊은 성인에서 관절

합리적이다. 이번 증례의 경우 입원 당시에는 anti-HCV

염과 피부병변 시 임균 감염 가능성, C형 간염의 성매개

항체가 음성이었으나 3개월 후 재검사에서 양성으로 변

성 전파에 대한 고려가 필요함을 일깨워주고 있다.

하고 ALT/AST가 증가되어 급성 C형 바이러스 간염의

요

동반감염을 진단하게 되었다. C형 간염 바이러스의 잠복

약

기는 7주 내외(4-20주)인데, 이 환자에서는 간기능 이상
이 처음 발견된 것이 감염 4주 후로 조금 빠른 듯하지만

임질은 개발도상국에 흔한 질환이며 이 지역으로 여

임균 관절염으로 경과 관찰 중이었으므로 다른 예에 비

행하는 해외 여행자에서도 성인성질환의 중요 원인이다.

해 진단이 빨랐기 때문으로 생각된다.

또한 다른 성인성 질환과 동반되어 발생하기도 한다. 임

C형 간염 바이러스는 감염된 혈액을 통해 주로 전파되

균은 대부분은 점막에 국한하는 감염을 일으키지만 일부

므로 수혈, 사용한 바늘의 공유, 문신들이 확인된 전파 방

환자에서는 점막외 부위에 감염을 일으키며 파종성임균

법이지만 약 40%의 환자에서는 이런 병력이 없으므로 다

감염이 가장 흔한 전신 감염형태이다. 파종성 임균감염은

른 전파 방법이 있을 가능성이 있다(15). 성행위도 한 방

열과 오한, 피부 병변, 건활막염, 이동형 관절염으로 나타

법이지만, A형이나 B형 간염 바이러스와는 다르게 성접

나며, 국내에서는 이에 대해 보고가 없었다. 또한 C형 바

촉과 관련성이 높지 않고 일부 연구에서는 연관성을 밝

이러스 간염이 성접촉 후 발생한다는 것을 직접 증명한

히지 못하기도 하므로, 아마도 전파 위험성이 낮기 때문

예가 없었다.

에 대상 환자에 따라 결과가 다양하게 나오는 것으로 생

필리핀 여행 후 40세 남자 환자가 발열, 다관절통, 출

각한다. 대부분 연구가 성인성 질환에 걸릴 위험이 높은

혈성 수포, 농포로 내원하여 활액 검사에서 임균이 관찰

환자 집단에서 C형 간염 바이러스 감염이 흔하다는 것을

되어, 전신성 임균 감염으로 진단되어 ceftriaxone으로 치

근거로 C형 간염 바이러스가 성행위에 의해 전파된다는

료하였다. 또한 외래에서 경과 관찰 중 간기능 이상과

결론을 내린 것이지만, 이는 간접 증거이고 이번 증례와

anti-HCV 양성전환을 보여 급성 C형 바이러스 간염을

같은 직접 증거는 되지 못한다. 부부 중 한 사람만 감염

진단하고 interferon-α2b로 치료 후 증상의 호전을 보인

된 경우를 대상으로 전파된 바이러스의 유전자형을 비교

예를 경험했기에 문헌고찰과 함께 보고하는 바이다.

하는 방법이 비교적 원인-결과를 밝힐 수 있는 방법이며
일부일처의 관계에서는 1년에 0.0-0.6%의 항체 양성률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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