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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논문[1]은 2011년부터 2016년까지 제주 지역에서 발생한 쯔쯔가무시증 환자 446명에 인적, 질

병적특성에 대한 분석을 시행하였다. 전체 환자 중 쯔쯔가무시증에 감염된 가장 흔한 노출력이 

과수업 (155명, 전체 35%), 이중 91%가 감귤 수확 작업이었다. 즉 제주도에서는 감귤 과수원 농

업이 쯔쯔가무시 감염의 주요 추정감염경로라는 ‘현상’이 관찰되었다. 하지만 본 연구는 통계기법

으로 어떠한 가설을 추론하고 증명하려는 연구가 아니라, 조사된 정보들을 수치화하여 사실 자체

를 드러내는데 주안점이 맞춰져 있다. 본 연구에서 관찰된 ‘현상’을 ‘가설’화 하여 증명하려면 추

가적인 연구가 필요할 것이다. 

  

독자께서 제기 하신 지적사항에 대한 답변은 다음과 같다. 

첫 번째, 95% 신뢰구간을 포함하는 age and sex-adjusted incidence 를 사용하지 않았기 때문에 

문제가 있다는 지적이다. 2016년 1월 통계청 자료[2]를 이용하여 age-adjusted incidence 구하여 

원문의 Figure 1과 Table 2를 새롭게 구성하여 보았다(Table 1 and Figure 1). 단 Figure 1는 2011년

부터 2016년까지의 6년 평균을 구하였다. 원문의 crude incidence와 비교해 보았을 때, 동 지역보

다는 읍면 지역의 수치 변화 (주로 증가) 가 두드러졌다. 지역별 발생률의 경향과 지역간 비교에

서 원문과 동일한 경향을 관찰할 수 있었다. 

 

두 번째, 통계 기법 중 Mann-Whitney U-test 적용에 대한 지적이다. 저자는 독립된 A, B지역간에 

6개 연도 각각의 10만명당 발생률 값이 의미 있는 차이가 있는지 보려고 하였다. trend를 보려는 

목적으로 사용한 것은 아니었다 

 

세 번째, 표3은 6개 지역 별 쯔쯔가무시증의 주요 원인의 case별 분포를 나타낸 표이다. 본 표에

서는 위험요인에 대하여 ‘prevalence odds ratio’를 보기 보다는 단순히 ‘6개 지역별 분포가 다름’

만 나타내려 하였다. 본문에 기술하였듯이 6개 지역별 주요 원인이 다르므로 지역 보건소별 쯔쯔

가무시 예방 사업의 포커스가 달라져야 함을 보여준 표이다. 또한 본 연구는 감귤농사 후 감염된 

환자가 많다는 것이지, 아쉽게도 감귤농사가 다른 농사보다 더 위험함을 증명할 수 있는 연구가 

아니다. 

 

네 번째, 2016년도 발생사례가 높은 것이 8월의 평균기온 및 습도와 관련 있다는 것은 본 연구의 

주장이 아니라 질병관리본부[3]에서 추정한 내용을 인용한 것이다. 



Volume: 39, Article ID: e2017060r  

https://doi.org/10.4178/epih.e2017060r 

 

 

이상으로 독자께서 본 연구에 보여주신 관심과 노고에 감사함을 표하며 답신을 마무리하고자 한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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