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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종 인플루엔자로 불리는 바이러스는 돼지에서 기원한 형 인Influenza A/H1N1 2009 A

플루엔자 바이러스가 변이를 일으켜 생긴 새로운 바이러스로 년 전 세계적으로 사, 2009

람에게 감염을 일으키고 있는 호흡기 질환이다 년 월말 경 멕시코에서 발열 기침. 2009 4 ,

및 구토로 내원한 세 소아의 비인두 흡입 검체에서 처음으로 검출되었다10 .

세계보건기구 이하 는 유행초기에 돼지인플(World Health Organization; WHO) ‘SI’, ‘

루엔자 등으로 불리었던 급성호흡기질환을 년 월 일 기준으로’ 2009 4 30 influenza

로 공식 명명하였으며 유행을 국제적인 국제 공중보건위기상황A(H1N1) (Public Health

으로 규정하고 유행지역의 여행과 방문에 주의를 표명하였다 월 일 의Emergency) . 6 11 WHO

신종 인플루엔자 대유행 선언 이후 월 말부터는 우리나라도 학교를 중심으(pandemic) , 7

로 집단발생이 증가하고 역학적으로 해외여행 등의 감염위험요인이 없는 지역사회 감염

자의 발생이 늘어나기 시작하였다 월 일 현재 질병관리본부 전염병 웹보고 시스템을. 9 20

통해 제 군 법정전염병인 신종전염병증후군 으로 신고된 신종 인플루엔자 검사 양성4 ‘ ’

자 수는 총 명이며 성별로는 남자 명 여자 명 로 남자15,160 , 60.9%(9,235 ), 39.1%(5,925 )

가 여자보다 더 많았다 연령별 분포는 세 연령군이 전체 검사 양성자의. 10-19 53%(8,042

명 로 가장 많았고 다음은 세 명 세 명 세) , 20-29 21%(3,187 ), 0-9 15.3%(2,320 ), 30-39

명 순으로 나타났다 또한 월 일까지 신종 인플루엔자 검사 양성자 중 사망4.7%(706 ) . 9 20

한 사람은 명으로 확인되어 치명률은 정도로 나타나고 있다 미국 호주 일본9 0.06% . , ,

등 주요 선진국에서 추정하고 있는 이번 신종 인플루엔자로 인한 치명률은 까0.01-0.15%

지 다양하며 우리나라는 아직까지 다른 나라에 비해 사망자 수가 많지 않은 것으로 파악

되고 있다.

년에 유행한 신종인플루엔자 바이러스는 이전에 사람과 돼지에서 발견되지2009 A(H1N1)

않았던 의 새로운 아형 으로 미국과 멕시코에서 발견된 바이러스는 유전A(H1N1) (subtype)

적으로 동일한 것으로 알려져 있다 증상은 계절인플루엔자 증상과 유사하며 발열 기. ,

침 인후통 무력감 등의 증상이 발생한다, , .

감염경로는 돼지에서 사람으로 또는 사람에서 돼지로 직접 전파가 가능하고 사람으로의

감염은 돼지와 밀접한 접촉에 의해서 발생한다 또한 환자의 기침이나 재채기 등에 의한.

사람 간 감염도 가능하며 오염된 물건에 접촉해서도 감염이 가능하나 조리된 돼지고기를

먹는 것으로는 감염되지 않는다 전염기는 증상발현 후 일이며 증상이 일 이상 지속되. 7 7

는 경우나 어린이의 경우 더 길 수 있으며 치료는 인플루엔자 항바이러스제인 오셀타미

비르 상품명 타미플루 가 효과가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Oseltamivir, ) .

인플루엔자 바이러스는 바이러스의 표면 항원인 적혈구응집소 와 뉴(HemAgglutinin, HA)



라민분해효소 에 의해 아형이 결정된다 는 바이러스가 체세포에(NeurAminidase, NA) . H

부착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하는데 가지 아형이 있으며 은 감염된 세포로부터 증식15 , N

된 바이러스가 빠져나와 새로운 체세포를 감염시킬 수 있도록 기존의 감염된 세포와 바

이러스 입자 간의 결합을 끊어주는 역할을 하며 가지 아형으로 분류된다 형 인플루엔9 . A

자 바이러스는 다양한 아형 변화를 보이기 때문에 의 종류에 따라 등으H, N H1N1, H3N2

로 표기한다 인플루엔자 바이러스는 항원 변이라는 독특한 특징을 가지고 있는데 크고. ,

작은 항원 변이는 거의 매년 일어나며 이러한 항원 변이를 통하여 계속적으로 인플루엔

자의 유행이 초래된다.

인플루엔자바이러스의 진단방법에는 세포배양방법 유전자진단방법 신속진단방법 혈, , ,

청을 이용한 항체가 검사방법 등이 있는데 대부분 정확도와 민감도가 뛰어난 방RT-PCR

법을 이용하고 있다 그러나 실험실 진단에서 범유행시에 시간이 약 일 정도 걸리는 단. 3

점이 있다 따라서 내원한 환자의 인후도말에서 분 안에 추정이 가능한. 10 Rapid Antigen

방법이 개발되어 이용되고 있으며 등은 은 계절인플루엔자 검사에서Test(RAT) Hurt (2007)

방법과 비교한 결과 정확도에서 민감도는 의 결과를Real time RT-PCR 76-100%, 44-95%

보고하고 있으며 그러나 등은 바이러스 유행 시 실험한 결과 민감도가Uyeki 2009 H1N1

의 저조한 결과를 나타내고 있음을 보여주었다22-33% .

본 연구는 명의 인플루엔자바이러스 의심환자로부터 인후액을 면봉으로 채취하여 신637

속진단키트 및 실험을 하였으며 그 결과를 보고하고자 한다Real time RT-PC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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키체1키체1키체1키체1

년에 유행하였던 월부터 월 까지 의심환자 명으2009 9 12 ILI(Influenza Like Illness) 637

로부터 인후두에서 면봉으로 채취하여 에 넣어 실험에 사용VTM(Virus Transport Medium)

하였다 대조군으로 명의 발열이 없는 자의 인후액을 채취하여 동일한 방법으로. 120 VTM

에 넣어 에 보관하여 실험하였다-70 .℃

키체키키체키키체키키체키

신속진단키트진단 실험은 SD Bioline Influenza A/B/A(H1N1) pandemic (Standard

를 이용하여 실험하였으며 이 키트는Diagnostics, Yongin, Korea)kit 2009 H1N1,

및 형을 구별할수 있는 특징이 있다 실험방법은 제조자의 지influenza A influenza B .

시에 따라서 에 희석액을 로 떨어뜨린 후 가검물을 넣고 혼합하여Test tube Dropper Test

을 넣은 후 약 분간 방치하여 결과를 판독하였다strip 10-15 .

키체키키체키키체키키체키

추출은 을 이용하였으며RNA QIAamp viral RNA minikit(QIAGEN GmbH, Hilden, Germany )

제조자의 실험방법에 따라서 실험하였다 포함 을. Buffer AVL (carrier RNA ) 560 uL 1.5

에 넣은 후 시료 을 넣고 초 동안 혼합 한다 실온에서mL tube 140 uL 15 (pulse-vortex) .

분 동안 정치한 후 을 넣고 초 동안 혼합한 후10 Ethanol (96-100%) 560 uL 15 spin-down

한다 혼합된 시료 을 에 넣은 후 에서 분 동. 630 uL QIAamp Mini spin column 6,000 x g 1

안 원심분리 한 후 필터 된 액과 는 버린 후 을 새로운tube QIAamp spin column 2 mL

에 옮긴다 세척을 위하여 과 를 순서대로 을tube . Buffer AW 1 Buffer AW 2 500 uL QIAamp

에 넣은 후 에서 분 동안 원심분리한 후 을 새spin column 6,000 x g 1 QIAamp spin column

로운 에 옮긴다 남아있는 알코올을 제거하기 위하여 에서 분 동안2 mL tube . 20,000 x g 3

원심분리 한 후 에 을 장착한다 을1.5 mL tube QIAamp spin column . Buffer AVE 100 uL

에 주입하고 분 동안 정치한 후 에서 분 동안 원심분리하여 용출하였column 1 6,000 x g 1

다 용출된 여과액으로 정량을 위한 로 사용하였다. template RNA .



키체통 Real time RT-PCR키체통 Real time RT-PCR키체통 Real time RT-PCR키체통 Real time RT-PCR

신종인플루엔자바이러스 정량시험을 위한 증폭은 장ABI 7500(Applied biosystems, USA)

비를 이용하여 미국의 프로토콜 방법대로 증폭하였다CDC . One step Real time RT-PCR

방법은 를 이용SuperScript Platinum One-Step Quantitative RT-PCR kit(Invitrogen)Ⅲ

하여 수행하였다 용 에. Real time PCR tube 10uL 1x reaction buffer, 0.8uL enzyme

를 넣고 를 만들어mix, 0.6mmol/L MgSo4, 200nmol/L probe, 300nmol/L primer Mixture

여기에 를 넣어 증폭하였다 온도 조건은 분에서 합성하여5uL viral RNA . 47 /30 cDNA℃

분 동안 시킨 후 초 초 에서 반응시켜 정94 /10 inactivation 94 /15 , 55 /30 40cycle℃ ℃ ℃

량하였다.

키체트키체트키체트키체트

자료 분석은 를 이용하여 수행하였으며 민감도분석 및SPSS (version 16.0) viral copy

를 비교분석하기 위하여 와 를 실시하였다numbers ANOVA test Tukey's post hoc test . P

값은 으로 통계학적으로 유의성 있는 결과를 보여주었다value p=0.026 .



키키키키

통체1 Real time PCR통체1 Real time PCR통체1 Real time PCR통체1 Real time PCR

신속진단키트는 인플루엔자 의심환자에 빠르게 결과 제공이 가능하며 불필요한 진단검,

사를 줄여주고 항바이러스치료를 용이하게 하며 항생제의 부적절한 남용을 감소시키는,

데 도움을 주고 있다.

및 로 분석한 결과 신속진단키트의 민감도와 정확도ANOVA test Tukey's post hoc test

는 각각 와 였다 임상증상이 있는 환자들의 검체 채취시기를 시간대별로 구75.6% 99.3% .

별하였으며 24hour(D1), 24-48 hour(D2), 48-72hour(D3), 72-96hour(D4), 96-168hour(D5)로

분류하였다 임상증상 일자별인 에서 신속진단키트의 민감도를 보면. D1, D2, D3, D4, D5

그림 에서와 같이 각각 그리고 였다 또한1 75.0%, 76.8%, 79.9%, 77.4% 67.3% . virus

의 값은 그리고 이었고copy numbers log quantity 3.35, 3.60, 3.68, 3.46 3.17 P value

는 이었다 수는 일 까지 증가하다가 이후로 감소하였p=0.025 . log10 virus copy number D3

다 신속진단 키트의 민감도를 높이는 방법이 처음 임상증상이 발생하는 이후 시간. 48-72

이 지난 후에 샘플을 채취하였을 때 가장 높았음을 보여주고 있다.

그림 임상환자의 채취시기별 신속진단키트의 민감도 및 결과1. Virus Copy number .

이번 연구에서 신속진단키트의 민감도는 최 등 의 결과와 비슷하였고 등(2010) Uyeki

보다 높은 감도를 보여주었으며 그림 와 같이 밴드의 폭과 두께의 농도가(2009) 2 Real

의 값과 비례하여 보여주고 있음을 관찰하였다 신속진단키트의 검출한계는time PCR CT .

가 이었으며 이후부터 의 값인CT(Cycle Threshold) value 31±1.5 Real time PCR Cut-off

까지는 음성으로 관찰되었다 그림 에서 보면 과의 비교실험에서는37 . 3 Real time RT-PCR

배의 민감도 차이가 있음을 보여주고 있다1,00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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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ntrol →→→→

A type →
H1N1 2009 →

그림 방법의 값과 신속진단 키트의 비교분석2. Real time RT-PCR CT(cycle threshold)

(CT value : Lane 1 : 21.5; Lane 2: 21.7; Lane 3 : 21.8; Lane 4 : 24.8; Lane 5 : 25.1;

Lane 6 : 25.8; Lane 7 : 26.2; Lane 8 : 27.8; Lane 9 : 29.2; Lane 10 : 30.8; Lane 11

31.5; Lane 12: ND; Lane 13 : ND; Lane 14 : N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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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과 신속진단키트의 검출한계3. Real time RT-PCR (A panel : 2009 H1N1 type

의 값과 신속진단키트의 과Standard Rn PCR cycle number, B panel : A type 2009 H1N1ㅿ

라인type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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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속진단키트의 민감도는 보고 자료마다 많은 편차를 보여주고 있는데 등은John(2010)

의 에Quidel QuickVue (Quidel corporation, California) Pandemic influenza A/H1N1

대한 민감도는 였으며 정확도는 로 보고하고 있으며 및63% 96% Pregliasco F(2004) Hurt

등은 계절 인프루엔자 시기에 민감도는 정확도는 로 보고하였AC (2007) 44-95%, 76-100%

으며 및 등은 의 저조한 결과를 보고하고 있다Uyeki (2009) Stein j(2005) 22-33% .

등은 의 조사결과 의 민감도를 보여주Vasoo(2009) Pandemic Influenza H1N1 virus 53-69%

고 있다 이번 조사 연구에서는. SD Bioline Influenza A/B/A(H1N1) pandemic (Standard

를 이용하였으며 민감도와 정확도는 각각 와Diagnostics, Yongin, Korea)kit 75.6% 99.3%

였고 등의 결과보다 우수한 민감도를 보여주고 있다Vasoo(2009) .

으로 확인된 환자의 평균나이는 이었으며 나이차이는 세2009 A H1N1 23.4±12.81 13-82

이었고 대조군에서는 세 이었으며 나이의 범위는 세 였다 환자의 대부, 34.6±20.8 8-82 .

분이 세 이하였으며 명 을 차지하였다 이는 인플루엔자 바이러스18 53.8%(343 ) . 2009 H1N1

의 주요한 감염 연령층이 청소년이었음을 보여주고 있다.

과 키트를 이용하여 분석한 결과 대조군에서는 발견되지 않았으며RT-PCR RAT influenza

의 경우에는 의 경우엔 샘플 에서 검출되었으며 신속진단키트에B virus RT-PCR 40 (33.3%)

서는 샘플 에서 양성반응을 나타나서 에서의 년 인플루엔자 감시사업47 (39.2%) KCDC 2009

의 경우와 비슷한 결과를 보여주고 있다.

Pandemic influenza A/H1N1 표준시료원액으로 그림 과 같이 를 이용하4 Standard curve

여 수를 계산하였다 의 값은viral copy number . influenza A (H1N1) Cut-off CDC

방법대로 진행한 결과 으로 계산되었다protocol 37.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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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의 를 이용한4. Influenza A (H1N1) standard curves Viral copy number.



통통통통

신속진단키트 방법은 정확도와 민감도가 방법에 비하여 떨어지지만 실험(RAT) RT-PCR ,

실이 갖추어지지 않은 일반병원에서도 쉽고 빠르게 검사가 가능하여 널리 이용되고 있

다 본 연구는 최초 임상증상이 나타난 이후 검체 채취시기별로 신속진단키트의 민감도.

차이가 유의성이 있어 보고하고자 한다.

신속진단키트의 검출한계는 가 이었으며 이후부1. CT(Cycle Threshold) value 31±1.5

터 의 값인 까지는 음성으로 관찰되었다 과의Real time PCR Cut-off 37 . Real time RT-PCR

비교실험에서는 배의 민감도 차이가 있음을 보여주었다1,000 . .

신속진단키트의 민감도와 정확도는 방법으로 비교분석한 결과 각2. Real time RT-PCR

각 와 였으며 임상증상일자로 보면75.6% 99.3% 24hour(D1), 24-48hour(D2), 48-72hour(D3),

에서 각각72-96hour(D4), 96-168hour(D5) 그리고 였75.0%, 76.8%, 79.9%, 77.4% 67.3%

다 민감도의 차이는. 까지 증가하다가 감소하는 경향을 보여주어48-72hour(D3) 민감도를

높이는 방법이 처음 임상증상이 발생하는 이후 시간이 지난 후에 샘플을 채취하였48-72

을 때 가장 높았음을 보여주고 있다.

신속진단키트의 민감도는 에서 또는 의 다양한 결과를 보여주고3. 22-23% 53-69% 75.6%

있는데 임상증상이 발생한 이후 시간 사이에 샘플 채취를 하면 민감도가 높아져 환48-72

자치료에 도움이 될 것이라 판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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