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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플루엔자

인플루엔자 (influenza)는 흔히 ‘독감’이라 알려져있고, 인플루엔자 바이러스
(influenza virus)에 의해서 발병되는 급성 호흡기 질환이다. 인플루엔자는 매년 전 세
계적으로 크고 작은 유행을 일으키며, 유행이 시작되면 2～3주 내에 통상 인구의 10～
20%가 감염될 정도로 전염성이 대단히 큰 질병이다 [13].
인플루엔자 바이러스는 1931년 Shope에 의해 돼지에서 처음 분리되었고, 사람에서
는 1933년 Smith, Andrews 그리고 Laidlow에 의해 처음 분리되었다 [10]. 이후 수차
례의 변이를 통해 전 세계적으로 인류의 유병율 및 사망률을 높이는 원인이 되고 있다.
인플루엔자 바이러스는 표면 단백질인 hemagglutinin (HA)과 neuraminidase
(NA) 유전자의 변화에 의해 기존의 항원형과는 전혀 다른 새로운 항원형으로 변하는
항원 대변이 (antigenic shift)와 동일한 인플루엔자 아형 내에서 약간의 유전적 변화만
생기는 항원 소변이 (antigenic drift)라는 특성을 가진다. 항원 대변이는 인플루엔자
A형에서 주로 일어나며 B형과 C형은 이에 비해 변이가 적고, 특히 C형에 의한 사람의
감염은 드문 것으로 알려져 있다 [10]. 사람에서는 주로 A/H3N2형, A/H1N1형 및 B형
이 유행하고 있는데 변이를 통해 새로운 바이러스 주가 출현할 경우 유병율과 사망률이
크게 증가하므로 인플루엔자의 중요성을 인식하여 WHO를 중심으로 전 세계 인플루엔
자 감시체계를 운영하여 유행에 대비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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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원체
인플루엔자 바이러스는 Orthomyxoviridae 과, Influenzavirus 속에 속하며,
nucleocapsid (NP)와 matrix (M) 단백질의 항원성 차이에 의해 크게 A, B 및 C형으
로 구분된다. 이중 A형은 HA 단백질의 항원 특성에 따라 H1형에서 H15형까지, NA
단백질 항원 특성에 따라 N1형에서 N9형의 아형으로 분류 된다 [14]. 인플루엔자 바이
러스 입자는 직경이 평균 80～120 ㎚ 정도이며 외부에 돌기가 있는 구형이나, 유정란
및 감수성 세포 등에서 분리된 직후의 바이러스는 길이가 400 ㎚인 필라멘트 형태로
되어 있는 경우도 있다 [5]. 비리온은 피막 (envelope)을 갖고 있으며 에테르, 열 및
pH 등에 민감하다.
유전자는 단일 가닥의 분절화된 (-) RNA로 되어 있고 나선 캡시드 (capsid)로 싸여
있다. A와 B형 바이러스는 각각 8개의 다른 RNA 분절을 갖는 반면에, C형은 7개의
분절이 있다. 유전자는 각각 당 단백질 (glycoprotein)인 HA와 NA, polymerase
protein인 PB2, PB1 및 PA, 유전물질을 보호하는 NP와 M, 비 구조단백질인 NS1과
NS2로 구성되어 있다 [12]. 이중 HA와 NA 단백질은 바이러스 피막의 지질층에 매몰
되어 있으면서 바이러스 표면에 돌출되어 항체 반응에 중요한 역할을 한다.
인플루엔자 바이러스는 항원성의 변이가 빈번하고 많은 아형이 존재하기 때문에 이
의 체계적인 관리와 인식의 정리를 위해서 세계보건기구에서 제안한 표기 방법을 사용
하고 있다. 표준 명명법은 아형/기원숙주/분리지역/분리순번/분리연도 (HA형, NA형)
순으로 한다. 예를 들어 Influenza A/Johannesburg/33/94 (A/H3N2)의 경우, 인플루
엔자 A형 바이러스이며 요하네스버그에서 1994년에 33번째로 분리된 바이러스로 H3
와 N2의 항원형을 갖는 것을 의미한다. 만일 동물에서 분리된 인플루엔자 바이러스이
면 Influenza A/swine/Iowa/15/30 (A/H1N1)에서와 같이 바이러스가 분리된 숙주를
표기하는데, 사람에서 분리되었을 경우에는 사람은 표기하지 않는 것을 제외한 기타 사
항은 동일하다.

임상 증상
가장 뚜렷한 증상은 감염 24시간 내에 38～40℃의 갑작스런 고열이며, 두통, 근육통
및 피로감 등의 전신 증상과 인후통, 기침, 객담 및 비염 등의 호흡기 증상이 나타난다.
또한 복통, 구토 및 경련 등이 드물게 발생할 수 있다. 건강한 사람은 수 일간 증상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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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인 후 회복되지만 만성폐질환자, 심장질환자 및 면역저하자 등은 폐렴과 같은 합병증
이 발생하여 사망할 수 있으며 이외에 뇌증, 척수염 (transverse myelitis), Reye 증후
군, 근염, 심근염 및 심낭염 등의 합병증이 동반될 수 있다. 소아의 경우 성인에서와
비슷한 증상을 보이지만, 열이 더 높게 나고, 열성 경련이 일어날 수 있으며 중이염, 위
막성후두염 (croup) 및 근육통도 더 흔하게 발생한다.
특히 최근 1997년 홍콩 유행에 대한 연구 결과 제한적이긴 하나 조류 인플루엔자로
인한 인체 감염의 경우 3단계 임상 양상으로 구분되는데, 1단계에서는 무증상 또는 경
증 호흡기 증상 및 발열 등이 나타나고, 2단계에서는 심한 폐렴, 신장, 간 기능 이상
소견을 보이고, 3단계에서는 급성호흡부전증, 다기관 부전소견을 보이며 심한 경우 사
망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1].

역 학
인플루엔자는 보통 겨울이 시작되는 늦가을에서 이른 봄에 많이 발생한다. 주로 비말
등에 의한 간접 및 직접 접촉에 의해 전파되며, 유행이 시작되면 2～3주 내에 정점을
이루고 5～6주간 지속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잠복기는 1～4일로 평균 2일 정도이나 바이러스의 감염력과 숙주의 면역상태에 따라
다르다. 보통 증상 발현 1일 전부터 발병 후 약 5일 정도까지 전염력이 있다. 그러나
소아에서는 전염 가능 기간이 더 길어 증상이 나타난 후 7일까지 전염력이 있다. 특히
항원 대변이에 의해 새로운 아형이 생기면 대부분의 사람이 이에 대한 면역력이 없어
대유행이 가능하다.
일반적으로 A형이 유행 빈도가 높으며, B형은 국지적인 유행에 관여하고 A형에 비
해 그 발생 기간이 다소 늦다. 이에 비해 C형은 현재까지 사람에게서 별로 문제가 되지
않으며 산발적으로 소규모로 발생되고 있다.
항원 대변이에 의한 인플루엔자 A 바이러스의 유행 주기는 약 10～40년이며, 인플루
엔자 B 바이러스는 3년을 주기로 유행하는 것으로 추정되고 있다. A형의 경우 1918년
A/H1N1형에 의한 스페인 독감 출현으로 전 세계적으로 약 5,000만 명이 사망했고,
1957년에는 A/H2N2형에 의한 아시아독감으로 미국에서만 약 7만 명이 사망했으며,
1968년에는 A/H3N2형에 의한 홍콩 독감이 발생된 바 있다 [1]. 이런 대유행은 예측이
어렵고 전형적인 유행 양상이 아니며 모든 연령층에서 발병할 수 있으므로 사망률도
증가하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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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히, 인플루엔자 바이러스는 기본적으로 조류 인플루엔자 바이러스이며 대부분의
조류 인플루엔자 바이러스가 사람에게 직접 감염되진 않지만, 때로 사람과 조류의 바이
러스가 돼지에서 유전자 재조합되어 증폭된 후 사람에게 감염될 수 있는 새로운 항원형
의 바이러스가 출현할 수 있는 것으로 알려져 왔다. 또한 1997년과 1999년의 조류 독
감 발생시 사람에서 분리된 A/Hong Kong/156/97(A/H5N1)과 닭에서 분리된 A/
chicken/Hong Kong/258/97 (A/H5N1)에 대한 유전자 분석 결과 HA1 유전자 부위에
서는 3개의 아미노산만이 차이가 났으며, HA의 수용체 (receptor) 결합부위의 아미노
산은 차이가 없을 뿐 만 아니라 90～95% 일치를 보여 두 바이러스가 유전학적으로 매
우 밀접한 연관성이 있음이 확인되는 등 인플루엔자 A/H5N1형 바이러스가 다른 중간
매개 동물 없이 직접 사람에게 감염되었음이 확인된 바 있다 [6]. 이외에 1999년 이탈리
아에서 A/H7N1형, 2003년 네델란드에서 A/H7N7형 및 2003년 겨울 아시아 일부 국
가에서 A/H5N1형 조류 독감 바이러스에 의한 인체 감염 발생이 보고됨으로써 신종
인플루엔자 바이러스 유행에 대한 경각심을 불러일으켰다. 반면 국내에서는 2003년 12월
부터 2004년 3월까지 철새에 의해 유입된 것으로 추정되는 A/H5N1형이 닭에서 발생
하였으나 인체 감염 사례는 보고되지 않았다 [1].

국내 외 인플루엔자 감시체계
세계보건기구를 비롯한 관련 기관에서는 인플루엔자의 세계적인 유행 가능성 때문에
1947년부터 감시체계를 운영하고 있으며, 현재 미국, 일본, 호주 및 영국의 국제협력센
터를 주축으로 83개국 112개 국립 인플루엔자센터가 참여하고 있다. 유행 감시에는 바
이러스 분리가 가장 적절한 지표이긴 하지만 그 범위와 정도를 추정하기는 어려우므로
표본의사 (sentinel physician)에 의한 시기에 적절한 인플루엔자 유사환자 (influenzalike illness)의 발생 정보 제공이 인플루엔자 유행 감시를 뒷받침하게 된다. 이를 위해 영
국 (Communicable Disease Surveillance Center, CDSC), 미국 (Center for Disease
Control and Prevention, CDC) 및 프랑스 (National Institute of Health and Medical
Research, INSERM) 등 여러 선진국에서는 감염병 전산망을 통한 특징적인 체계를
중심으로 운영하고 있다 [5, 7, 8].
국내에서는 1972년 국립보건원 호흡기바이러스과가 WHO 지정 국립인플루엔자센터
로 지정된 이후 인플루엔자 관리가 이뤄지고 있었으나 표본의사에 의한 전국적인 감시
체계 부재, 자료 부족 및 지역적인 제한점 등으로 인플루엔자 유행을 조기에 감지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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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속히 대처하기 위한 체제가 갖춰지지 못하여 예방활동에 대한 자료의 대부분을 외국
에 의존하고 있는 실정이었다. 이후 1997년에는 전국적인 인플루엔자 감시체계가 구축
되었고, 2000년에는 인플루엔자가 제3군 전염병으로 지정됨에 따라 국가 인플루엔자
감시체계 (Korea Influenza Surveillance Scheme, KISS)를 통해 국가 차원에서 관리
하게 되었다. 이의 일환으로 구축된 전국적인 임상 및 실험실 감시를 통해 확진된 인플
루엔자 바이러스는 2000년 이후 지속적으로 증가하여 2003/2004 절기에는 총 1,312주
의 바이러스가 확인되었다 (그림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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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 주별 인플루엔자 의사환자 발생분율 및 바이러스 분리현황, 2000～2004
ILI：Influenza-like Illness, 인플루엔자 유사환자
(2003～2004 절기 인플루엔자 표본감시 결과보고서, 질병관리본부)

이러한 감시체계를 통해 WHO에서는 각국에서 분리된 바이러스의 성상을 분석하여
당해연도의 유행양상 및 다음해의 유행주를 예측하고 백신주를 선정하고 있다. 일부 선
진국의 경우 자국에서 분리된 분리주로 백신을 자체 생산하고 있으나 국내의 경우 분리
주의 세분화된 항원 분석이 불가능하여 국내에서 실제 어떤 분리주가 유행하고 있는지
는 유행이 거의 끝난 다음에야 알 수 있는 상황이며 백신도 대부분의 원료를 수입하고
있는 실정이다. 현재 신종 인플루엔자 유행에 대비하기 위하여 국내 분리주에 대한 항
혈청 생산 및 분리주의 변이에 대한 선행 연구를 수행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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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방 및 관리
일반적인 치료로서 안정 및 해열제 복용 등의 대증요법을 실시하며 폐렴과 같은 합병
증이나 2차 감염 발생시에는 항생제를 투여한다. 현재 인플루엔자를 치료하기 위해 사용
중인 치료제로는 M2 단백 억제제와 neuraminidase 억제제 (neuraminidase inhibitor,
NI)가 있다. M2 단백 억제제로는 amantadine (1-aminoadaman-tane hydrochloride,
TM

Symmetrel )과 rimantadine (α-methyl-1-adaman-tane methylamine hydrochloride,
TM

Flumadine

)이 있으나 이는 인플루엔자 A형 바이러스에만 효과가 있으며, M2 단백

이 없는 B형 바이러스에 대해서는 효과가 없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그러나 부작용 및
내성주의 발생으로 인해 사용량이 매우 적고 단지 증상을 경감시키기 위한 치료가 주를
이루고 있다.
1999년에 이르러 A 및 B형 인플루엔자 바이러스에 대해 억제 효과가 있는 neuraminidase
TM

억제제인 zanamivir (4-guanidino-neu5Ac2en, Relenza )와 oseltamivir ([3R,4R,5S]TM

4-acetamido-5-amino-3-[1-ethylpropoxy]-1-carboxylic acid, Tamiflu

)가 개발

되어 사용되고 있다 [11]. 이들 NI는 종전에 사용되던 M2 억제제에 비해 내성주 발생
빈도가 보다 낮을 것으로 예상되지만, 국가 내성주 감시 체계를 통해 내성 출현 및 그
양상과 빈도를 파악하는 것이 인플루엔자의 효과적인 관리에 중요하다.
인플루엔자를 예방하는 가장 효과적인 방법은 인플루엔자 백신을 접종하는 것이지만
인플루엔자 치료제 역시 증상을 경감시키는 치료 목적 이외에 예방 목적으로도 사용
가능하다. M2 억제제는 A형 인플루엔자 바이러스에 의한 발병을 예방하는데 70～
90%의 효과가 있으며, NI의 경우 zanamivir는 7세 이상에서, oseltamivir는 1세 이상
에 대한 치료에 대해 인가되었고, 2000년에 oseltamivir는 13세 이상에 대한 예방 목적
으로 허가되었다 (예방효과：zanamivir, 84%; oseltamivir, 82%). 이들 치료제는 고위
험군에서 예방 접종을 못한 경우나 예방 접종 후 항체 형성 이전 기간에 인플루엔자가
유행할 때, 또는 중증 면역저하자에서 예방접종을 해도 충분한 항체가 형성되지 않을
것이 예측되는 경우 예방적 차원에서 사용할 수 있다. 또한 건강한 성인에서 발병한 경
우 투여하면 질병의 이환 기간이나 증상을 완화시킬 수 있어 인플루엔자 백신 보조제로
서 유용하게 사용될 수 있다.
인플루엔자 백신은 70% 정도의 질병 예방 효과가 있으며 특히, 65세 이상의 연령층
과 심장 혈관, 폐질환을 가진 고위험군 등에서의 사망이나 이환을 감소시키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백신 접종은 대개 유행이 시작되는 늦가을이 되기 전에 늦어도 인플루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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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 유행 2주 전에 접종 받아야 한다.
현재 세계적으로 가장 많이 사용되고 있는 인플루엔자 백신은 A/H1N1형과 A/H3N2
형 및 B형 바이러스를 함유하는 3가 불활성화 백신으로 전 바이러스 백신 (wholevirus vaccine), 분할백신 (split vaccine) 및 아단위 백신 (subunit vaccine)이 있다.
전 바이러스 백신은 불활화된 바이러스 입자 전체를 함유하고 있는 반면, 분할백신은
바이러스 피막을 용해시킨 후 화학적으로 잔존 바이러스를 불활화한 백신이다. 현재는
불활화 백신을 MDCK나 Vero세포를 이용하여 생산하는 방법 [4] 외에 약독화생백신
(live attenuated vaccine)과 DNA 백신에 대한 연구가 진행 중이다.
외국의 경우 고위험군이나 저위험군에 대한 인플루엔자 백신의 면역능이나 부작용과
같은 기본적인 연구는 물론 지역사회에서 예방 접종의 효능, 비용 및 효과에 대한 연구
들이 다양하게 진행되고 있다. 그러나 우리나라에서는 매년 수 백만 명이 인플루엔자
예방 접종을 실시하고 있으나 백신에 대한 안전성 및 효능 등에 대한 연구가 많지 않은
설정이다.
현재 국내에서는 전국적인 실험실 진단 체계를 통해 발생 현황과 유행 양상을 예측하
여 방역대책 수립 자료를 확보하고 있으며, 또한 실험실 감시를 통해 확보된 바이러스
주의 성상 분석을 통해 새로운 바이러스의 출현 여부를 파악하고 있다. 특히, 조류 인플
루엔자에 대한 효율적인 관리 및 예방을 위해 신속 정확한 신고 및 진단 체계를 기초로
한 국내에서의 표본감시제도를 강화하고 있다.

실험실 진단
인플루엔자 바이러스 감염으로 나타나는 호흡기 질환은 특이한 양상이 아니므로,
respiratory syncytial virus (RSV), parainfluenza virus, adenovirus, rhinovirus,
Mycoplama pneumoniae 및 세균에 의한 호흡기 감염과의 감별 진단이 필요하다.
인플루엔자에 대한 진단 방법은 검체에서의 바이러스를 분리하거나 또는 단백 항원
이나 유전자를 검출하는 방법 및 혈청학적 검사로 구분할 수 있으며 이를 위해 동물세
포나 유정란에서의 배양, 혈구응집억제시험 (hemagglutination inhibition assay, HI),
면역확산법, 면역형광법, 효소면역시험법 (enzyme-linked immunosorbent assay,
ELISA) 및 전자현미경진단법 등이 이용될 수 있다 (2002년 발행 감염병 실험실 검사
및 http://pathogen.nih.go.kr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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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검체
1) 채취 대상
38℃ 이상의 갑작스러운 발열과 호흡기증상과 전신적인 증상 (근육통 등)을 보이는
인플루엔자 의사환자 중 전형적인 증상을 나타내는 환자를 대상으로 한다.

2) 종류 및 채취시기
바이러스 분리를 위한 검체 채취 부위는 환자의 인후부 혹은 비강 부위를 면봉으로
도찰 (swab)하거나 비강흡입액 등의 분비물을 그대로 채취관에 넣어 사용하며, 채취
시기는 발병 1～3일 사이의 초기에 이루어져야 하며 이외에 객담, 척수액 등이 이용
되기도 한다. 혈청학적 검사에는 급성기 및 발병 후 최소 2주 후의 회복기 혈청이 요구
된다.

3) 채취 및 처리 방법
인플루엔자 바이러스의 항체 증명을 위한 혈청은 혈액 채취 후 일반적인 처리 방법에
따른다.
인플루엔자 바이러스의 분리를 위한 검체 채취 및 보존은 바이러스의 분리 시 가장 중
요한 요인이다. 검체를 채취하기 위하여 바이러스 수송배지 (virus transport medium)
를 직접 만들거나 상품화된 배지를 구입하여 사용한다.
일반적으로 바이러스 수송 배지의 양이 많을 경우 검체가 희석되어 바이러스 분리율
이 좋지 않을 수 있으므로 3～5 ㎖ 정도의 수송배지가 적당하다. 만약 1～2일 사이에
바이러스 분리를 위한 접종이 용이치 않을 경우 -70℃ 이하에 검체를 보관하는 것이
좋다.
① 채취된 검체에 penicillin 500 ㎍/㎖, streptomycin 500 ㎍/㎖ 또는 gentamicin
250 ㎍/㎖과 nystatin 100 ㎍/㎖을 첨가한 후 잘 섞는다.
② 4℃에서 1시간 반응 시킨 후 원심 분리 (3,000 rpm 이상) 한다.
③ 상층액을 모은 후 접종 원으로 이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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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검사 방법
1) 세포배양에 의한 바이러스 분리
인플루엔자 바이러스 배양 및 분리를 위해 동물세포와 수정란이 이용되고 있지만, 동
물 세포배양법이 간단하고 많은 검체를 동시에 처리할 수 있으므로 많이 이용되고 있
다. 일반적으로 Rhesus monkey kidney (RMK)나 Madin-Darby canine kidney
(MDCK) 세포주가 많이 이용되며, 이외에 LLC-MK2 세포주가 사용된다. 분리된 바
이러스는 항원 및 유전적 특성 규명을 통해 백신주 선정 및 생산의 자료로 이용될 수
있으므로 중요하다.
① 24 웰 또는 48 웰 조직배양 플레이트에 세포를 단층 배양한다.
② 항생제 처리된 검체를 세포에 0.2 ㎖ 씩 접종하고 실온에서 30분간 흡착시킨다.
③ 인플루엔자 바이러스의 세포 내 침투를 용이하게 하기 위하여 트립신이 첨가된
접종 배양액을 0.5 ㎖ 씩 첨가한다.
④ 5% CO2, 33℃ 조건에서 7일간 배양하면서 현미경으로 세포병변효과 (cytopathic
effect, CPE)를 관찰한다.
⑤ 조직배양 플레이트 내의 세포 및 배양액을 수거한 후 원심 (4℃, 10,000 rpm) 하
고 세포 침전물과 배양액을 분리하여 확인동정을 위해 주로 상층액을 이용한다.
⑥ 인플루엔자 바이러스에 대한 진단 및 A/H3N2, A/H1N1, B형 등의 아형 (subtype)
을 확인하기 위하여 간접면역형광항체법 (indirect immunofluoscence assay,
IFA), HI 방법 등을 실시하며, 이외에 역전사효소중합반응 (reverse transcription
polymerase chain reaction, RT-PCR) 법을 이용하기도 한다.

2) 직접 항원 또는 유전자 검출
인플루엔자 진단 시 가장 정확한 방법은 바이러스 분리이지만 최소 1주일 이상의 시
간을 요구하기 때문에 세포배양을 실시하지 않고 검체로부터 직접 항원을 검출하는
ELISA, 또는 유전자를 검출하는 RT-PCR을 이용한 분자생물학적인 진단법이 많이
사용된다. 유전자 검출법은 민감도가 매우 높고 판정 기준이나 비용 등을 고려할 때 가
장 많이 이용되고 있으나 실험실 내에서의 검체 간 오염을 주의하여야 한다.
RT-PCR 방법에 의해 유전자를 검출하기 위해서는 보통 인플루엔자 바이러스의 형
및 아형을 구분할 수 있는 NP, M 또는 HA 유전자를 증폭시킨다 [15]. 이때 사용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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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rimer는 실험 목적에 따라 다양하지만 최근에는 여러가지 아형의 유전자를 동시에 특
이적으로 검출할 수 있도록 제작된 primer를 이용하여 한 개의 시험관내에서 역전사
중합효소반응을 한꺼번에 수행할 수 있는 single-step single-tube multiplex RTPCR 진단법이 많이 사용되기도 한다.
예) 인플루엔자 바이러스 HA 유전자에 대한 RT-PCR (표 1, 그림 2)
① 검체나 세포배양액으로부터 추출 키트를 이용하여 RNA를 분리한다.
② 인플루엔자 바이러스 유전자의 3’말단에 대해 상보적인 primer (5’-AGCA
AAAGCAGGGGATAATTC-3’)와 역전사효소를 이용하여 cDNA를 합성한다.
③ A/H3N2, A/H1N1 및 B형의 HA 유전자에 대해 특이적으로 제작된 6종류의
primers 및 Taq polymerase를 이용한 PCR 반응조건은 94℃에서 5분 동안 변
성한 후, 94℃ 1분, 60℃ 1분, 72℃ 1분간 35회 반복한 다음 72℃에서 10분간 후
연장하여 4℃에 정치한다.
④ 전기영동으로 증폭 산물을 관찰한다.
표 1. 인플루엔자 바이러스 HA 유전자에 대한 primer 종류
표적 유전자 (아형)

Primer

염기서열 (5’→3’)

산물 크기 (bp)

HA(A/H1)

AHI BF
AHI BR

ATAGGCTACCATGCGAACAA
CTTAGTCCTGTAACCATCCT

944

HA(A/H3)

AH3 BF
AH3 BR

AGCAAAGCTTTCAGCAACTG
GCTTCCATTTGGAGTGATGC

591

HA(B)

BHA BF
BHA BR

CATTTTGCAAATCTCAAAGC
TGGAGGCAATCTGCTTCACC

767

그림 2. Multiplex RT-PCR에 의한 인플루엔자 바이러스 유전자 검출
M：100 bp size marker, lanes 1～2：음성대조, lanes 3～5：인플루엔자 바이러스
양성대조 (A/H3N2, A/H1N1, B), lanes 6～7：A/H3N2 분리주

866 감염병실험실진단 제4부 바이러스질환

3) 신속항원검출법
인플루엔자 감염 시 신속한 진단은 환자의 적절한 치료에 중요하게 작용할 수 있다.
이를 위해 일선 의료기관에서 직접 임상검체를 이용하여 인플루엔자 바이러스의 항원
을 진단하는 방법이 개발되고 있다 [9]. 현재 시판되고 있는 진단 시약은 민감도가 배양
또는 RT-PCR 방법에 비해 떨어지지만 현장에서 직접 사용할 수 있고 30분 이내에
진단이 가능한 장점이 있다 (표 2).
표 2. 인플루엔자 신속항원진단 키트의 종류 및 특성
소요시간
(분)

민감도
(%)

특이도
(%)

제품명/제조사

제품형태

Directigen Flu A
(Becton dickenson)

Membrane
adsorption EIA

15

62～100

Directigen Flu A/B Membrane
(Becton dickenson) adsorption EIA

15

Type A：90 Type A：99.8
Type B：71 Type B：98.5

A, B형 구분

FLU OIA
(Biostar)

Optical
immunoassay

15

37～93

73.1～95.7

A, B형 구분
안됨

Zstat Flu
(Zyme Tx Inc)

Optical
immunoassay

30

65～96

63～92

A, B형 구분
안됨

QuickVue
(Quidel)

Membrane
capillary flow

10

74～95

76～98

A, B형 구분
안됨

84～100

비고
A형 특이

이 가운데 Directigen Flu A가 가장 오랫동안 사용되어 왔으며, 이외에 FLU OIA
및 QuickVue 등이 효소면역측정법 등을 이용하여 A 및 B형 인플루엔자를 진단하는데
이용되고 있다. 이와 달리 Zstat Flu는 바이러스의 neuraminidase 활성을 colorimetric
assay로 검사하여 바이러스의 존재를 증명하는 시약이다. 이들 신속 항원 진단법은 현
재 우리나라를 비롯하여 일부 선진국에서 사용 중이나, 바이러스 항원 특성 규명이 안
되고, 가격이 비싼 단점이 있지만 간편하고 신속한 진단이 가능하므로 사용량은 증가될
추세이다. 국내에서는 2001～2002년 인플루엔자 절기부터 광역시를 중심으로 신속항
원진단키트 사용을 추진하여 보다 신속하고 정확하게 인플루엔자 유행을 예측하고
있다.

4) 혈청학적 검사
보통 발병 후 1주일 이내의 급성기 혈청 및 발병 후 2주에서 1개월 이내의 회복기 혈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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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요구되며 보체결합시험 (complement-fixation, CF), HI, 중화시험 (neutralization,
Nt), ELISA 방법 등이 사용된다. 인플루엔자에 대한 IgM 항체는 발병 후 5～14일부터
나타나고 2～4주 후에 최고치를 나타내며, IgG 항체는 발병 후 10～14일부터 나타나기
시작하여 4～6주 후에 최고치를 나타낸다. IgA 항체는 발병 5일 후부터 나타나기 시작
하여 2주 후에 최고치를 나타낸다. 이 방법은 인플루엔자의 혈청역학적 연구, 백신의
면역원성 연구 및 전국적인 유행 감시사업의 수단으로써 유용하지만 인플루엔자 진단
시 발병 5일 이내 급성기 혈청과 2주일 후의 회복기 혈청이 요구되는 제한점이 있다.

5) 판 정
세포배양을 통해 인플루엔자 바이러스가 분리되거나 항원이나 유전자가 검출된 경우
를 급성감염 또는 양성으로 판정한다. 혈청학적 검사의 경우 급성기와 회복기의 항체가
가 4배 이상 상승된 경우를 양성으로 판정하며 인플루엔자에 대한 방어 (protection)가
가능한 항체는 HI 역가의 경우 1：40 이상, Nt 역가의 경우 1：8 이상으로 판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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