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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인플루엔자의 일반적인 특성
인플루엔자는 겨울철에 유행하는 급성 호흡기바이러스 감염으로 매년 인구의 10% 정도가 감염된다. 인플루엔자
바이러스는 orthomyxovirus과에 속하는 single chain, spiral RNA virus로, 항원 형에 따라 A, B, C형으로 분류되며
각각의 숙주, 역학과 임상양상에 차이가 있다. A형 인플루엔자는 사람뿐만 아니라 돼지, 조류에도 감염되며, 유행
(epidemic)과 대유행(pandemic)을 일으킨다1. B형 인플루엔자는 주로 사람 감염을 일으키고 항원 변이가 적어 대유
2
행과 관련성은 낮으나 종종 중증질환을 일으키기도 한다 . C형 인플루엔자는 사람 및 돼지에서 발견되는데 대부분
경증 질환을 일으키고, 유·소아 호흡기 질환의 원인이기도 하다3,4.
A형 인플루엔자 바이러스는 표면항원인 hemagglutinin (HA)와 neuraminidase (NA)에 의해 아형(subtype)이 결정
된다. HA는 바이러스가 숙주세포에 부착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하는데 H1∼H16까지 알려져 있다. NA는 감염된
세포로부터 증식된 바이러스가 유리되어 새로운 세포를 감염시킬 수 있도록 숙주세포의 수용체와 바이러스 입자간의
결합을 끊어주는 역할을 하며, N1∼N9의 9가지 NA가 발견되었다. 인플루엔자 바이러스는 종(species) 특이성이
1
있어서 사람에서는 세 가지 HA (H1, H2, H3)와 두 가지(N1, N2)를 가진 바이러스가 주로 감염을 일으킨다 .
인플루엔자는 항원변이를 통하여 매년 크고 작은 새로운 유행을 일으킨다. 항원변이에는 기존의 HA, NA 유전자의
점상 돌연변이로 근소한 항원변이가 발생하는 항원 소변이(antigenic drift)와, 새로운 HA 또는 NA를 획득하여 기존에
계절성 유행을 일으키던 아형과 전혀 다른 아형이 되는 것을 항원 대변이(antigenic shift; 예) H3N2 → H2N2)가
있다. 항원 소변이는 A, B형 인플루엔자를 중심으로 거의 매년 일어나기 때문에 계절 인플루엔자유행(seasonal epidemic)의 원인이 된다. 항원 대변이는 A형 인플루엔자에서 일어난다. 새로운 아형의 바이러스가 출현하여 지속적인
사람간 감염(sustained human to human tranmission)이 가능하게 되면 일반인구에서 면역성이 없으므로 전세계에
걸친 대규모의 유행, 즉 인플루엔자 대유행이 일어나게 된다1.
2. 인플루엔자의 대유행(Pandemic Influenza)
20세기에 인류는 4회의 인플루엔자 대유행을 겪었는데, 이중 가장 피해가 컸던 1918년 A/H1N1 스페인 독감
(Spanish flu) 대유행 때는 세계적으로 약 4,000∼5,000만 명이 목숨을 잃었다. 이후 항원 대변이를 통해 1957년
A/H2N2 아시아 대유행 및 1968년 A/H3N2 홍콩 대유행이 있었다. 1977년에는 A/H1N1가 다시 출현하여 러시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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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6

독감 대유행이 있었고, 1968년에 출현한 A/H3N2, B형과 함께 계절 인플루엔자의 주요 원인 바이러스가 되었다 .
2009년 유라시아 돼지 인플루엔자 A/H1N1 바이러스와 기존의 3종 유전자 재편성(triple reassortant) 돼지 인플루엔자
바이러스 간에 유전자 재편성이 일어난 4종 재편성(quadruple reassortant) 바이러스인 2009 influenza A/H1N1이
7,8
출현하여 인플루엔자 대유행을 일으켰다 .
2009년 4월 24일 멕시코와 미국에서 처음 확인된 돼지유래 신종 인플루엔자 A/H1N1 바이러스에 의한 사람감염
유행은 항공여행객을 통하여 4∼6주 만에 전 세계 모든 대륙에 전파되었으며, 국제보건기구(World Health Organiza6-8
tion, WHO)는 2009년 6월 11일에 21세기 최초의 인플루엔자 대유행을 선언하였다 . 우리나라에서도 2009년 전국적
으로 적어도 76만 명의 확진 환자가 발생하였고, 2010년 10월말까지 270명(0.03%)의 환자가 사망하였다9. 이후 2009
10
influezna A/H1N1, A/H3N2, B는 계절 인플루엔자의 원인으로 정착하였다 .
3. 조류인플루엔자의 사람감염
조류인플루엔자는 A형 인플루엔자 바이러스에 의해 발생하는 조류의 감염성 질환이다. 야생오리와 같은 철새들이
자연에 존재하는 가장 흔한 병원소이지만, 철새들은 증상이 없는 보균상태로 존재하거나 경한 증상만이 있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따라서, 철새의 이동경로를 따라 장거리 전파가 가능하며, 이를 통해 닭과 오리, 칠면조 같은 가금류(家禽
11
類)들에게 감염을 일으키는 것으로 추정된다 .
조류에서는 모든 종류의 HA와 NA가 발견됨으로 이론적으로 모든 종류의 아형 조합이 가능하다. 조류를 감염시키
는 인플루엔자 바이러스는 경미한 증상을 일으키는 종도 있고 치명적인 질병을 일으키는 것도 있다. 후자의 경우를
고병원성 조류 인플루엔자(high pathogenic avian influenza, HPAI)라고 하며, H5 또는 H7을 포함하는 아형의 A형
인플루엔자 바이러스가 원인이 된다12.
조류인플루엔자는 일반적으로 사람에게 감염을 일으키지 못한다. 이는 일반적으로 사람을 숙주로 하는 인플루엔자
바이러스의 HA는 인체내의 호흡기 상피세포에 연결된 α2,6-galactose를 포함하는 sialic acid receptor에 결합하는
반면, 조류 인플루엔자 바이러스 HA는 조류의 상피세포 내 α2,3-galactose를 포함하는 sialic acid receptor에 주로
13,14
결합하기 하기 때문이다 .
지금까지 조류에서 대규모 유행을 일으킨 바이러스는 H5N1, H7N7, H9N2 등이 있다. 1997년 5월 홍콩의 3세
소년이 H5N1에 감염된 닭으로부터 다른 중간매개 포유류 없이 직접 감염되었다. 환자로부터 분리된 바이러스는
당시 닭에서 유행한 HPAI로 조류 인플루엔자 바이러스가 다른 포유류에 대한 사전적응 과정 없이 조류-인간 종간의
벽(species barrier)을 넘어 호흡기 감염이 된 첫 사례였다. 당시 총 18명의 환자가 H5N1에 감염되었고 6명이 사망하
였다15,16. 1999년 3월 홍콩에서 가벼운 인플루엔자 증상을 보인 두 명의 여자 어린이로부터 인플루엔자 A/H9N2
17
바이러스가 분리되었다 . 2003년 2월 네덜란드의 양계농장에서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인 A/H7N7이 유행하였는
데 사람에게 전파되어 89명의 환자가 발생하였다. 대부분은 바이러스성 결막염이었으나, 1명은 급성 호흡부전으로
사망하였다. 이 환자가 지금까지 H7 인플루엔자 감염으로 사망한 유일한 증례였다18.
1997년 홍콩에서 A/H5N1 조류인플루엔자 바이러스가 사람 감염을 초래한 이후, 2003년부터 2013년 현재까지
동남아시아 지역을 중심으로 중동 및 아프리카까지 확산되어, 현재까지 15개국에서 628명의 감염과 374명의 사망자
가 발생하였다19. 이러한 나라들은 이미 H5N1이 가금류에 토착화 되었거나 토착단계로 진행하고 있는 지역으로,
제한된 범위에서 사람-사람간 전파가 일어나는 것으로 보인다. 또한, 중증 환자와 매우 밀접하게 장기간 보호장비
없이 접촉하였던 사람에서만 이차환자가 발생한 것으로 보아 현재까지 H5N1의 사람-사람간 전파는 쉽게 일어나지는
않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20.
4. 조류인플루엔자 A/H7N9
2013년 2월부터 원인 미상의 급성호흡부전 및 치명적인 경과를 보이는 환자 발생이 중국의 중국 질병관리본부에
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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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고되었고, 3월 31일 중국 질병관리본부는 상하이(上海)에 거주하는 남성 2명과 안후이성(安徽省) 여성 1명이 새로
운 인플루엔자 A/H7N9에 감염되었고 남성 2명이 사망하였다고 발표했다21-23. 2013년 5월 9일까지 총 131명의 환자가
24
확인되었고 이 중 32명이 사망하였다 .
1) 역학적 특성
25

2013년 4월 17일까지 중국에서 H7N9으로 확진된 82명의 환자의 특성을 분석한 연구에 의하면 , H7N9 감염의
연령범위는 2세에서 89세이고 나이의 중간 값은 63세였다. 이 중 73%가 남자였다. 기저질환이 76%에서 동반되어
있었고 48%에서 5세 미만 또는 65세 이상으로 합병증이 발병이 높은 연령이었다. 이전의 H7 인플루엔자는 경증
혹은 중등증의 질환을 일으키고 사망이 1명이었던데 비해 이번 H7N9은 21% (17/82)의 사망률을 보여 기존의 H7보다
25
는 독성이 강하다고 판단된다 . 현재 중환자실에서 치료 중인 환자도 상당수 있기 때문에 사망률은 늘어날 전망이다.
현재 H7N9은 중국의 10개 지역에서 역학적인 관련성이 없이 산발적으로 발생하고 있다24. H5N1의 경우와는 달리
동물에서의 대규모 폐사는 아직까지 보고가 없다. 확인된 환자의 77%가 살아있는 가금류와 돼지 등에 노출력이
있는 점을 고려하면, H7N9 바이러스 감염은 실제로 무증상이거나 혹은 경미한 질환을 보이는 가금류나 돼지에서
직접 또는 가까운 접촉으로 전파되거나 감염된 가금류나 돼지 등에 오염된 환경에 노출되어 발생했을 가능성이
25
26
높다 . Chen 등 은 4명의 환자에서 분리된 H7N9 바이러스와 이들이 방문했던 시장의 닭의 배설물에서 분리된
H7N9 바이러스의 염기서열 비교를 통해 이러한 추정을 뒷받침하는 결과를 발표하였다. HA의 경우 99.4%, NA의
경우 99.7%의 염기서열이 서로 일치하였다.
H7N9 감염에 있어 가장 중요한 관심사는 대유행의 필수조건인 지속적 사람간 감염(sustained human to human
tranmission)이 발생하고 있는가이다. H7N9 감염자 82명과 긴밀한 접촉을 한 1,689명 중 1,251명에 대한 1주일의
추적관찰이 종료되었는데 H7N9 감염자는 한 명도 발견되지 않았다. 즉, 아직까지 H7N9에 의한 지속적 사람간 감염
의 증거는 없다. 하지만, H7N9 추정 환자와 밀접한 접촉을 했던 두 가족에서 3명의 H7N9 확진 환자가 발생하였다.
즉, 제한적이고 비지속적인 사람-사람간 전염(limited nonsustained human to human transmission)의 가능성은 있다
고 하겠다25,27. H5N1의 경우에도 동일한 가금류에 노출된 이후 발생한 가족간 감염사례 혹은 제한된 범위의 사람-사
20
람간 감염이 확인된 바 있다 .
2) H7N9 바이러스의 유래

환자들에서 분리된 H7N9 조류인플루엔자 바이러스의 염기서열분석 결과 H7N9 바이러스의 8개의 유전자 분절
(gene segment) 중 HA 유전자는 2011년도에 중국의 저장성(浙江省) 야생 오리에서 분리된 H7N3 (ZJ12) 바이러스와
매우 유사했고, NA 유전자는 우리나라의 야생 철새에서 분리된 H7N9 (KO14) 바이러스와 매우 유사했다. 나머지
6개의 유전자분절(PB2, PB1, PA, NP, M, NS)은 2012년 중국 북경의 철새에서 분리된 H9N2 (BJ16) 바이러스와
23,28,29
유사했다
. 즉, 현재까지의 분석으로는 여러 종류의 조류인플루엔자 바이러스들의 유전자가 재조합되어서 이번
H7N9 바이러스가 출현한 것으로 추정된다23,28,29.
3) H7N9 바이러스의 유전학적 특징

앞에서 언급한 것처럼 인플루엔자 감염은 HA가 숙주의 상피세포에 결합함으로써 가능하다. H7N9 바이러스 염기
서열 분석에서 사람의 α2,6-galactose를 포함하는 sialic acid receptor의 결합력을 증가시키는 것으로 알려진 변이들
23,26-29
(Gln226Leu, Gly186Val, Thr160Ala, Ser138A)이 발견되었다
. 그 외에도, 포유류에서 조류인플루엔자의 증식
및 전파를 증가시키는 것으로 알려진 여러 유전자 변이(PB2 유전자의 Glu627Lys, NA 유전자의 69-72 deletion, M1
23,26,28
유전자의 Asn30Asp, NS1 유전자의 Pro42Ser)가 함께 발견되었다
. 이러한 유전적 변이들의 조합이 H7N9 조류인
23,26-29
플루엔자 바이러스의 사람감염을 가능하게 한 원인으로 추정된다
. H7N9 바이러스의 경우 동물의 집단폐사가
발견되지 않았는데, 이는 조류 인플루엔자 감염의 고병원성에 중요한 역할을 하는 것으로 알려진 HA 유전자 부위
23,26,28
(cleavage site)의 삽입변이가 거의 없기 때문인 것 같다
. 항바이러스제의 내성과 관련된 변이의 경우, amanta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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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ine이나 rimantadine에 대한 내성과 관련된 변이(M2 유전자의 Ser31 Asn)가 발견되었으나, neuraminidase inhibitor
(oseltamivir, zanamivir)에 대한 내성 유전자 변이(Arg294Lys)는 한 명의 상하이의 환자에서 분리된 바이러스에서만
23,26,28
발견되었다
.
4) H7N9 조류인플루엔자의 진단

H7N9의 진단은 기존의 인플루엔자와 동일하게 감염이 의심 또는 추정되는 경우 확진을 위한 실험실검사를 하게
된다. 확진 검사를 위해 상부호흡기 검체가 채취되어 사용된다. 검체는 비인두 도말/흡인 또는 비강 세척/흡인 검체가
가급적 증상 시작초기에 채취되어야 한다1,7. 조류인플루엔자 바이러스의 확진은 real-time RT-PCR 검사와 바이러스
1,5
30
세포배양을 통해 이루어지는데 , WHO는 H7N9 바이러스 진단을 위한 real-time RT-PCR 지침서를 발표하였다 .
5) H7N9 조류인플루엔자의 치료

인플루엔자 치료에 효과적인 항바이러스제는 크게 2가지로 M2 억제제(amantadine, rimantadine)와 neuraminidase
inhibitors (oseltamivir, zanamivir)이다. 앞에서 언급한 것처럼, 이번에 분리된 H7N9 조류인플루엔자 바이러스는
M2 억제제에 대해서는 내성으로 생각되고, 대부분의 경우 neuraminidase inhibitors에는 감수성을 보인다19. 일반적으
31
로 인플루엔자에 대한 항바이러스제는 발병 초기에 투여 시 효과가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 H7N9 바이러스
23
감염에 의한 초기 사례들의 경우는 항바이러스제 투여까지 7∼8일이 소요되었다 . 폐렴 발병 후의 항바이러스제
투여가 질병경과를 바꾸는 데 도움이 될지는 불확실하다.
6) 예방

인플루엔자의 예방에는 백신 접종이 최선의 방법이지만 최근 중국에서 H7N9형 조류인플루엔자 백신개발에 착수
32
했다고 발표했고 백신 생산에 최소 6∼8개월이 소요됨으로 현 시점에서 사용가능하지 않다 .
일반적인 호흡기 감염 예방수칙 등 생활수칙을 지키는 것이 중요하다. 조류독감 바이러스는 열에 약해 섭씨 75도
이상에서 5분만 가열해도 사멸하기 때문에 충분히 가열 조리를 한 경우는 감염가능성이 거의 없다. 직접 생고기를
33
요리하는 것은 자제하는 것이 좋다 .
WHO는 사람 간에 전파될 가능성은 낮다고 보고 중국으로의 여행 제한을 권고하고 있지는 않다. 하지만 중국
현지에서 가급적 가금류 농장, 전통시장 등의 방문은 피하는 것이 바람직하겠다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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