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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Laboratory-based Enterovirus Sentinel Surveillance in Korea, 2014-2015
Division of Vaccine Research, Center for Infectious Diseases, NIH, CDC
Lee Yong-Pyo, Lee June-Woo, Yoo Jung Sik, Lee Sang Won

BACKGROUND: Enterovirus (EV) is the main cause of aseptic meningitis, encephalitis, Hand-Foot-and- Mouth Disease (HFMD) and
herpangina. Enterovirus outbreaks in recent years have frequently been associated with some serotypes. This study analyzed the genetic
characteristics of enterovirus-associated symptoms in Korea from 2014-2015.
PRESENT: From January 2014 to December 2015, a total of 5,713 clinical specimens were collected from patients who were suspected of
having enterovirus infection. The detection of EV was performed by real-time Reverse Transcription Polymerase Chain Reaction (RT-PCR).
Seminested RT-PCR and genotype analysis were performed based on the VP1 gene.
STATUS: Among 4,915 cases from 2014-2015, age was known for 4,849 (98.7%). Infants aged <1 year accounted for 1,888 cases wherein
positive patients were 439 (23.3%). Those aged 1-2 years were 718 cases, wherein positive patients were 325 (45.3%). Those aged 2-5 years
were 901 cases, wherein positive patients were 481 (56.4%). Those aged 5-10 years were 695 cases, wherein positive patients were 309
(44.5%). Those aged 10-15 years were 202 cases, wherein positive patients were 56 (27.7%). Those aged 15< years were 445, wherein positive
patients were 75 (16.9%). The EV detection rate varied throughout each year. The EV cases increased from May to October every year.
Among 5,713 total specimens, 1,789 (31.3%) were positive (26 different serotypes) tested through the VP1 nested RT-PCR. Of the 1,789
positive cases, the most frequently presented serotypes were Coxsackie Virus B5 (CB5, 18%), Coxsackie Virus A16 (CA16, 12.3%), and
Enterovirus 71 (EV71, 10.8%).
CONCLUSION: Presently, there are no anti-viral treatments specific to EV infections. This study may assist in the research and
development of such vaccine and treatment against infections caused by virulent EV genotypes by providing surveillance data of enterovirus
infections.

들어가는 말

positive sense) RNA 유전자를 갖고 있으며, 캡시드(capsid)는
VP1, VP2, VP3, VP4, 4가지의 폴리펩타이드(polypeptide)로

엔테로바이러스(Enterovirus, EV)는 최근 10년간 국내에서

구성되어 있다[1,2].

지속적으로 발생이 확인되었고, 2009년 5월 수족구를 동반한

전 세계적으로는 주로 영유아 및 소아에서 매년 수백만명이

신경계 합병증으로 인한 첫 사망사례 보고 후 2009년 6월부터

감염되며 주요 증 상은 무균성수막염, 뇌염, 수 족 구병,

법정감염병으로 지정되었다.

포진성구협염 등이다[1,3]. 주된 감염경로는 분변-경구 및

엔테로바이러스는 피코나바이러스과(Family Picornaviridae)에

호흡기 경로이며, 매개물(formites)을 통한 전파도 가능하다.

속하며, 혈청형에 따라 약 70여종으로 분류된다. 구조적 특징은

최근에는 모계에서 신생아에게로 출생 전후기(perinatal

외피가 없고(non-enveloped) 단일 가닥(single-stranded

period) 수직감염도 가능한 것으로 보고되었다[4]. 주요 국가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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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나라를 포함한 중국, 일본, 대만 등 서태평양 지역 국가로

몸말

알려져 있다[5].
엔테로바이러스에 감염되면 특유의 발진이 나타나며 열이

국내 엔테로바이러스 실험실 표본감시는 질병관리본부

없거나 미열이 동반될 수 있다. 대부분 가벼운 임상증상을

백신연구과와 전국 6개 시·도보건환경연구원, 57개 의료기관이

보이며, 발진은 발병 약 1주일 후에 소실된다. 잠복기는 3-6일

협력 네트워크를 구 축하여 진행되고 있다(F i g u r e 1).

정도이며, 감염 후 호흡기에서 1-3주 이내, 분변에서는 7-11주

엔테로바이러스의 실험실 진단은 real-time RT-PCR과

까지도 바이러스가 배출된다고 알려져 있다.

바이러스의 sub-typing을 위한 semi-nested RT-PCR법을

엔테로바이러스 중 콕사키바이러스 A16과 엔테로바이러스 71에

사용하였다. 양성은 두 가지 검사법 중 한 가지 검사법 이상에서

의한 감염이 다수 보고되고 있다[5-7]. 특히, 엔테로바이러스

엔테로바이러스 특이 유전자가 검출된 경우이다. Real-time

71 감염에 의한 수족구병은 영유아에서 높은 비율로 신경계

RT-PCR (Reverse Transcription polymerase chain

합병증을 일으키는 것으로 알려져 있고, 경우에 따라서 뇌간

reaction)법은 세계보건기구(World Health Organization,

뇌염(brain stem encephalitis), 신경인성 폐부종(neurogenic

WHO)에서 권장하고 있는 Pan_EV primer 및 probe를

pulmonary edema), 폐출혈, 쇼크(shock) 등의 합병증을

사용하며, semi-nested RT-PCR법 보다 민감도가 높고 신속한

동반하며, 이로 인해 사망에 이를 수 있는 것으로 알려져

진단이 가능한 장점이 있다. Semi-nested RT-PCR 법은

있다[6,7]. 현재까지 엔테로바이러스에 대한 상용화된 예방 백신

엔테로바이러스의 구조유전자인 V P1을 검출하여 염기서열

및 치료제는 없기에, 손씻기 및 소독 등 개인 위생 강화에 따른

분석을 통해 바이러스의 혈청형 및 유전형을 확인하였다. 유전자

예방수칙 준수가 필요하다.

검사를 수행하기 위한 적정 검체는 대변, 인두 및 비인두도찰물,

질병관리본부 백신연구과는 국내 급성이완성마비환자 및

뇌척수액 등이며 전처리하여 사용하였다. 대변 검체는 2g당

중증엔테로바이러스 실험실 표본감시를 수행하고 있다. 본 글은

10ml의 PBS와 1g의 유리 비드를 첨가 후 왕복식진탕기(stool

국내 엔테로바이러스 실험실 표본감시에서 수집한 발생율과

sha ker)를 사용하여 진탕하였고 1,500r pm에서 20분간

국내 유행주에 대한 특성 분석 결과를 정리하였다.

원심분리 후 상층액을 취하여 사용하였으며 인후도찰물(throat
swab)은 바이러스 수송 배지(Virus Transport Medi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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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1. Schematic diagram of Enterovirus Sentinel Surveillance
* Public health and environment institute : Seoul, Incheon, Daejeon, Jeonbuk, Gwangju, Busa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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VTM)에 면봉을 담가 놓은 뒤 소용돌이식진탕기(vortexing

51.3%로 가장 많았으며 1~2세의 연령층이 46.5%였다.

mixer)로 진탕하여 사용하였고 뇌척수액(CSF)은 냉장상태에서

2015년에는 2,151명이 검사를 의뢰했고 2014년과 유사하게

신속히 바로 사용하였다. 전처리된 검체로부터 바이러스의

2∼5세 연령층이 55.9%로 가장 많았지만 두 번째로 높은

RNA를 추출하여 앞에서 언급한 두 가지 검사법을 수행하였다.

연령층이 5∼10세(45.8%)였다. 의뢰된 검체의 종류는 총

2014년~2015년 수행된 실험실 표본감시는 총 57개의

5,713개로서 분변 3,243, 뇌척수액 1,409, 인후도말검체 979

의료기관이 참여하였으며, 검사 의뢰된 환자 수는 4,915명이며,

그리고 혈액, 객담, 소변 등 기타 82였다. 검체별 양성률은

검체는 5,713개였다. 2014년에는 2,764명이 검사를 의뢰했고,

2014년 인후도말 53.3%, 분변 31.2%, 뇌척수액 12.7%, 기타 검체

양성으로 판정된 환자를 연령별로 분석한 결과 2~5세가

36.8% 순이었고, 2015년에도 유사한 양상을 나타냈다(Table 1).

Table 1. Age distribution of EV patients and proportions of enterovirus positive specimens, 2014-2015
2014

2015

Total

No. of consulted
patients

No. of EV
positive(%)

No. of consulted
patients

No. of EV
positive(%)

No. of consulted
patients

No. of EV
positive(%)

Total Age

2,764

932(33.7)

2,151

789(36.7)

4,915

1,721(35.0)

＜1

1,046

236(22.6)

842

203(24.1)

1,888

439(23.3)

1

411

191(46.5)

307

134(43.6)

718

325(45.3)

2-4

493

253(51.3)

408

228(55.9)

901

481(53.4)

5-9

361

156(43.2)

334

153(45.8)

695

309(44.5)

10-14

113

27(23.9)

89

29(32.6)

202

56(27.7)

15＜

305

52(17.0)

140

23(16.4)

445

75(16.9)

Unknown

35

17(48.6)

31

19(61.3)

66

36(54.5)

Total Specimen

3,121

975(31.2)

2,592

814(31.4)

5,713

1,789(31.3)

Feces

1,713

560(32.7)

1,530

570(37.3)

3,243

1,130(34.8)

CSF

803

102(12.7)

606

62(10.2)

1,409

1,64(11.6)

Throat swab

548

292(53.3)

431

182(42.2)

979

474(48.4)

Others*

57

21(36.8)

25

0(0)

82

21(25.6)

* : Other samples included pericardial fluid, saliva, serum, urine and skin swab
EV : enteroviru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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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2. Proportion of Enterovirus-positive patients by month, 2014-20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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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2. Distribution of enterovirus genotypes reported to the enterovirus surveillance system in Korea during 2014-2015
Year
Rank

2014 (n=772)

2015 (n=420)

Total (n=1192)

Enterovirus genotype

(%)

Enterovirus genotype

(%)

Enterovirus genotype

(%)

1

Coxackievirus B5

27.2

Echovirus 6

22.4

Coxackievirus B5

18

2

Coxackievirus A16

19.1

Echovirus 11

19

Coxackievirus A16

12.3

3

Coxackievirus A6

10.5

Enterovirus 71

17.6

Echovirus 11

11.3

4

Echovirus 25

8.3

Coxackievirus 10

16.6

Enterovirus 71

10.8

5

Coxackievirus B1

7.3

Echovirus 9

5.4

Echovirus 6

6

Enterovirus 71

7

Echovirus 16

5.1

Coxackievirus A6

7.1

7

Echovirus 11

7

Coxackievirus A5

4.9

Coxackievirus A10

6.7

8

Coxackievirus A2

4.2

Coxackievirus A4

3.2

Echovirus 25

5.4

9

Echovirus 9

3.8

Coxackievirus B3

2

Coxackievirus B1

5.1

10

Echovirus 20

1.6

Coxackievirus B1

1.2

Echovirus 9

4.3

Total

96

97.3

8

88.9

2014~2015년 검출된 엔테로바이러스의 연중 분포를 보면

확보한 유행주기 및 증상별 유전형 분석 결과를 토대로 국내

늦봄에서 가을인 5~10월 사이에 많이 검출되었으며, 2014년에는

유행 엔테로바 이러스의 임상적 특 징과 유전형 사 이의

7월(23%)이, 2015년에는 8월(28.1%)이 가장 높은 검출률을

상관관계를 분석하여 의료 현장에서 활용 가능한 정보를

보였다(Figure 2).

제공하고자 한다.

2014년부터 2015년까지 검출된 유전형의 종류는 26개로
콕사키바이러스 B5 (Coxackievirus B5, 18%), 콕사키바이러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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