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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코로나19, COVID-19) 원인 병원체인 중증급성호흡기증후군 코로나바이러스 2(severe acute respiratory
syndrome coronavirus 2; SARS-CoV-2)를 포함한 모든 바이러스는 계속해서 변화한다. 바이러스 유전자 변화에서 비롯되는 변이는
바이러스 특성에 거의 영향을 미치지 않으나, 일부 변이는 전파력, 병원성, 백신 및 치료제 효과 등에 영향을 미치기도 한다.
세계보건기구(World Health Organization, WHO)는 코로나19 대유행의 즉각적인 대응, 감시 및 연구의 우선순위 설정을 위해
코로나19 변이 바이러스를 주요 변이 바이러스(Variant of Concern, VOC)와 기타 변이 바이러스(Variant of Interest, VOI)로 분류하고[1],
아미노산 치환으로 인해 바이러스에 유의미한 변화가 발생하는지를 모니터링하며 정보를 제공하고 있다. VOC는 전파력, 병원성, 백신
유효성 등에 부정적 변화가 확인되어 공중보건학적인 조치가 필요한 유형이고, VOI는 표준주와 다른 아미노산 변이를 보유하고 지역사회
전파 또는 다수 국가 검출이 확인되고 있으나, 임상역학적 위험도가 확인되지 않은 유형이다. 그 외 아미노산 변이는 확인되나, 특성
변화와 관련한 증거 불충분한 유형은 VOC/VOI 보다 낮은 단계의 모니터링 변이(Variant Under Monitoring, VUM)로 분류한다[2].
WHO는 회원국에 대해 각 국에서 발생한 VOC 및 VOI 사례에 대한 정보를 WHO에 제공하고, 각 국가에서 확보된 양성 샘플에 대한
유전자 감시를 통해 획득한 유전자 정보를 Global Initiative on Sharing All Influenza Data (GISAID) 데이터베이스 등에 공유할 것을
권장하고 있다[3]. 질병관리청도 전 세계적으로 확산되고 있는 변이 바이러스의 해외유입 및 국내 전파를 감시하고 이에 대응하기 위해
WHO의 변이 바이러스 분류 내용을 반영하여 적극적으로 모니터링하고 있으며, 확보한 바이러스의 염기서열 정보는 GISAID를 통해
국제적으로 공유하고 있다.
WHO는 각 변이 바이러스들의 현황 및 각 변이 바이러스가 공중보건에 미치는 영향을 평가하며 VOC 및 VOI 분류를 주기적으로
업데이트하고 있다. 현재 알파, 베타, 감마, 델타 변이 바이러스는 기존과 같이 VOC로 분류되어 있으나, 위험도가 낮은 것으로 평가되거나
전 세계 발생이 급격히 감소한 엡실론, 제타, 쎄타, 에타, 이오타, 카파 변이 바이러스는 VOI에서 제외(2021.7.6., 2021.9.21.)되어, 람다와
뮤만이 VOI로 모니터링되고 있다[4,5]. VOI에서 제외된 엡실론, 카파, 이오타, 에타 변이 바이러스는 VUM으로 재분류하여 발생추이를 더
지켜보고 있고, 제타와 쎄타는 모니터링 대상에서 제외되었다(표 1). 이에 질병관리청도 7월 이후 더이상 국내 발생이 없는 엡실론, 제타
등 6종을 VOI에서 제외하여, WHO와 동일한 VOC/VOI 분류로 변이 바이러스를 감시하고 있다. 또한 전장유전체분석 및 Spike 단백질
유전체분석 등 유전자 감시를 통해 해외유입 및 국내유행 코로나19 바이러스의 모든 변이 발생 상황을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하고 있다.
2020년 9월 영국에서 알파 변이 바이러스 감염이 보고된 이후[6], 알파 변이의 전 세계 전파와 함께 다양한 변이 바이러스들이
출현하였다. 그러나 2020년 10월 인도에서 처음 확인된 델타 변이 바이러스가 2021년 4월부터 급속히 증가하며 현재 전 세계적으로
유행하고 있는 상황으로 7월 이후 GISAID에 등록된 코로나19 바이러스 유전자의 약 90% 이상이 델타이다(그림 1)[7]. 또한 2021년 9월
3일부터 10월 1일까지 GISAID에 등록된 유전자 기준으로 델타 변이 바이러스는 아프리카 91.0%, 아시아 93.9%, 유럽 99.9%, 오세아니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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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1. WHO에서 현재 정의한 변이 바이러스 분류(10.1. 기준)[2]
구분

WHO 명칭

Pango lineage (sublineage)

GISAID

최초 확인

알파

B.1.1.7 (Q.1~Q.8)

GRY

영국, 2020.9.

베타

B.1.351 (B.1.351.1~5)

GH/501Y.V2

남아프리카공화국, 2020.5.

감마

P.1 (P.1.1~12)

GR/501Y.V3

브라질, 2020.11.

델타

B.1.617.2 (AY.1~32)

GK

인도, 2020.10.

람다

C.37 (C.37.1)

GR/452Q.V1

페루, 2020.12.

뮤

B.1.621 (B.1.621.1)

GH

콜롬비아, 2021.1.

엡실론*

B.1.427, B.1.429 (B.1.429.1)

GH/452R.V1

미국, 2020.5.

R.1

GR

다수 국가, 2021.1.

B.1.466.2 (AU.1~3)

GH

인도네시아, 2020.11.

B.1.1.318 (AZ.1~6)

GR

다수 국가, 2021.1.

B.1.1.519

GR

다수 국가, 2020.11.

C.36.3 (C.36.3.1)

GR

다수 국가, 2021.1.

B.1.214.2

G

다수 국가, 2020.11.

B.1.1.523

GR

다수 국가, 2020.5.

B.1.619 (B.1.619.1)

G

다수 국가, 2020.5.

B.1.620

G

다수 국가, 2020.11.

C.1.2

GR

남아프리카공화국, 2021.5.

카파*

B.1.617.1

G/452R.V3

인도, 2020.10.

이오타*

B.1.526 (B.1.526.1~3)

GH/253G.V1

미국, 2020.11.

에타*

B.1.525

G/484K.V3

다수 국가, 2020.12.

주요 변이 바이러스
(VOC)

기타 변이 바이러스
(VOI)

모니터링 변이
(VUM)

*VUM으로 분류가 변경된 VOI

99.9%, 북아메리카 99.3%에서 확인되었다. 남아메리카는 델타 76.6%, 감마 21.3%, VOI (람다 및 뮤) 1.7%가 확인되었다(그림 2)[7].
변이 바이러스의 전파가 지속되며 동일한 변이 내에서도 다양한 염기서열을 보유하게 됨에 따라 하위계통(sublineage)이 형성되고
있다. Phylogenetic Assignment of Named Global Outbreak (PANGO) Lineages에서 전 세계 코로나19 바이러스 분석을 통해 계통을
정의하고 명명을 진행하고 있으나[8], 대부분의 VOC/VOI의 하위계통이 기존 변이와 다른 특성을 나타내지는 않기 때문에, WHO의 변이
바이러스 분류 내용에도 동일한 변이에 포함되어 있다(표 1).
델타 변이 바이러스도 전 세계 유행과 함께 다양한 하위계통이 형성되고 있으며, 대부분 변이 바이러스가 새로운 국가로 전파되어
확산되는 과정 등 역학적인 사례들을 중심으로 세분화되고 있다. 따라서 PANGO Lineages와 GISAID는 이를 반영하여 델타변이
B.1.617.2의 하위계통을 AY로 명명하며 AY.1부터 AY.32까지 세분화하였고[8], WHO도 홈페이지를 통해 이를 안내하였다(표 1)[2]. AY는
염기서열의 다양성을 나타낼 뿐 B.1.617.2와 생물학적 위험성이나 특성 차이를 의미하지는 않아 모두 델타 변이 바이러스로 분류된다.
AY.4~11은 영국에서 주로 검출되고, AY.12는 이스라엘, AY.13~14는 미국, AY.15는 캐나다 등에서 주로 검출되는 등 대부분 지리적인
분류를 반영하고 있으며, 향후 더 많은 AY 계통이 지정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9월 GISAID에 등록된 유전자 기준으로 B.1.617.2와
AY.4가 전체 델타의 50% 이상을 차지하고 있고, 특히 델타 변이 내에서 AY.4의 점유율이 점차 높아지는 것으로 확인되고 있다(그림 3)[7].
질병관리청은 코로나19 변이 바이러스에 대한 신속한 파악 및 대응을 위해 국내외 상황을 면밀하게 모니터링하고, 전장유전체분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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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 유전자 감시를 통해 확인한 국내 변이 정보를 질병관리청 홈페이지에 매주 업데이트하여 게시하고 있다. 바이러스의 전파가 지속되는
한 바이러스의 변이는 계속 발생한다. 그러나 모든 변이가 바이러스 특성 변화를 나타내는 것은 아니며, 다만 전파력, 병원성 등 변화가
발생한 신규 변이 바이러스의 출현과 확산에 대한 대응이 중요하다. 이를 위해서 질병관리청은 지속적으로 코로나19 바이러스 유전자
감시 및 특성 분석을 수행할 예정이다.

* GISAID Analysis Update(2021.10.1.) 자료인용[7]

그림 1. GISAID 등록유전자 기반 월별 변이 바이러스 현황

*GISAID Analysis Update(2021.10.1.) 자료인용[7]
그림 2. GISAID 등록유전자 기반 대륙별 변이 바이러스 현황(2021.9.3.~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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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ISAID Analysis Update(2021.10.1.) 자료인용[7]

그림 3. GISAID 등록 유전자 기반 월별 델타 변이 바이러스 하위계통 현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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