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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e IRAT was designed to obtain information about two questions. One is, ‘‘What is the risk that a virus not currently
circulating in the human population has the potential for sustained human-to-human transmission?’’ The second question is,
‘‘If the virus were to achieve sustained human-to-human transmission, what is the risk that a virus not currently circulating
in the human population has the potential to significantly impact public health?’’ The IRAT consists of 10 evaluation criteria
grouped within three overarching categories which are: properties of the virus; attributes of the population; and ecology
and epidemiology. In this paper, 10 criteria were introduced and some experimental elements were applied to recently
isolated H5N6 avian influenza in Korea.

질병관리본부 인플루엔자바이러스과에서는 Property of

유사하며 사람세포와의 결합 친화도는 기존 보고된 중국주와

the virus(바이러스 속성) 범주에 해당되는 항목을 실험실적으로

동일하였다. PB2는 숙주세포 내 바이러스 유전자 복제에 관여하는

분석하여 최근 국내 야생철새 및 가금에서 발생한 H5N6형

인자로서 627번째 아미노산 변이는 인체감염위험성 증가에 중요한

조 류인 플 루엔 자 의 인 체 위 해 도 를 평 가 하 였다. G e n e t i c

지표이다. 국내 분리주 PB2의 아미노산* 서열은 기존 보고된 H5N6

variation(유전자 변이) 분석을 수행한 결과 국내 분리주의 HA

바이러스와 유사하며, 조류 친화력을 가진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아미노산 서열은 조류형 수용체(숙주세포의 수용체는 조류형과

* PB2의 627번째 아미노산이 글루타메이트(Glutamate)인 경우 조류 친화력을

사람형으로 나뉨)와 친화력을 보이는 기존 H5N6 바이러스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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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이러스에 대항하는 체내 면역관련 물질의 생산을 억제하는

위하여 H5N6형 조류인플루엔자 바이러스에 감염된 족제비를

인자와 관련이 있는 NS 변이를 분석한 결과 기존 보고된 H5N6

비감염된 족제비와 함께 합사 (직접전파) 및 공기가 흐르는 밀접한

바이러스와 유사하였다. 또한 바이러스제(타미플루 등)에 내성과

곳에 사육한 (비말전파) 결과 공기 (비말) 감염뿐 아니라 족제비

관련된 NA 유전자 변이 분석을 통하여 기존의 H5N6 바이러스와

간의 직접 접촉에 의해서도 바이러스의 전파는 일어나지 않는 것을

같이 항바이러스제에 대한 치료 효과가 있을 것으로 추정되었다.

확인하였다. 하지만 중국에서는 H5N6 AI에 의한 인체감염 사례가

족제비를 통한 병원성(Pathogenesis)을 분석하기 위하여

보고되었고, 특히 H7N9의 경우 2013년 이후 5번째 유행이 나타나는

H5N6형 조류인플루엔자를 실험동물 3등급 생물안전 실험실에서

등 가금류 및 야생조류에 직접 노출력이 있는 환자발생이 지속되고

족제비에 비강으로 감염시킨 결과, 뚜렷한 체온변화나 체중감소가

있는 상황*이므로 중국과 같은 인체감염사례가 이미 보고된 국가로

없었고, 콧물이나 재채기 등 전형적인 호흡기 증상도 나타나지

여행 시 생가금류 시장, 재래시장 및 야생철새 도래지 등 조류와

않았으며, 기관지 및 폐 등의 각종 장기에서 바이러스 감염 양상이

접촉이 예상되는 장소는 가급적 방문하지 말아야 한다.

매우 약한 것(Figure 1)을 볼 때 국내 유행 H5N6형 AI 바이러스는

* : 2017년 4월 3일 WHO 기준, 중국 H7N9형 조류인플루엔자 `16-`17절기

족제비에서의 병원성이 낮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저병원성으로

인체감염 환자 : 총 549명, 총 누적 인체감염 환자: 1,347명 치사율: 40% [1]

확인된 2014년 H5N8형 (부안주/고창주) 및 2010년 H5N1형 (천안주)

* : 중국 AI(H5N6) 인체감염 환자는 `13년부터 총 17명 보고 [2]

국내 분리주의 족제비에 대한 감염 위험도와 유사하였다.

미국 질병관리본부는 앞으로 다가올 인플루엔자 대유행에

Transmission in lab animals(실험동물에서의 전파) 분석을

콧물세척액

대비하기 위한 방안으로 IRAT(Influenza risk assessment tool)[3]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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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1. Viral titration of organs in H5Nx infected ferret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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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1. Ten elements incorporated into the IRAT
Categories

Property of the virus

Attributes of the Population

Ecology and Epidemiology

Genetic variation

Existing population immunity

Global distribution in animals

Receptor binding

Disease severity and pathogenesis

Infection in animal species

Transmission in lab animals

Antigenic relationship to vaccine candidates

Human Infections

Criteria
Antiviral treatment susceptibility/resistance

개발하여 현존하는 인플루엔자바이러스의 위해도를 평가하고

접촉을 통해서만 전염이 이루어진다.

있다. IRAT는 다음과 같은 두 가지 질문에 대한 정보를 얻기

4) Antiviral treatment susceptibility/resistance(항바이러스제 감수성/

위하여 3가지의 범주에 해당하는 10개의 평가기준(Table 1)에 따라

저항성): 인플루엔자 바이러스가 Oseltamivir, Zanamivir 및 M2

인플루엔자에 대한 위해도를 평가한다. 1. 새롭게 출현한 바이러스가

차단제와 같은 인플루엔자 항바이러스 약물 치료에 얼마나 잘

사람 간에 지속적으로 전염 될 수 있는 위험성은 무엇인가?

반응하는지 측정하는 척도를 나타낸다.

2. 바이러스가 사람 간의 지속적인 전파를 획득할 경우 공중 보건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위험은 무엇인가? 미국 질병관리본부는

Attributes of the Population(인구의 속성)

IRAT를 통하여 10가지 평가 항목에 대한 역학, 바이러스학, 인의 및

5) Existing population immunity(기존 인구 집단의 면역원성): 신종

수의학, 수의생태학, 그리고 위험 분석 분야의 전문가를 구성하고

인플루엔자 바이러스에 대하여 기존 인구 집단이 면역체계를

평가를 수행하여 특정 인플루엔자바이러스의 위해도를 객관적인

지니고 있는지 여부를 나타낸다. 신종 인플루엔자 바이러스 감염

수치로 보고하고 있다.

시 질병의 중등도는 개개인의 연령, 지역 또는 유전적 요인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

IRAT를 구성하는 3가지 범주와 10가지 항목은 다음과 같다.

6) Disease severity and pathogenesis(질병의 심각성 및 병원성):
사람 또는 동물에서 특정 인플루엔자 바이러스로 감염으로 인한

Property of the virus(바이러스의 속성)

질병의 심각성을 의미한다.

1) Genetic variation(유전자 변이): 수용체, 전파관련 및 약제내성

7) Antigenic

relationship to vaccine candidates(백신 후보주에 대한

등과 같은 주요한 변이는 인플루엔자의 병원성을 예측할 수 있는

항원성): 신종 인플루엔자 바이러스의 출현 시 당시 또는 이전

척도이다.

인플루엔자 백신의 항원성과 얼마나 유사한지를 측정하는 것이다.

2) Receptor binding(수용체 결합): 인플루엔자 바이러스의 감염에
가장 적합한 숙주뿐만 아니라 조직과 세포의 유형을 의미하며

Ecology and Epidemiology(생태학 및 역학)

특히 인체 수용체(α2-6 sialic acid)에 친화도가 높으면 인체

8) Global distribution in animals(감염동물의 세계적 분포):

감염력이 커진다.

인플루엔자에 감염된 동물이 얼마나 널리 퍼져 있는지에 대한

3) Transmission in lab animals(실험동물에서의 전파): 인플루엔자

세계 분포를 측정하는 것이다.

바이러스가 실험동물(족제비, 기니픽, 커튼렛 등) 간에 효율적으로

9) Infection in animal species(감염된 동물의 종): 어떠한 동물이

전염되는 능력을 확인하는 것이다. 일부 인플루엔자 바이러스는

인플루엔자 바이러스에 감염되며 감염된 동물과 사람이 접촉할

기침이나 재채기를 통해 배출되는 감염성 비말을 통해 전염 될

가능성을 나타낸다.

수 있지만 다른 인플루엔자 바이러스는 감염된 숙주와의 직접

10) Human Infections(인체 감염): 신종 인플루엔자 바이러스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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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하여 인체 감염이 일어나고 있는지 여부를 의미한다. 사람 간
전파, 집단 발생 여부 및 전파력 정도에 대한 정보를 포함한다.

인플루엔자바이러스는 계속 변이를 거듭하는 것이 일반적인
특징으로 알려져 있으므로, 질병관리본부 인플루엔자바이러스과는
국 내 외 관 련 기 관과 협력 을 통 하 여 현 재 유행 하고 있 는
조류인플루엔자 바이러스 유전자 변이 및 인체감염 위험성 증가
여부를 지속적으로 모니터링 하고 H7N9 인체 분리주의 감염 특성
연구 등을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갈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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