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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nteroviruses are known to cause many clinical manifestations in humans including hand, foot, and mouth disease (HFMD),
herpangina, respiratory illness, aseptic meningitis, encephalitis, and myocarditis. Some enterovirus-infected cases related
with severe syndromes such as acute flaccid paralysis, acute flaccid myelitis, and sepsis have been reported. We analyzed
suspected patients with enterovirus infections in Korea in 2018. A total of 2,485 clinical specimens from the patients was
tested, using real-time reverse transcription polymerase chain reaction (Realtime RT-PCR) and conventional RT-PCR
targeting the 5’ untranslated region and VP1 gene of enterovirus, respectively. Among them, 743 cases (29.9%) were
detected to be positive for enterovirus infections by either real-time RT-PCR or conventional RT-PCR, or both. The most
frequent enterovirus type was CV-A10 (18.7%, 139/743), followed by CV-B5 (9.4%, 70/743), E30 (8.1%, 60/743), and E11
(7.1%, 53/743) in laboratory-confirmed cases. Based on the symptoms, the detection rate of enterovirus was 66.8%
(278/416) for HFMD and herpangina, 26.9% (237/881) for aseptic meningitis, and 23.3% (27/116) for HFMD with
complications. These surveillance data provide information about recent enterovirus infections at a national level and may
encourage progress toward prevention of these infections.
Keywords: Enterovirus, Enterovirus Infections, Human, Hand, Foot and Mouth Disease, Aseptic Meningitis, Encephalitis,
Myocarditis, Surveillance data

들어가는 말

수족구병, 포진성구협염이 주요 증상이다[1]. 최근 엔테로바이러스에
의한 급성 이완성 척수염 등 중증 엔테로바이러스 감염증이

엔테로바이러스는 피코나바이러스과 엔테로바이러스 속(Family

보고되면서 국제적으로 공중보건학적 위해성에 대한 우려가

Picornaviridae, Genus Enterovirus)에 속하는 바이러스로써 다양한

제기되고 있는 상황이다[2]. 주된 감염 경로는 분변-경구 및 호흡기

유전형과 혈청형을 가진다. 전 세계적으로 수백만 명의 영유아

경로이지만, 매개물(fomites)을 통한 전파도 가능하며, 최근에는 출생

및 소아가 매년 엔테로바이러스에 감염되며 무균성수막염, 뇌염,

전후기(perinatal period)에 신생아로 수직 감염된 사례도 보고된 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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있다[3]. 엔테로바이러스 감염이 보고되는 주요 국가는 우리나라를

엔테로바이러스에 감염되면 특유의 발진이 나타나며 열이

포함한 중국, 일본, 대만 등 서태평양지역 국가로 알려져 있다[4].

없거나 미열이 동반될 수도 있다. 대부분 가벼운 임상증상을 보이며,

국내에서는 2009년 5월에 수족구병 및 신경계 합병증으로 인한 첫

발진은 발병 약 1주일 후에 소실된다. 잠복기는 3~6일 정도이며,

사망사례가 보고되어 그 해 6월부터 법정 감염병으로 지정되었으며,

감염 후 호흡기에서 1~3주, 분변에서는 7~11주까지도 바이러스가

엔테로바이러스(Enterovirus)에 의한 인체감염은 계속적으로

배출된다고 알려져 있다. 전 세계적으로 엔테로바이러스 중에서 CV-

보고되고 있다.

A16과 EV71에 의한 감염이 다수 보고되고 있다[4,8,9]. 특히, EV71

현재 질병관리본부 감염병분석센터 바이러스분석과에서는

감염에 의한 수족구병은 영유아에서 높은 비율로 신경계 합병증을

국내 엔테로바이러스 감염증 병원체 감시(Korea Enteroviruses

일으키는 것으로 알려져 있고, 경우에 따라서 뇌간 뇌염(brain stem

Surveillance System; KESS)사업을 운영 중에 있으며, 이 글은

encephalitis), 신경인성 폐부종(neurogenic pulmonary edema),

2018년도 국내 엔테로바이러스 감염증 병원체 감시를 통해 확보한

폐출혈, 쇼크(shock) 등의 합병증을 동반하며, 이로 인해 사망에

검체와 병원체에 대한 분석을 통해 2018년 국내에서 유행한

이를 수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8,9]. 국내에서는 2009년 EV71에

엔테로바이러스 특징에 대해 소개하고자 한다.

의한 수족구병이 유행하였고, EV71의 감염으로 수족구병에 걸린
영아가 사망하는 사례도 있었으며 2012년부터 2017년까지 국내
엔테로바이러스 감염증 병원체 감시결과에 따르면 수족구병 주요

몸말

발병 type은 CV-A6, A10, A16등으로 확인되었다[10].
2018년에 국내 엔테로바이러스 감염증 병원체 감시사업은

엔테로바이러스의 구조적 특징은 외피가 없고(non-enveloped)

질병관리본부 바이러스분석과에서 운영하고 전국 10개 시·도

단일 가닥(single-stranded positive sense) RNA 유전자를

보건환경연구원과 53개 의료기관이 참여하는 협력 네트워크를

갖고 있으며, 캡시드(capsid)는 VP1, VP2, VP3, VP4 4종의

통해 수행하였다(Figure 1). 엔테로바이러스의 실험실 검사는

폴리펩타이드(polypeptide)로 구성되어 있다[1,5]. 엔테로바이러스의

다양한 엔테로바이러스를 모두 검출하기 위해 Real-time RT-

혈청형은 표면단백질 중 VP1의 항원성에 의해 결정되고, VP1

PCR법과 conventional RT-PCR 방법을 동시에 수행하였으며, 두

유전자의 증폭 및 염기서열분석을 통해 유전형을 동정한다[6].

가지 검사법 중 한 가지 검사법 이상에서 엔테로바이러스 특이

엔테로바이러스는 염기서열을 이용한 계통분석을 통하여

유전자가 검출되면 양성으로 판정하였다. Real-time RT-PCR

엔테로바이러스 A-L과 라이노바이러스 A-C의 15가지 종으로

방법은 WHO에서 권장하고 있는 Pan-EV primer 및 probe를

분류한다. 이중 엔테로바이러스 A∼D가 사람과 영장류에서 감염을

사용하며, conventional RT-PCR 방법보다 민감도가 높고 신속한

일으킨다고 알려져 있으며, 엔테로바이러스 A에는 25개 type으로

진단이 가능한 장점이 있다. Conventional RT-PCR 방법은 유전자

콕사키바이러스(Coxsackievirus; CV)의 CV-A6, CV-A10, CV-

분석 등을 위해서 엔테로바이러스의 구조유전자인 VP1을 검출한

A16, 엔테로바이러스(Enterovirus; EV)의 EV71 등을 포함하며,

후 염기서열 분석을 통해 바이러스의 유전형을 확인하였다. 유전자

엔테로바이러스 B는 63개 type으로 콕사키바이러스 B(CVB),

검사를 수행하기 위한 적정 검체는 대변(stool), 인후도찰물(throat

에코바이러스(Echovirus; E) 등이 여기에 속한다. 엔테로바이러스

swab) 및 비인두도찰물(nasopharyngeal swab), 뇌척수액(CSF)

C는 23개 type으로 3개의 폴리오바이러스(Poliovirus; PV)와

등으로 대변 검체는 2 g당 10 ㎖의 PBS와 1 g의 유리 비드를 첨가

엔테로바이러스 C(EV-C) 등이 속해있다. 엔테로바이러스 D는 5개

후 왕복식 진탕기(stool shaker)를 사용하여 진탕하였고 1,500g 에서

type으로 EV-D68, EV-D70, EV-D94, EV-D111, EV-D120이

20분간 원심분리 후 상층액을 취하여 사용하였다. 인후도찰물과

알려져 있다[2,7].

비인두도찰물은 바이러스 수송 배지(virus transport mediu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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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1. Schematic diagram of Korea Enteroviruses Surveillance System (KESS)
Research Institutes of Public Health and Environment (RIPHEs) of Seoul, Busan, Daejeon, Daegu, Incheon, Ulsan, Gwangju, Gangwon, Jeonbuk and Jeonnam
were participated.

VTM)에 면봉을 담가 놓은 뒤 소용돌이식 진탕기(vortexing mixer)로

가지 검사법을 수행하였다.

진탕하여 사용하였고 뇌척수액은 전처리 없이 바로 사용하였다.

2018년 수행된 엔테로바이러스 병원체 감시에 의뢰된

이들 검체로부터 바이러스의 RNA를 추출하여 앞에서 언급한 두

검체 건수는 총 2,485건이며, 그 중 엔테로바이러스가 검출된

Table 1. Distribution of the positive rate of enterovirus infections according to age and gender from KESS in Korea, 2018
No. of tested cases
Total

No. of positive cases (%)

2,485

743 (29.9)

<1

753

170 (22.6)

1-4

969

406 (41.9)

5-9

342

112 (32.7)

10-14

143

30 (21.0)

≥ 15

262

17 (6.5)

Age

Unknown

16

8 (50.0)

Male

1,379

429 (31.1)

Female

1,075

302 (28.1)

31

12 (38.7)

Gender

Unknow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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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2. Monthly distribution of suspected cases with enterovirus infections and enterovirus-positive rate from KESS in Korea, 2018

건수는 743건(29.9%)이었다. 연령별 엔테로바이러스 양성률은

28.1%(302건/1,075검체) 보다 높게 분석되었다(Table 1).

1~4 세가 41.9 % (4 0 6 건/9 6 9 건)로 가 장 높았으며 5 ~ 9세

엔테로바이러스 검사 의뢰건수와 양성률의 월별 분포를

32.7%(112건/342건), 1세 미만 22.6%(170건/753건), 10∼14세

보면, 5~10월 사이에 높은 검사의뢰와 양성률을 보였으며(37.1%,

21.0%(30건/143건), 15세 이상 6.5%(17건/262건) 순이었다. 성별에

696건/1,874건), 특히 7월(49.5%)과 8월(43.4%)에 가장 높은

따른 엔테로바이러스 양성률은 남성이 31.1%(429건/1,379건)로 여성

검출률을 보였다(Figure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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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3. Distribution of enterovirus types from KESS in Korea, 2018
*UT: untypab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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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AB598060.1_CHN_2010_CA10_VP1
JX473456.2_SHZH_2011_CA10_VP1
KF246668.1_CHN_2012_CA10_VP1
KU885571.1_CHN_2014_CA10_VP1
JN639887.1_CA10_VP1
JN639886.1_CA10_VP1
KP289402.1_CHN_2013_CA10_VP1
KU885553.1_CHN_2013_CA10_VP1
● CV/IC.Korea/2018.32/22 [A10]
● CV/GJ.Korea/2018.23/41 [A10]
LC124117.1_JPN_2015_CA10_VP1
● CV/JB.Korea/2018.34/13 [A10]
KY762310.1_USA_2016_CA10_VP1
HQ728262.1_CHN_2009_CA10_VP1
KC867019.1_CA10_VP1
JN639891.1_CA10_VP1
● CV/JN.Korea/2018.24/01 [A10]
KF246675.1_CHN_2010_CA10_VP1
FR796490.1_ESP_2008_CA10_VP1
FR796479.1_ESP_2008_CA10_VP1
GU248486.1_SVK_2007_CA10_VP1
● CV/GW.Korea/2018.30/34 [A10]
KX430807.1_VNM_2014_CA10_VP1
LC430225.1_CHN_2017_CA10_VP1
LC430226.1_CHN_2017_CA10_VP1
KX430809.1_VNM_2014_CA10_VP1
KX430806.1_VNM_2014_CA10_VP1
AB162727.1_JPN_2003_CA10_VP1
AB162728.1_JPN_2003_CA10_VP1
AB167986.1_CA10_VP1
AB119640.1_JPN_2003_CA10_VP1
GU248490.1_RUS_2001_CA10_VP1
GU248485.1_SVK_2002_CA10_VP1
JN255588.1_CAF_2006_CA10_VP1
JX307651.1_CA10_VP1
GQ914903.1_GEO_2003_CA10_VP1
JX538055.1_BAN_2007_CA10_VP1
JX538121.1_BAN_2007_CA10_VP1
KF412913.1_CA10_VP1
KF413053.1_CA10_VP1
JN896779_TW_2008_CA10
JN896799_TW_2009_CA10
GQ214176.1_CHN_2004_CA10_VP1
GQ214172.1_CHN_2008_CA10_VP1
GQ214177.1_CHN_2006_CA10_VP1
AB119638.1_JPN_2000_CA10_VP1
AB119639.1_JPN_2001_CA10_VP1
GU248489.1_FIN_1999_CA10_VP1
JN034211.1_GER_2001_CA10_VP1
JN034210.1_GER_2006_CA10_VP1
KC954150.1_Italy_2012_CA10_VP1
AB902817.1_JPN_2011_CA10_VP1
LC124105.1_JPN_2011_CA10_VP1
LC124103.1_JPN_2011_CA10_VP1
HE572957.1_FRA_2010_CA10_VP1
KF006263.1_CA10_VP1
KX304013.1_Italy_2014_CA10_VP1
MG993093.1_2016_CA10_VP1
MG993094.1_2016_CA10_VP1
HE572948.1_FRA_2010_CA10_VP1
HE572969.1_FRA_2010_CA10_VP1
FR796483.1_ESP_2008_CA10_VP1
GU248502.1_FIN_2008_CA10_VP1
KR185980.1_CA10_VP1
GU248491.1_EGY_2007_CA10_VP1
AF081300.1_POLAND_CA10_VP1
AY421767.1_POLAND_CA10_VP1

Genotype C

Genotype 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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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4. Phylogenetic tree based on sequences in the VP1 region of CV-A10 (A) and CV-B5 (B) derived using neighborjoining model and Kimura 2-parameter

2018년에 검출된 엔테로바이러스 743건의 유전형 분석

2018년 확인된 엔테로바이러스 중 높은 검출률을 보인 CV-

결과 CV-A10 139건(18.7%), CV-B5 70건(9.4%), E30 60건(8.1%),

A10과 CV-B5의 계통학적 분석을 실시하였다. 국내에서 발생한

E11 53건(7.1%), EV71 51건(6.9%), CV-A4 47건(6.3%) 순으로

CV-A10은 genotype C 그룹에 속하고 국내 유행주 내에서는

높았다(Figure 3).

91.9∼96.4%의 상동성을 보이는 것으로 확인되었고, 2010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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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

HQ830215.1_CHN_2009_CVB5_VP1
HQ830217.1_CHN_2009_CVB5_VP1
HQ830214.1_CHN_2009_CVB5_VP1
HQ830212.1_CHN_2009_CVB5_VP1
HQ830222.1_CHN_2009_CVB5_VP1
HQ830211.1_CHN_2009_CVB5_VP1
HQ830216.1_CHN_2009_CVB5_VP1
HQ830209.1_CHN_2009_CVB5_VP1
HQ830213.1_CHN_2009_CVB5_VP1
HQ830208.1_CHN_2009_CVB5_VP1
JN712675.1_CHN_2009_CVB5_VP1
JN712670.1_CHN_2009_CVB5_VP1
JX276378.1_CHN_2009_CVB5_VP1
HQ830219.1_CHN_2009_CVB5_VP1
HQ830218.1_CHN_2009_CVB5_VP1
HQ830207.1_CHN_2009_CVB5_VP1
GQ352395.1_BLR_2005_CVB5_VP1
GQ352394.1_BLR_2005_CVB5_VP1
AM236951.1_AUS_2005_CVB5_VP1
GQ329770.1_CHN_2002_CVB5_VP1
AY695109.1_CHN_2002_CVB5_VP1
AY695108.1_CHN_2002_CVB5_VP1
EU590798.1_Kor05_CVB5_VP1
EU604663.1_kor05_CVB5_VP1
JX017382.1_CHN_2011_CVB5_VP1
JX017383.1_CHN_2011_CVB5_VP1
HQ998851.1_CHN_2010_CVB5_VP1
HQ830221.1_CHN_2009_CVB5_VP1
GQ246515.1_CHN_2005_CVB5_VP1
GQ246516.1_CHN_2002_CVB5_VP1
GQ246506.1_CHN_2002_CVB5_VP1
GU376747.1_CHN_2008_CVB5_VP1
HQ830220.1_CHN_2009_CVB5_VP1
GU272014.1_CHN_2009_CVB5_VP1
JX017380.1_CHN_2011_CVB5_VP1
JX017381.1_CHN_2011_CVB5_VP1
JN695050.1_CHN_2012_CVB5_VP1
JN695051.1_CHN_2012_CVB5_VP1
HQ423145.1_CHN_2009_CVB5_VP1
KC867094.1_CHN_2012_CVB5_VP1
● CV/GW.Korea/2018.30/28 [B5]
● CV/JB.Korea/2018.33/40 [B5]
● CV/GJ.Korea/2018.25/2 [B5]
● CV/GG.Korea/2018.31/31 [B5]
● CV/DG.Korea/2018.3/35 [B5]
AJ004643.1_Finland_CVB5_VP1
GU300059.1_Kyrgyzstan_1992_CVB5_VP1
JN203603.1_India_CVB5_VP1
JN203606.1_India_CVB5_VP1
GU323577.1_inferred_ancestor_VP1
AF114383.1_Faulkner_CVB5_VP1
SVDV(D16364.1)
GQ329771.1_CHN_1998_CVB5_VP1
HF948117.1_FRA_1999_CVB5_VP1
X67706.1_UK_1954_CVB5_VP1
GU300049.1_USA_1997_CVB5_VP1
FJ868335.1_AUS_1991_CVB5_VP1
HF948149.1_FR_2000_CVB5_VP1
GQ352398.1_BLR_2007_CVB5_VP1
HF948277.1_GER_2009_CVB5_VP1
● CV/JB.Korea/2018.38/56 [B5]
● CV/GG.Korea/2018.30/29 [B5]
● CV/US.Korea/2018.40/61 [B5]
● CV/GJ.Korea/2018.27/7 [B5]
● CV/BS.Korea/2018.30/26 [B5]
● CV/BS.Korea/2018.33/43 [B5]
● CV/US.Korea/2018.42/65 [B5]

Ⅱ

Genotype E

Ⅰ

Genotype D
Genotype A
Genotype B

Genotype C

0.02

Figure 4. (Continued) Phylogenetic tree based on sequences in the VP1 region of CV-A10 (A) and CV-B5 (B) derived using
neighbor-joining model and Kimura 2-parameter

중국의 CV-A10 genotype C 유행주와는 97.9%로 가장 높은

93.9∼100.0%를 나타냈다. CV-B5 genoytype C 그룹에서는

상동성을 보였다. 또한 국내에서 발생한 CV-B5는 genotype C와

2007년 벨라루스의 유행주와 89.4%로 가장 높은 상동성을 보였고,

E 그룹의 I 계열에 속하고, 유전자 서열 비교에서는 C 그룹에서의

genotype E 그룹의 Ⅰ계열에서는 2012년도 중국의 유행주와

국내 유행주간 상동성은 96.9∼100.0% 그리고 E 그룹에서는

96.0%로 가장 높은 상동성을 보였다. CV-A10과 CV-B5 모두 지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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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5. Detection of enterovirus by clinical symptoms from KESS in Korea, 2018
*Other EV: Respiratory diseases, Myocarditis, Sepsis neonatorum etc.

및 발생 시기별 특이성을 보이지는 않았다(Figure 4).

증상 차이를 분석한 정보를 환류함으로써 백신 및 치료제 연구의

임상적 증상과 연계하여 살펴보면 2018년 수족구병 및

기초 자료를 제공하고 감염병 대응 기반을 마련하고자 한다.

포진성구협염 증상 환자(278명/416명, 66.8%), 무균성수막염 증상을
보이는 환자(237명/881명, 26.9%), 합병증을 동반한 수족구병
환자(27명/116명, 23.3%) 그리고 발열이나 호흡기질환 증상 등을
포함하는 기타 증상을 나타내는 환자(201명/1,072명, 18.8%)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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