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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cute pharyngitis is a common respiratory disease caused by bacterial and viral infections. Streptococcus pyogenes (group A
streptococci; GAS) is one of the prevalent pathogens that cause bacterial pharyngitis. M protein is the major virulence factor
used for the classification of GAS into various emm types. emm type can be the marker of molecular epidemiological
investigation of GAS diseases. In this study, S. pyogenes isolates were collected through a surveillance system and tested to
determine the prevalence of pharyngitis GAS emm types in Korea. The common emm types in all isolates were emm 12.0,

emm 89.0, emm 4.0, emm 1.0, and emm 12.0. However, the most prevalent GAS emm type varies in isolates collected in
different years: in 2007-2009, emm 1.0; in 2009-2011, emm 12.0; and in 2015-2018, emm 28.0. In addition, emm genotypes
of GAS may vary every year or with time. Hence, continuous studies are necessary to monitor the epidemiological changes of
GAS in Kore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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들어가는 말

질병으로 의료기관을 방문하게 하는 가장 흔한 질병 중 하나이다.
발열, 목통증, 두통, 콧물, 기침 등의 증상을 동반하며 발병

Streptococcus pyogenes (Group A Streptococcus; GAS)는

원인은 바이러스(adenovirus, influenza virus, parainfluenza virus,

성홍열의 원인균인 호기성 그람 양성 연쇄상 구균이다. 또한 급성

respiratory syncytial virus 등) 또는 세균(GAS, Streptococcus

인후염(acute pharyngitis)의 주요 원인 중 하나로 알려져 있으며

pneumoniae , Haemophilus influenzae 등)의 감염으로 알려져

폐렴과 균혈증, 괴사성 근막염, 독성 쇼크 증후군(Toxic shock

있다[1]. 급성 인후염 감염의 원인 세균 중에서 GAS가 성인에서 약

syndrome; TSS) 등의 침습성 질병 또한 발생시킨다.

5∼15%, 소아에서 20∼30%대를 차지하고 있는 것으로 보고되고

급성 인후염은 인후 점막에 급성 염증성 변화가 나타나는

있다[2]. GAS 유래 인후염은 중증도 질병은 아니나 류머티스열, 급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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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장염 등의 후유증이 동반될 수 있어 주의하여야 한다.
GAS의 혈청형은 세포벽의 단백질 성분에 따라 T형과 M형으로

몸말

구분된다. 세균 세포벽에서 유래하는 M 단백질은 S. pyogenes 의

이 연구 는 2007년∼2009년, 2009년∼2011년 그리고

대표적인 병독소로서, GAS의 독력과 밀접한 관계가 있으며 외부

2014년∼2018년 동안 급성 호흡기 병원체 감시사업으로 구축한

환경으로부터 GAS를 보호하는 동시에 숙주세포로의 침입을

실험실감시망을 통하여 전국의 병·의원에서 수집된 GAS 분리주를

용이하게 한다. M 단백질에 따라 독성 정도에 차이가 있다는 보고가

대상으로 하였으며, 수집된 GAS 분리 균주는 염기서열을 분석한 후

있으며 그 외에도 질환의 경중, 감염 양상, 침습성 질환 여부 등과

미국 CDC에서 운영하는 Streptococcus laboratory 웹페이지(http://

관련이 있다고 보고되고 있다[3].

www.cdc.gov/streplab/index.html)의 database 정보를 바탕으로

M 단백 항원형은 GAS의 표현형 분류에 사용되는 중요한

emm type을 분류하였다.

지표이지만, 검사에 필요한 항 M 단백 항체의 종류가 많고 보관이
번거로워 그 대안법으로 emm 유전자의 유전형 분석이 주로

연도별 감시망 운영현황 및 GAS 양성률

사용되고 있다. emm 유전자는 M 단백질의 유전형을 결정하는
유전자로서 M 항원에 따라 특이적인 패턴을 보인다. emm

질병관 리본 부 에 서 는 국 내 호흡기감 염 증 및 인 후염

유전형은 emm 유전자 5′ 말단 변이 부위의 염기서열 차이에 따라

원인병원체의 유행 원인 및 분석 관리를 목적으로 발생 양상 및

표현형을 분류하는 방법으로 170개의 emm type과 750개 이상의

분포 실태를 파악하고자 호흡기감염증 감시망을 지속적으로 운영

subtype으로 구분이 가능하다[4]. 이러한 emm type과 같은

중이다.

유전형 분석 결과는 지역 및 시기별로 유행하는 균주의 분포양상을

이 연구 에서 분 석한 분리주가 포함된 감시사업은

파악하고 병독성 균주에 대한 역학적 동태를 파악하는데 사용되고

2 0 0 5 년∼2 0 0 9 년 동 안 의 급 성 상기 도감 염 증 감시 사 업 과

있다.

2009년∼2011년, 2014년∼2018년 동안의 인후염 감시사업이며,
이 연구에서는 국내에서 병원체 감시사업을 통해 수집된

성홍열 분리 균주를 대상으로 emm type을 확인하여 해당 기간 동안

20 0 5∼20 0 9년 급성상기도 감시사업과 20 0 9년∼2011년,
2014년∼2018년 인후염 감시사업 운영현황을 정리하였다.

유행하였던 GAS균의 유전학적 변화를 조사하였다.

2005년∼2009년 동안 운영했던 급성상기도감염증 감시사업의
경우, 총 13,649개 검체가 수집되었으며 그 중 병원체가 분리된

Table 1. Positive cases and rates among specimens collected through a surveillance system for the respiratory infection
pathogens, 2005-2018

Acute upper
respiratory infection

Acute pharyngitis

Duration

Total collected
specimens

No. of positive cases
(%)

Nov. 2005-Sep. 2006

1,677

1,042 (62.1)

17 (1.0)

Sep. 2006-Jun. 2007

2,625

1,673 (63.7)

40 (1.4)

Jun. 2007-Apr. 2008

3,508

2,300 (65.6)

46 (1.3)

Apr. 2008-Apr. 2009

5,839

3,866 (66.2)

55 (0.9)

Jul. 2009-Apr. 2010

1,622

960 (59.2)

111 (6.8)

Jul. 2010-May 2011

1,964

1,146 (58.4)

151 (7.7)

Apr. 2014-Jan. 2015

279

128 (45.7)

18 (6.4)

Apr. 2015-Jun. 2016

271

165 (56.4)

14 (5.2)

Sep. 2016-Mar. 2018

524

273 (52.1)

110 (21.0)

18,309

11,553 (63.1)

Tota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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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o. of positive GAS cases
(%)

562 (3.1)

주간 건강과 질병•제12권 제18호

30.0

emm types
25.1

Proportion of isolates (%)

25.0

19.0

20.0
16.1

15.0

12.1
9.0

10.0
5.0

5.1

4.5

3.2

2.3
0.5

0.4

0.4

0.5

0.0

0.2

0.2

0.2

0.4

0.4

0.2

0.2

0.2

Figure 1. emm type characterization among Group A Streptococcus isolates from patients with upper respiratory infections

검체는 8,881건으로 65.1%를 차지하였다. GAS 양성 건은

국내 emm type 분포 현황

158건이었으며 전체의 1.2%를 차지하였다. 2009년∼2011년 인후염
감시사업은 총 3,586건이 수집되었으며 그 중 2,106건(58.7%)에서

대상인 554개 균주의 emm type을 분석한 결과 국내에서

병원체가 분리되었고 그 중 GAS 양성 건은 262건으로 전체의

확인된 성홍열 병원체의 emm 유형은 21종이었다. 이중 emm 12.0이

7.3%를 차지하였다. 2014년∼2018년 동안의 감시사업에서는

25.1%(n=139)로 가장 수가 많았고, emm 89.0 19.0%, emm 4.0

전체 1,074건의 검체 중 566건(52.7%)에서 병원체가 분리되었고

16.1%, emm 1.0 12.1%, emm 28.0 9.0%, emm 3.0 5.1% 순이었다. 그

142건(13.2%)에서 GAS가 분리되었다(Table 1).

4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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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2. Comparison of emm types among GAS isolates by 2007-2009, 2009-2011, and 2015-20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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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에도 75.0, 11.0, 6.0 등 다양한 emm type이 동정되었다(Figure 1).

질환 등)을 앓고 있고 매년 178만 명이 새로 감염되며, 감염으로
인해 매년 50만 명 이상이 사망하는 것으로 보고된다[5].

시기별 emm type 유행 현황

GAS는 유행하는 지역, 유행하는 시기 등에 따라 emm type의
우세한 유전자형이 달라지며 다양한 양상을 보인다. 2011년도

분 석 한 e m m t y p e 을 수 집 된 시 기 별 로 비 교 해 보면

홍콩에서 성홍열이 대유행 한 시기에 분리된 GAS균 중 가장 많은

2007년∼2009년에 수집된 분리주의 우세한 유전형은 emm 1.0

emm type은 emm 12.0(77.0%)이었다. 그러나 2008년∼2010년

21.6%(n=27), emm 89.0 17.6%(n=22), emm 4.0 13.6%(n=17), emm

동안 홍콩에서 우세했던 GAS 균의 유전형은 emm 28.0(32.1%),

11.0 8.8%(n=11), emm 12.0 8.8%(n=11), emm 75.0 8.8%(n=11)

emm 12.0(7.1%)이었다[6]. 조사한 유전형에 차이가 있음을 통하여

순이었으며, 2009년∼2011년 동안 수집된 균주에서 우세한 emm

그 시기의 홍콩에서 GAS균의 유전형 분포에 변화가 있음을 파악

유전형은 emm 12.0 37.0%(n=110), emm 89.0 20.5%(n=61), emm

가능하였다. 한편 비슷한 시기의 프랑스에서는 분리된 성홍열 유래

4.0 17.5%(n=52), emm 1.0 8.4%(n=25) 순이었다. 2014년∼2018년에

GAS균의 가장 우세한 유전형이 emm 4.0(17.4%)이었는데, 이는

수집된 분리주는 emm 28.0 19.1%(n=27), emm 89.0 14.9%(n=21),

홍콩에서 유행했던 유전형들과 달라 발생 지역에 따른 유전형의

emm 4.0 14.2%(n=20), emm 12.0 12.8%(n=18), emm 1.0

차이를 확인할 수 있었다[7]. 이처럼 GAS균의 유전형 분석 자료는

11.5%(n=15), emm 3.0 10.6%(n=14) 순이었다(Figure 2).

지역사회 내의 GAS의 감염 양상이나 역학적 동태를 파악하는데

연도별로 유행한 emm 유전형을 비교해보면, 2007∼2009년

지표로 사용할 수 있다. 국내의 경우 2002년 연구에서 emm 12.0이,

동안 가 장 우세했던 유 전형인 emm 1.0 은 2 1.6 %에서

2009년도에 emm 4.0이 우세하였다는 논문이 존재한다[8]. 하지만

2009∼2011년에 8.4%, 2014∼2018년 11.5%로 감소하였고 emm

이러한 결과들은 특정 지역이나 대상에 국한되어 전국적인 규모의

12.0은 2009∼2011년 동안 급격하게 증가하여 37.0%로 가장 높은

지속적인 연구가 필요하다.

비율의 유전형을 차지하였다. 한편 emm 28.0은 2011년도까지

GAS균에 의한 질환과 합병증의 예방을 위하여 백신이 현재

5%대를 유지하다가 2014∼2018년 동안 19.1%로 증가하였다. 따라서

개발 중이나 M 단백 혈청형(emm type)에 따라 효과의 차이가 있어

조사한 연도에 따라 가장 우세한 유전형에 변화가 있음을 관찰할

지역에 따라 유행하는 GAS균의 emm type에 따라 예방 가능한

수 있었다. 그 외에도 emm 3.0 또한 2014∼2018년 동안 증가하였고

정도가 달라진다. 현재 임상 전 단계까지 진행된 30가 다가백신을

반대로 emm 11.0은 2007∼2009년에는 8.8%를 차지하였으나 이후

예로 든다면, 미국에서는 인후질환의 98%와 침습성 질환의 90%를

2.0%를 거쳐 2014∼2018년에는 0.8%로 감소함을 확인하였다. emm

예방할 수 있지만 유럽에서는 80% 이하, 아프리카에서는 60%

1.0, emm 4.0, emm 12.0, emm 28.0, emm 89.0 등은 지속적으로

이하의 침습성 질환의 예방만이 가능하다[9]. 따라서 향후 백신이

유행하는 emm type 임을 확인할 수 있었다.

개발된 이후 백신의 국내 적용 및 효과 측정 등과 관련해서도
GAS에 대한 분자생물학적 연구가 필요할 것으로 생각된다.

맺는 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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