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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ackground : Recently, dengue fever has increased throughout tropical regions and emerged as the
most important vector borne viral disease in human. 4 serotypes of viruses are circulating concurrently in these regions and thus it may be anticipated to increase risk of dengue hemorrhagic
fever. Even though dengue fever is still not endemic in Korea, it is necessary to test antibodies
against dengue viruses because the number of Koreans who have visited these regions is continuously increasing.
Materials and methods : Serum specimens from persons with suspected dengue fever had been
collected. Commercial kit, immunochromatographic test (ICA), and the IgM capture enzyme-linked
immunosorbent assay (MAC-ELISA) were employed for dengue fever detection in these studies. For
confirmation randomized 25 specimens among total of 99 specimens were selected and compared
with those results from commercial kit and IFA.
Results : 33 (33.3%) among 99 specimens showed positive antibody against dengue virus by commercial kit. Positive rate of traveller who have visited Indonesia, Philippines, Malaysia, Thiland was
54.5%. To compare the efficiency of test methods, 25 randomly selected specimens were tested by
the MAC-ELISA and IFA simultaneously. 9 specimens showed postive results with the MAC-ELISA
method whereas 13 speciments were positive with the IFA methods.
Conclusion : Confirming the diagnosis of dengue fever with antibody against dengue virus was
attempted for the first time in Korea. The results from our study indicate that establishing a national
surveillance and/or laboratory diagnostic system in Korea are necessary. In addtion, antibody test
strategies for national surveillance system should be carefully considered.
Key Words : Dengue virus, dengue fever, MAC-ELISA, ICA test, IFA test
는 세계의 열대, 아열대 거의 대부분이 유행지역에 해당

서

론

된다. 세계보건기구는 전 세계에서 매년 5천만 명 이상의
감염자와 1백만명 이상의 환자가 발생하는 것으로 추산

Flavivirus 과에 속하는 뎅기 바이러스는 1, 2, 3, 4

하고 있으며 1970년 중반 이후 유행지역에서의 발생이

(dengue virus, DEN-1, 2, 3, 4)의 4가지 혈청형이 있으

증가되고 있는 것으로 보고하고 있다(1, 2). 뎅기열 감염

며 전 세계에서 가장 많은 감염자가 발생하는 질병의 하

자의 증가는 매개체 증가가 원인이 되는데 유행지역 국

나이다. 뎅기열은 매개모기에 의해 전염되며, 지역적으로

가의 모기구제 프로그램의 포기, 매개체의 살충제 내성,
기후 변화 등 환경변화가 매개체에게 양호한 서식환경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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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공함으로서 매개체의 밀도를 높이고 있다(4).
동남아시아는 지역적으로 뎅기열의 최대 유행지역이며
이 지역에서는 뎅기 바이러스 4가지 혈청형이 동시에 유

행하고 있다(7). 따라서 이 지역에서는 여러 혈청형의 뎅

의 혈청검체는 IgM capture enzyme-linked immunosor-

기 바이러스에 의한 재감염이 쉽게 이루어지고 있으며 2

bent assay (ELISA)법의 MAC-ELISA (Panbio, Au-

차 감염시에는 뎅기출혈열(Dengue hemorrhagic fever,

stralia) kit를 사용하여 뎅기 바이러스의 항체에 대한 검

DHF)과 뎅기쇼크증후군(Dengue shock syndrome, DSS)

색시험을 실시하였다. MAC-ELISA의 시험은 먼저 kit 내

등이 중요 사망 원인으로 보고되고 있다(5, 7-10).

4가지 혈청형의 뎅기바이러스 항원을 완충용액에 녹인 다

뎅기열은 현재까지 국내에서 직접 발생한 보고는 없다.

음 필요량을 취하여 mAb tracer (Panbio, Australia)와 같

다만 유행지역으로의 해외여행, 해외거주 등 사람의 이동

은 양을 혼합하여 상온에서 보관하고 여분의 항원액은

과 교역의 확대로 인하여 앞으로 한국인의 뎅기 바이러

-70℃에 보관하였다. Anti-human IgM이 coating된 plate

스 감염자는 증가 할 것으로 예상된다. 국립보건연구원에

의 well에 희석시킨 혈청검체와 kit 내에 포함된 양성 및

서는 2001-2003년 6월까지 해외여행에서 귀국하여 뎅기

음성 대조군을 100 µl를 가하여 1 시간 동안 상온에서 반

열 의심증상을 보이는 99명에 대한 혈청학적시험을 실시

응시키고 각 well을 6회 세척하였다. 각 well에 항원액과

하여 33명의 뎅기 바이러스 항체 양성자를 확인하였다.

mAb tracer 혼합액을 100 µl씩 넣고 37℃에서 1시간 동안

지금까지 한국인에 대한 뎅기 바이러스 감염자에 대한

반응시킨 다음 6회 세척하고 Tetramethylbenzidine/hy-

보고가 없었지만 앞으로 해외 인적교류가 증가함에 따라

drogen peroxide (TMB/H2O2) 100 µl를 각 well에 가한

뎅기 바이러스 감염자는 지속적으로 증가할 가능성이 있

후 상온에서 10분 간 반응시켰다. 마지막으로 반응정지액

다. 또한 오지여행과 같은 여행행태의 변화, 유행지역에

100 µl를 가하고 ELISA 판독기를 이용하여 450 nm 파장

대한 반복 방문 등 개인의 감염기회 증가는 뎅기 바이러

에서 흡광도를 측정하였다(reference wave length : 630

스 재감염의 가능성을 증가시키며 2차 감염에 의한 DHF

nm). 측정값은 주어진 kit의 보정값을 계산하여 결과를 판

나 DSS의 발생 위험도 증가 시킬 수 있다. 그러므로 뎅

독하였다.

기열에 대한 혈청학적 진단시험은 뎅기열에 대한 감염자
파악뿐 만 아니라 질병감시를 위한 대비책을 위해 지속
적인 조사가 필요하다.

3. Immunochromatographic (ICA) test
2002년에 수집된 혈청 66건의 검체와 2003년 6월까지
수집된 21건의 검체는 Dengue Duo IgM and IgG Rapid

재료 및 방법

Strip test (PanBio, Australia) kit를 이용하여 검색시험을
실시하였다. 5 ml의 polystrene tube에 검체 희석용액 75

1. 대상 검체
검체는 해외여행 후 뎅기열로 의심되는 증상을 보이며
병원에 입원하였던 환자의 혈액을 일선병원에서 의뢰받

µl를 넣고 환자 혈청 1 µl를 가하여 잘 혼합하였다. 검체
를 희석한 용액에 strip을 넣고 상온에서 5-10분 동안 반

아 국립보건연구원에서 혈청항체 시험을 실시하였으며

응시키고 kit 내의 양성 및 음성 대조군도 동일하게 반응

검체 수집 시 환자의 여행지 및 기타 역학적 사항이 조

시킨 다음 나타나는 band에 따라 판정하였다.

사되었다. 검체는 2001년에 25건과 2002년에 66건, 2003
년 6월까지 21건으로 30개월에 걸쳐 총 112건의 뎅기열

4. Indirect immunofluorescent assay

의심환자의 검체가 수집되었다. 112건의 검체 가운데 13

1) 바이러스주

건은 뎅기열의 확인시험을 위한 급성기와 회복기의 중복

뎅기 바이러스 주는 영국의 NCPV (National Collec-

혈청으로 총 99명의 검체에 대한 시험이 수행되었다. 수

tion of Pathogenic Viruses)로부터 DEN-1 (Dengue

집된 검체의 대부분은 즉시 혈청학적 시험을 실시하였으

virus type 1, Hawaii strain), DEN-2 (New Guinea C

며, 시험 후 여분의 혈액과 실험여건이 되지 않을 경우

strain), DEN-3 (H87 strain), DEN-4 (H241 strain)의 4

검체는 -20℃의 냉동고에 보관하여 교차시험 및 자체 제

가지 혈청형을 분양 받아 사용하였다. 이 4가지 형의 뎅

작한 IFA시험법 정립 등 추후 다른 시험의 활용을 위해

기 바이러스 주는 Vero 세포주 (African green monkey

보관하였다.

kidney cell ATCC CCL-81)에서 각각 증식하였다. 바이
러스 증식을 위한 숙주세포의 배양은 Vero 세포를 계대

2. IgM capture enzyme-linked immunosorbent
assay (MAC-ELISA)

하여 3-4일이 지난 다음 세포가 전체 배양면의 80% 이
상 단층을 형성하였을 때 뎅기 바이러스를 배양세포에

뎅기 바이러스 항체시험을 위해 2001년에 수집된 25건

접종하고 1-2시간 동안 바이러스를 흡착시켰다. 접종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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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양세포는 FBS (Fetal Bovine Serum, Gibco-BRL, MD,
USA)가 포함되지 않은 EMEM (Eagle's minimum es-

5. 환자 검체에서의 바이러스 분리

sential medium, Gibco-BRL)으로 2회 세척하고 5% FBS

뎅기 바이러스 분리를 위한 검체는 환자에서 채취한

를 포함한 EMEM을 가하여 3-4일간 증식시킨 다음 뎅기

혈액을 4℃를 유지하여 실험실로 수송한 다음 Vero 세포

바이러스 4가지 혈청형을 각각 수확하였다. IFA slide 제

에서 분리를 시도하였다. 먼저 환자의 혈액을 PBS와 1:1

작은 뎅기 바이러스 각 혈청형의 바이러스주 역가가 1×

로 희석한 후 배양세포의 단층면에 접종한 다음 1-2시간

6

2

10 pfu/ml인 액을 200 µl/25 cm flask 접종한 다음 증식
6

흡착시켰다. 흡착이 끝난 배양세포는 다시 배양액으로 세

시켰다. 뎅기 바이러스가 접종된 세포는 수확하여 3×10

척하고, 5% FBS가 포함된 EMEM 세포 배양액을 가하여

cells/ml로 조정, 간접면역형광 항체법을 위한 슬라이드 제

3-4일간 배양한 다음 바이러스 증식 여부를 IFA를 통하

작에 사용하였다.

여 확인하였다.

2) 세포주

결

뎅기 바이러스 감수성 세포주는 Vero 세포주를 사용하
였다. 세포주는 EMEM에 5% FBS, antibiotics (Penicillin-Streptomycin, 10,000 units/mL, Gibco BRL)가 포

과

1. 혈청학적 시험결과
뎅기 의심환자에 대한 혈청학적시험을 위해 2001년 뎅
기 의심 환자의 검체 19건은 MAC-ELISA kit로 시험한

함된 배양액을 사용하여 세포를 배양하였다.

결과 5건(26.3%)의 검체가 뎅기 바이러스 항체양성으로
3) 슬라이드 제작 및 간접면역형광 항체법
IFA 슬라이드는 8 well의 spotted slide를 실험에 사용
하였다. 진단용 슬라이드는 각 well에 세포 현탁액 100 µl

Table 2. The Comparition of MAC-ELISA and IFA
Results for Randomized Samples among Suspected
Dengue Patients

을 가하여 건조시키고 냉 아세톤으로 고정시켰다. 제작된
spotted slide에 의심환자의 혈청을 PBS (Phosphate
Buffered Saline)로 1:32-1:4096까지 2배씩 계단 희석하여
25 µl씩 각 well에 떨군 후 slide를 함습 배양기에 넣어
37℃에서 30분간 반응시켰다. 양성 및 음성 대조는
MAC-ELISA 및 ICA법에 의해 반복적으로 결과가 확인
된 검체를 사용하여 동일하게 반응시켰다. 이 후 PBS와
3차 증류수에서 각각 5분간 slide를 세척하여 슬라이드를
잘 건조하고 1:500으로 희석한 FITC (Fluorescein Isothiocyanate) Conjugated goat anti-human IgG. (Sigma,
USA)를 각 well에 25 µl씩 떨구어 습도가 유지되는 배양
기에 넣고 37℃에서 30분간 반응시켰다. 이 슬라이드는
동일한 방법으로 세척한 후 잘 건조 시켜 형광현미경으
로 관찰하였다.

Table 1. Positivity Rate of Dengue Virus Antibody
among Suspected Dengue Patients by MAC-ELISA (in
2001) or ICA (in 2002 and 2003)
year

Result
No. of tested specimens
No. of positive specimens
Positive rate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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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1

2002

2003. 6

19
5
26.3

59
23
38.9

21
5
2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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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otal
99
33
33.3

sample
No.

results

IFA titer

MAC
IFA
ELISA

Den-1 Den-2 Den-3 Den-4

1
2
3
4
5
6
7
8
9
10
11
12
13
14
15
16
17
18
19
20
21
22
23
24
25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1:32
<1:32
<1:32
<1:32
<1:32
<1:32
1:64
1:64
<1:32
<1:32
<1:32
1:256
1:256
<1:32
<1:32
1:512
1:512
<1:32
1:64
1:32
<1:32
1:64
1:64
<1:32
<1:32

1:128
<1:32
<1:32
<1:32
<1:32
<1:32
<1:32
<1:32
<1:32
<1:32
<1:32
1:4096
1:4096
<1:32
<1:32
1:1024
1:512
<1:32
<1:32
1:64
<1:32
1:512
1:1024
1:1024
>1:4096

1:32
<1:32
<1:32
<1:32
<1:32
<1:32
1:32
<1:32
<1:32
<1:32
<1:32
1:512
1:512
<1:32
<1:32
1:512
1:1024
<1:32
1:256
<1:32
<1:32
1:128
1:512
1:64
1:512

1:128
<1:32
<1:32
<1:32
<1:32
<1:32
1:64
1:64
<1:32
<1:32
<1:32
1:256
1:512
<1:32
<1:32
>1:4096
1:2048
<1:32
1:128
<1:32
<1:32
1:256
1:256
1:2048
>1:4096

No. of
positive (%)

9
(36)

13
(52)

10
(40)

10
(40)

11
(44)

12
(48)

확인되었다. 2002년에 수집된 59건의 검체는 ICA법으로
시험한 결과 23건(38.9%)이 양성이었다. 2003년 6월말까
지 수집된 검체는 21건이며, 이 가운데 5건(23.8%)이 양

3. 뎅기열 의심환자에 대한 직업별 및 여행 목적,
연령에 따른 분포

성을 보여 총 99건의 뎅기 의심환자의 검체에서 33건이

뎅기 의심환자의 직업별조사 결과(Figure 2)는 전체 12

뎅기 바이러스 항체양성으로 판명되어 33.3%의 양성율을

개 직업군 가운데 학생이 17.2%로 가장 많았고 사무직

보였다(Table 1). 상업용 진단 kit와 자체 제작한 IFA 시

혹은 일반 사업을 하는 경우가 10.1%, 9.1%였다. 2001년

험의 결과를 비교하기 위해 전체 99건의 검체 가운데

에는 선원 4명이 의뢰되었으나 2002년과 2003년 6월 현

2001년에 수집된 25건에 대하여 IFA 시험을 실시하였으

재까지는 직업군에서 선원은 없었다. 여행목적에 대한 조

며 두 시험의 결과를 비교하여 결과 5항에 나타내었다

사는 Figure 3에서 조사된 바와 같이 단순여행이 41명

(Table 2).

(41.4%)로 가장 많았다. 다음으로는 현지 거주자가 13명
으로 13.1% 이었으며 신혼여행, 선교사 등의 여행 및 장
기거주자의 의심환자 검체가 수집되었다. 감염자 연령군

2. 뎅기열 의심환자와 양성환자의 여행지역
설문에 의한 뎅기열 의심환자 99명의 방문국은 15개국
으로 조사되었으며 17명의 환자는 방문지역이 확인되지
않았다. 뎅기열 의심환자의 방문국은 일반적으로 뎅기열
주요 유행지역인 인도네시아, 필리핀, 말레이시아, 타일랜
드가 가장 많았으며(Figure 1) 뎅기 바이러스 항체양성

은 20세 이하에서 70세 이상까지 다양한 연령을 보였는
데(Table 2) 뎅기열 의심환자 중 전체 남성의 26.8%, 여
성의 32.1%가 20대 연령층이 가장 많았다. 남녀의 비율에
서 남성은 전체 조사자 가운데 71명으로 71.7% 였으며
여성은 28명 28.3%였다.

환자도 이들 4개국으로 귀국한 경우가 가장 많았다
(Figure 1). 4개국에 대한 연도별 의심환자 수를 보면,
2001년에는 말레이시아 1명, 인도네시아 4명, 타일랜드 3
명, 필리핀 2명이었고, 2002년에는 인도네시아 10명, 타일
랜드 9명, 필리핀 8명이었으며 2003년 6월 현재 말레이시
아 2명, 인도네시아 2명, 타일랜드 6명, 필리핀 5명으로
전체 뎅기열 의심환자 99명 중 52명(52%)이 이들 4개국
에서 발생하였다. 나머지 11개국에서는 1-2명의 의심환자
가 보고되어 상대적으로 의심환자의 수가 적었다. 혈청학
적 검사상 양성을 보인 환자 33명 중 4개국을 여행한 환
자 분포는 54.5% (18명)로 항체 양성자의 절반 이상을 차
지하였다.

Figure 2. Occupation of suspected and confirmed dengue
patients.

Figure 1. Visited countries suspected and confirmed dengue
fever patients.

Figure 3. Travel purposes of suspected and confirmed
dengue fever patient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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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여 상업용 kit에서도 양성을 보였다. 검체의 역가 보다
4. 검체로부터 바이러스 분리

상대적으로 낮았다. 뎅기 바이러스 혈청형 별로 실시한

의뢰된 검체에서 바이러스 분리를 위하여 발병 시기,

IFA시험에서 혈청형에 따라 역가의 정도가 달랐다. 일반

보관상태 등을 감안하여 4건의 검체에 대하여 뎅기 바이

적으로 MAC-ELISA에서 양성을 보인 검체는 4가지 혈

러스 분리를 시도하였으나 뎅기 바이러스는 분리되지 않

청형에 반응을 보였으나 19번의 검체는 DEN-2에서 반응

았다.

을 보이지 않았으며 역가도 비교적 낮았다. 24, 25번 검체
는 DEN-1에서 음성결과를 보였으나 다른 혈청형에서 높

5. 뎅기열 의심질환 검체에 대한 MAC-ELISA와
IFA시험의 결과 비교

은 역가를 보였다. 또한 MAC-ELISA에서 음성을 보인
20번 검체는 DEN-1, 2에서 1:32와 1:64의 낮은 항체가를

뎅기열 의심질환 검체는 먼저 상업용 진단 kit로 시험

보였다. 24번 검체는 DEN-2와 DEN-4에서 1:1024 이상

하였으며 뎅기 양성과 음성의 결과에 관계없이 이들 검

의 항체가를 보였으나 DEN-3에서는 1:64의 낮은 항체역

체 가운데 25개의 검체를 추출하여 MAC-ELISA법으로

가를 보였다. 전체적으로 DEN-2와 DEN-4에서 강한 반

재시험을 실시하고 이 결과를 실험실 자체에서 제작한

응을 보인 반면 DEN-3와 DEN-4가 동시에 높은 검체도

IFA법으로 다시 시험하여 그 결과를 비교하였다(Table

2건이 있었다.

3). IFA 시험은 뎅기 바이러스의 4가지 혈청형에 대하여

뎅기 항체 역가에 따른 형간의 반응에 대한 특색은

각각 시험을 실시하였다. 그 결과 IFA시험과 상업용 진

DEN-2와 DEN-4형이 동시에 높은 역가를 나타낸 검체

단 kit인 MAC-ELISA 시험은 양성율에 있어 차이가 있

와 DEN-2와 DEN-3 및 DEN-3과 DEN-4형이 높게 나

었다. 비교시험을 위해 추출된 총 25건의 검체에 대해

타난 경우 등을 보여 특이점이 없었다. 그러나 많은 검체

MAC-ELISA 시험에서는 9건(36%)의 양성 결과를 보였

에서 두 가지 뎅기 바이러스형에서 높은 항체가를 보여

으나 IFA법으로 시험한 결과 DEN-4에서 12건의 양성결

상호교차 반응에 의한 항체 반응인지 혹은 2개형의 감염

과를 보였으며 DEN-1, 4에서 항체 양성을 보인 8번 검

인지를 확인할 수 없었다.

체와 DEN-1, 2에서 양성을 나타낸 20번 검체를 포함하
여 25건 중 13건(52%)이 IFA 항체 양성을 보였다. 따라

고

찰

서 MAC-ELISA 항체 검사결과와 14%의 양성률 차이를
보였다. 동일한 검체들의 각 뎅기 바이러스 혈청형에 대

뎅기열의 유행지역에 거주하는 25-30억의 인구가 연중

한 시험의 결과는 DEN-1에서는 10건(40%)이 양성이었

이 질병에 노출되어 있으며 매년 수많은 감염자 및 환자

고, DEN-2에서 10건(40%)이 양성, DEN-3에서는 11건

가 발생하고 있다(4). 또한 뎅기출혈열은 1970년 이전에

(44 %), DEN-4에서는 12건(48%)이 각각 양성을 보였다.

는 9개국에서 보고 되었지만 1998년의 pandemic에서는

MAC-ELISA시험에서 음성이며 IFA시험에서 양성을

뎅기열과 뎅기출혈열 환자 120만 명이 56개국에서 보고

보인 4건의 혈청은 항체 역가가 1:32-1:128의 IFA 역가를

되었다(2, 3, 10). 이와 같이 유행지역에서는 많은 감염자
및 환자가 발생하고 있음에도 현재까지 이 지역들을 여

Table 3. Age and Sex Distribution of Suspected and
Confirmed Dengue Fever Patients
Sex
Male
(confirmed/
suspected)

Age

<20
21-30
31-40
41-50
51-60
61-70
71-80
Unknown
Total [no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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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0/19
7/14
7/19
1/ 2
1/ 6
0/ 1
2/10
28/71 (39.4)

행한 한국인의 뎅기 바이러스 감염자에 대한 조사는 없
었다. 본 조사는 2년 반에 걸쳐 해외여행자를 중심으로
일선병원에서 뎅기열로 의심되는 총 99명의 검체에 대한

Female
(confirmed/
suspected)
0/ 2
3/ 9
2/ 7
0/ 5
0/ 3
0/ 1
－
0/ 1
5/28 (17.6)

감염과 화학요법 : 제 36 권 제 4 호 2004년

Total No. (%)

시험을 실시하여 뎅기 바이러스 항체 양성자 33명을 확
인하였다. 음성을 보인 나머지 66명은 뎅기열이 초기에

0/ 2
13/28
9/21
7/24
1/ 5
1/ 7
0/ 1
2/11
33/99

( 0.0)
(46.4)
(42.9)
(29.2)
(20.2)
(14.3)
( 0.0)
(18.2)
(33.3)

다른 열성질환과 유사한 증상을 보이는 특성으로 인한
임상 상의 혼동으로 추정된다. 그러나 본 조사가 해외여
행 경력이 있는 입원환자에 대해서만 뎅기 바이러스 항
체 양성율을 조사하였기 때문에 이 질병의 특성상 현증
을 나타내지 않은 더 많은 항체 양성자가 있을 가능성도
있을 것으로 추정된다. 항체 양성자의 여행국 조사에서는
인도네시아, 타일랜드, 말레이시아, 필리핀의 4개국 여행

자에서 항체 양성자가 많았으나 여행자 수로 보아 이들

인지 알 수는 없다. 그러나 뎅기 바이러스의 전파에 가장

지역의 감염 위험성이 특이하게 높다고 볼 수는 없을 것

중요한 매개모기 종으로 알려진 Aedes aegypti 및 Aedes

이다. 또한 의심환자의 여행목적 등에 대한 조사에서 단

albopictus, Aedes polynesiensis, Aedes alboscutellaris

순여행자, 직업군에서 학생, 연령은 20대, 남자의 비율이

종과 기타 많은 여러 종이 질병 전파에 관여하는 것으로

높았다. 이러한 결과도 마찬가지로 여행 연령층의 여행자

밝혀져 있어 감염 기회는 더욱 많을 수 있다. 이 매개모기

수와 관련되어 나타난 비율로 볼 수 있어 특이성은 없었

종들 가운데 국내에서 뎅기열과 관련된 보고는 없지만

지만 한국인의 뎅기 바이러스 감염 상황을 개괄적으로

Aedes albopictus와 Aedes alboscutellaris가 국내 서식

알 수 있는 근거가 된다고 볼 수 있다.

종으로 알려져 있다(2). 이 질병의 확산 가능성은 자연환

뎅기 바이러스 항체검사에 사용된 방법은 상업용 진단

경의 변화, 매개모기의 국내서식 및 매개체에서의 뎅기 바

kit로 수행하였지만 구입에 있어 선택의 폭이 크지 않았

이러스 수직 전파에 대한 실험적 증명, 사람이 증폭숙주의

다. 이 조사에 사용된 kit는 뎅기 바이러스 IgM 항체 유

역할을 한다는 점과 뎅기 바이러스 잠복기가 대략 2-7일

무만을 확인하는 빠른 검사법으로 확인시험법으로는 적

이며 5-10시간 내에 뎅기열 다발지역에서 이동할 수 있는

합하지 않았다. 따라서 본 실험실에서는 시험결과의 확인

교통 여건으로 유행지역의 여러 확대 요건을 가지고 있다

을 위해 자체 제작한 IFA법과 상업용 진단 kit와 결과를

(1, 6). 앞으로 뎅기열에 대한 진단 및 연구는 국내 유입

비교하였다(11, 12). 이를 위해 25개의 검체를 선택하였으

가능성을 가정하여 지속적인 감시기능을 확보하여야 할

며, 결과를 제시하지는 않았지만 이 검체들로 한국인의

것이며(5, 7) 교류의 증가에 의한 해외감염 한국인의 증가

혈청항체시험에서 교차반응의 가능성이 가장 큰 일본뇌

에 대비하여 충분한 실험실적 준비가 요구된다.

염에 대한 혈구응집 및 저지시험법으로 시험을 실시하여

요

모두 음성임을 먼저 확인한 후 뎅기열 항체 검사를 시행

약

하였다. 25건의 제한된 시험이지만 상업용 진단 kit와
IFA시험에서 차이를 보인 4건의 양성 결과는 MAC-

목 적 : 한국인의 해외여행이 지속적으로 증가함에 따

ELISA에서 항체양성을 보인 검체 보다 상대적으로 낮은

라 해외 유행 질병의 유입 및 해외 감염 가능성이 점점

IFA 항체가를 보였다. 따라서 MAC-ELISA 검사 자체가

증가하고 있다. 특히 뎅기열은 동남아시아 등의 해외여행

현성 환자 위주로 파악하기 위해 기 항체 보유자를 배제

및 거주 한국인이 증가함에 따라 감염기회가 점차 증가

하기 위한 kit 상의 특성일 것으로 추정되나 좀 더 확인

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따라서 뎅기열 유행지역의 여

이 필요하며 가능할 경우 급성기와 회복기 검체를 수집

행 및 체류 한국인 가운데 뎅기열 의심증상을 보인 환자

하여 시험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된다. 그러나 주 유

의 검체를 수집하여 혈청학적 및 역학적 상황을 확인함

행지역과는 달리 항체 보유 가능성이 적은 한국인의 감

으로서 현재까지 확인되지 않았던 한국인의 뎅기 바이러

염자 파악을 위해서는 낮은 항체가를 파악할 수 있는 민

스 감염 실태를 파악하여 국가의 보건지표를 확립하고자

감도가 높은 진단시험이 필요하다. 이 조사에서 동일한

하였다.

검체에 대한 뎅기 바이러스 형 간의 항체반응 정도는 30

재료 및 방법 : 해외여행 후 뎅기열 의심증세를 보이는

배 이상의 역가 차이를 보이는 경우가 있었다. 그러나 2

환자의 혈청을 수집하여 상업용 진단 kit인 MAC-ELISA

개의 뎅기 바이러스 형에서는 유사한 항체가를 보여 뚜

및 ICA법을 사용하여 뎅기 바이러스에 대한 항체시험을

렷한 형 특이성을 구분할 수는 없었지만 진단 및 flavi-

실시하고 성별, 연령, 방문국 등 뎅기 감염에 영향을 미치

virus 교차반응시험에 이를 활용할 필요가 있었다.

는 요인들을 분석하였다. 상업용 진단 kit에 의해 혈청학

뎅기 바이러스에 의한 감염시 불현성 감염 또는 가벼

적 결과가 확인된 99건의 검체 가운데 25건의 검체에 대

운 감기증상으로 나타나는 경우가 많지만, 다른 혈청형에

하여 본 실험실에서 제작한 IFA 슬라이드로 확인시험을

의한 재감염 시 DHF로 발전할 가능성이 높다. DHF는

실시하고 그 결과를 상업용 진단 kit와 비교 분석하였다.

적절한 임상 치료를 수행하지 않을 경우 치명율이 20%

결 과 : 99건의 뎅기열 유사증상 환자의 검체는 상업용

이상으로 높지만 집중적인 치료시 1% 이하로 줄일 수 있

진단 kit에 의해 33.3%의 뎅기 항체 양성으로 확인되었으

어 정확한 진단이 매우 중요하다. 또한 뎅기 바이러스가

며 이들 환자의 해외 방문국의 조사 결과 타일랜드 등 4

매개모기를 통해서 전염된다는 것은 앞으로 기후 변동

개국 여행자에서 절반 이상의 양성자가 확인되었다. 또한

등 자연의 변화에 의해 어떻게 다른 지역으로 확산될 것

진단법 비교시험을 위해 25개 검체를 상업용 진단 kit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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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체 제작한 IFA법으로 시험한 결과 진단 kit에서 양성 9
명, IFA에서 양성 13명으로 나타나 결과의 차이가 있었
다.
결 론 : 한국인의 뎅기 바이러스 감염자가 국내에서 처
음으로 확인되었으며 환자 발생의 원인과 지역, 환자의
발생을 확인할 수 있었다. 이에 따라 뎅기열에 대한 실험
실적 감시체계 구축과 진단시험체계의 확립이 필요함을
확인하였다. 또한 상업용 진단 kit를 사용함에 따라 발생
하는 고가의 비용을 최소화 할 수 있는 민감도와 특이도
등 효능이 높은 진단법 개발이 요구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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