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급성설사질환에서 분리한 보카바이러스의 특성 연구

Ⅰ

연구목적 및 필요성


보카바이러스는 주로 호흡기 감염 증상을 일으키는 것으로 알려져 있으나 최근 급성 설사질환 환자군
에서 검출되는 것을 확인하였음

보카바이러스와 호흡기 질환과의 연관성은 많은 연구를 통해 밝혀졌으나, 장관감염과의 연관성 연구
는 부족한 실정임

이에 따라 급성설사질환 환자의 대변 검체에서 보카바이러스를 분리하고 그 유전자형을 밝여 연관성
을 확인하고자 함
1)

Ⅱ

연구개요


기 간 : 2018. 1. ~ 2019. 11.(2년)

대 상 : 협력의료기관으로 지정된 8개 병원(대변 5개 병원, 인후도찰물 3개 병원)에 내원한
급성설사질환자의 대변 검체와 급성호흡기감염증 환자의 인후도찰물 검체

항 목 : 보카바이러스 유전자 검출 및 염기서열 분석

Ⅲ

연구결과


급성호흡기감염증 환자 인후도찰물 1,367건과 급성설사질환자 대변 1,118건을 대상으로 보카바이러
스 real-time PCR 검사 결과 9건(대변 3건, 인후도찰물 6건), NS1 유전자를 대상으로 한
conventional PCR에서 대변 1건 및 VP1/VP2 유전자를 대상으로 한 nested PCR에서 대변 1건에서
검출되어 총 11건(0.4%)에서 보카바이러스가 검출되었고, 검체별로는 대변 1,118건 중 5건(0.5%), 인
후도찰물은 1,367건 중 6건(0.4%)에서 검출됨

보카바이러스가 검출된 검체 및 연령별 검출 현황은 인후도찰물 6건 검출 중 0-6세가 5명, 65세 이상
은 1명으로 급성호흡기감염증 환자에서 보카바이러스 검출은 주로 소아였으나, 대변은 5건 중 6-9세
1건, 20-29세 1명, 40-49세 2명, 60-69세 1명으로 소아(6-9세) 1명을 제외하고는 모두 성인 연령층
에서 보카바이러스가 검출되어, 임상증상, 연령에 따른 보카바이러스의 유행양상에 차이를 보였음

보카바이러스의 월별 검출 양상은 호흡기 검체의 경우 5~9월에 채취된 검체에서 검출되어 우리나라
급성호흡기감염증 원인바이러스 실험실 감시사업의 최근 3년 보카바이러스 검출 추이(4월~9월) 결과
와 비슷한 반면, 대변은 검출된 반면, 대변 검체에서는 3월, 5월, 9월, 11월에 검출되었음

급성호흡기감염증 환자에서 검출된 보카바이러스는 중복 감염이 76.7%로 높게 나타났으나 장내설사
담당부서 : 감염병조사팀(☎051-309-2815)
팀장 : 박은희,
담당자 : 황인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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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환 환자에서 분리된 보카바이러스는 중복감염이 없었음

보카바이러스 양성인 검체에 대하여 VP1/2 유전자를 타겟으로 중합효소 연쇄반응을 시행한 결과, 대
변 검체에서는 1건, 호흡기 검체에서는 4건에서 증폭되어 염기서열을 얻을 수 있었음. 염기서열 분석
결과를 토대로 계통도를 그려 확인한 결과, 총 5건의 염기서열은 모두 보카바이러스 1형으로 분류되었
음.

Ⅳ

정책연계방안

보카바이러스가 호흡기 감염뿐 아니라 장내 감염도 일으킬 수 있다는 연구보고로 경각심 고취 및
진단방법 개선 건의

Ⅴ

활용계획


부산시 및 관계기관에 연구결과물 공유

보카바이러스의 위장관 감염 가능성에 대한 과학적 자료로 활용

보카바이러스의 지속적인 연구 필요성 강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