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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 록
신증후군출혈열은 한탄바이러스 감염에 의해 국내에서는 주로 가을철에 발생하는 발열성 질환이다. 본 글에서는 신증후군출혈열 실험실 검사 현황과
결과를 분석하여 항체 검출검사법의 개선점을 찾고자 하였다. 신증후군출혈열 항체검사는 간접면역형광항체법(IFA)을 이용해 급성기와 회복기 혈청에서
IgG 항체 역가 상승여부를 확인하여 판정한다. 최근 3년간(2017~2019년) 질병관리청에 의뢰된 신증후군출혈열 검사건 중 86.3%가 급성기에 채취한
혈청만 의뢰되었고 항체가 상승(4배 이상) 여부 확인에 필요한 회복기 혈청은 의뢰되지 않았다. 따라서 IgG 항체 역가 상승여부가 확인되지 않아 검사결과
미결정이 차지하는 비율이 98.7%를 차지하고 있다. 이러한 2차 혈청의 검사의뢰 문제점 해결은 검사결과의 효율적인 활용을 위해서는 우선적으로
해결되어야할 과제라 하겠다. 이를 개선하기 위해 바이러스분석과에서 효소면역측정법(ELISA)을 개발하였다. 개발한 ELISA 키트는 신증후군출혈열
의심환자의 급성기 혈청에서 감염 초기에 생성되는 항체(IgM)를 검출함으로써 회복기 혈청의 검사 없이 감염여부를 판정할 수 있다. 또한 확립한 ELISA
키트를 기반으로 IgG 항체 결합력을 측정하여 IFA 항체검사법의 양성판정 기준(항체가 512배 이상)의 과학적 근거를 제시하였다. 개발한 ELISA 키트는
시도 보건환경연구원에도 사용 예정이며 향후 신증후군출혈열 진단에 효율적으로 활용될 것이다.

주요 검색어 : 신증후군출혈열, 한탄바이러스, 항체검사, 간접면역형광항체법, 효소면역측정법

들어가는 말

한탄바이러스 특이 유전자가 검출되면 양성으로 판정한다[2].
IFA법은 항원슬라이드를 제작해 항체 검출검사에 이용한다.

신증후군출혈열(Hemorrhagic Fever with Renal Syndrome,

항원슬라이드는 세포에 한탄바이러스를 감염시켜 일정시간 배양한

HFRS)은 한탄바이러스(Hantaan virus) 감염에 의해 발병하며 발열,

후 세포를 슬라이드에 부착해 고정하여 제작한다. 검사 의뢰된

두통, 복통, 요통, 신부전, 경미한 출혈 등을 동반하는 국내 대표적인

환자 혈청 검체를 희석하여 슬라이드에 반응시킨 후 형광물질이

가을철 발열성 질환이다[1]. 신증후군출혈열 실험실 진단검사에는

결합된 항체(FITC-conjugated goat anti-human IgG)를 첨가하여

항체 검출검사와 유전자 검출검사가 있다. 항체 검출검사는

반응하고 형광 현미경으로 400배 확대하여 관찰한다. 세포내 특이

간접면역형광항체법(IFA)을 이용하여 혈청에서 IgG 항체 역가를

형광 반점이 보이는 혈청의 최고 희석 배수를 항체가로 정한다.

측정한다. 확인진단 검사 기준은 예방접종을 받지 않았음에도

IFA 검사용 항원슬라이드는 생물안전 3등급의 특수 실험실에서

IFA 검사로 항체 역가가 512배 이상이거나, 회복기 혈청의 IgG

제작하며, 검사 결과를 판정하는데 실험자의 숙련도가 요구된다.

항체 역가가 급성기에 비하여 4배 이상 상승한 경우로 정의한다.

따라서 IFA 검사법은 실험실 질 관리 및 정도관리에 어려움이

또한 유전자 검출검사는 real-time RT-PCR 방법 등을 이용하여

있다고 하겠다. 이외에 IFA 검사법은 급성기와 회복기 혈청 간 Ig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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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체가 상승을 확인하므로 급성기에 채혈한 혈청만 의뢰될 경우에는

561명을 대상으로 항체검사 결과를 분석하였다. 급성기와 회복기

감염여부를 판정하는데 어려움이 있으며, 급성기와 회복기 혈청을

혈청 간 IgG 항체 역가의 4배 상승 또는 백신접종을 하지 않은 경우

모두 검사하므로 확인진단에 소요되는 기간이 긴 제한점이 있다.

IgG 항체 역가가 1:512 이상인 경우 양성으로 판정하였다[2]. 분석

본 보 고서는 혈청학적 진단법의 개선을 위해 효 소면역

결과 양성 10.7%(60명), 미결정 79.7%(447명), 음성 9.6%(54명)로

측정법(ELISA) 도입여부를 검토하고 항체 결합력 분석을 통해

미결정이 가장 많았다. 검사의뢰 횟수(의뢰차수) 별로 비교하면 1차

현 확인진단 기준에 대한 과학적 근거자료를 마련하고자 수행한

채취혈청만 의뢰된 경우가 86.3%(484명)로 가장 많았으며, 2차 의뢰

연구결과를 기술하였다.

10.9%(61명), 3차 의뢰 2.5%(14명), 4차 의뢰 0.4%(2명) 순이었다(표
2). 실험실 진단검사 결과 양성이나 음성으로 최종판정 되려면 2차
이상의 회복기 혈청 검체가 의뢰되어야 하지만 561명의 의뢰건 중

몸말

441명은 1차만 의뢰되어 진단결과 미결정으로 판정되어 검사법
개선의 필요성을 제시하고 있다.

신증후군출혈열 실험실 검사현황
효소면역측정법을 이용한 신증후군출혈열 특이 IgM
최근 3년간(2017~2019년) 신증후군출혈열 검사의뢰 건은

항체 검출 검사 결과

연간 평균 454건(2017년 531건, 2018년 433건, 2019년 399건)
이었다. 성별비율은 남성이 61.6%, 여성이 38.4%로 남성이 더

ELISA법은 플레이트에서 바이러스 항원단백질과 환자 혈청

많은 분포를 보였고, 연령대는 70세 이상(45.7%)의 연령대에서

검체를 반응 시킨 후 흡광도 측정기기로 흡광도를 측정해 객관적인

가장 많았다(표 1). 2017~2019년 신증후군출혈열 검사 의뢰건 중

결과값을 얻을 수 있으며, 실험 결과값을 객관적인 수치로 얻기

표 1. 국내 신증후군출혈열 실험실검사 현황(2017~2019)
단위 : 건

총계
(건, %)

2017
(건, %)

2018
(건, %)

2019
(건, %)

1,363 (100.0)

531 (100.0)

433 (100.0)

399 (100.0)

남자

840 (61.6)

335 (63.1)

269 (62.1)

236 (59.2)

여자

523 (38.4)

196 (36.9)

164 (30.9)

163 (40.9)

0~9세

0 (0.0)

0 (0.0)

0 (0.0)

0 (0.0)

10~19세

13 (1.0)

7 (1.3)

3 (0.6)

3 (0.8)

20~29세

96 (7.0)

41 (7.7)

26 (4.9)

29 (7.3)

30~39세

74 (5.4)

32 (6.0)

18 (3.4)

24 (6.0)

40~49세

74 (5.4)

28 (5.3)

26 (4.9)

20 (5.0)

50~59세

208 (15.3)

78 (14.7)

75 (14.1)

55 (13.8)

60~69세

278 (20.2)

112 (21.1)

79 (14.9)

84 (21.1)

70세 이상

623 (45.7)

233 (43.9)

206 (38.8)

184 (46.1)

구분

성별

연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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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2. 신증후군출혈열 항체검사 결과(2017~2019)
단위 : 명

혈청검사 (IFA)
판정

총계

1차 의뢰
(명, %)

2차 의뢰
(명, %)

3차 의뢰
(명, %)

4차 의뢰
(명, %)

561

484 (86.3)

61 (10.9)

14 (2.5)

2 (0.4)

양성

60

43 (71.7)

12 (20.0)

4 (6.7)

1 (1.7)

미결정

447

441 (98.7)

6 (1.3)

0 (0.0)

0 (0.0)

음성

54

0 (0.0)

43 (79.6)

10 (18.5)

1 (1.9)

표 3. 신증후군출혈열 IFA 및 IgM ELISA 비교 검사 결과
단위 : 건

IFA
(IgG 항체 역가)

총계

ELISA IgM 양성 (건, %)

ELISA IgM 음성 (건, %)

103

32 (31.1)

71 (68.9)

<1:512

71

9 (12.7)

62 (87.3)

≥1:512

32

23 (71.9)

9 (28.1)

때문에 실험실 질 관리 및 정도관리에 이점이 있다. 2017~2019년

신증후군출혈열 IgG 항체 결합력 분석

신증후군출혈열 항체검사 의뢰건 중 임의로 선정한 103건의
혈청으로 개발한 ELISA법을 이용한 IgM 검출검사를 수행하였다. 그

특이 항체는 특정한 항원에 노출된 후 이에 대한 면역 반응으로

결과 IFA 방법으로 IgG 항체 역가가 1:512 미만으로 확인된 검체 71건

생성되는데, 초기에는 항원과의 결합력이 약한 항체가 생성되고

중 IgM 양성은 9건(12.7%), IgM 음성은 62건(87.3%)으로 확인되었고,

시간이 경과하면서 좀 더 결합력이 강한 항체를 형성하게 된다.

IgG 항체 역가 1:512 이상의 검체 32건 중 IgM 양성은 23건(71.9%),

이를 항체의 성숙이라 하며 이 항원-항체 결합의 전체적인

IgM 음성은 9건(28.1%)이었다(표 3). 따라서 IgG 항체 역가 1:512 이상

안전성의 정도를 항체 결합력이라 부른다. 항체의 결합력을

검사 대상물에서 채취시기에 따라 IgM 검출이 가능하며, 급성기에

측정하는 방법은 항원-항체 복합체의 결합을 끊어주는 물질을

채혈한 혈청으로 감염여부 판정이 가능함을 확인하였다. 또한 IgG

이 용 하 여 결합 의 정 도 가 이 들 물 질에 의 해 서 어 느 정 도

항체 역가가 1:512 미만의 미결정 검체에서도 ELISA 방법으로 IgM이

변화하는가를 측정함으로써 이루어진다. 본 연구의 경우 개발한

검출되는 것을 확인함으로 IFA 검사법의 제한점을 보완할 수 있을

ELISA를 기반으로 항원-항체 복합체의 결합을 끊어주는 물질인

것으로 생각된다.

요소(urea)를 처리하여 IgG 항체 결합력을 측정하였다. IgG 항체
결합력은 urea 비처리 IgG 흡광도 대비 urea 처리 IgG 흡광도의
비율(%)로 계산하였다. 항체 결합력 50% 미만은 약한 결합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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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gG 항체 결합률

100

ELISA IgM 양성

50

0

ELISA IgM 음성

≥512

<512
IFA IgG 항체가

그림 1. IgG 항체 역가와 항원-항체 결합력 비교

50%이상은 강한 결합력으로 간주하였다. 항체 결합력이 약하면
최근 감염에 의해 생성된 항체를 의미하며, 항체 결합력이 강하면

맺는 말

과거 감염에 의해 유지되는 항체로 정의할 수 있다[3,4]. IgG 항체

신증후군 출혈열 실험실 진단검사 는 몸 속에 바이러스가

결합력 분석 결과 IgG 항체 역가 1:512 이상의 경우에는 약한 항체

존재하는 기간이 짧아서 혈액(혈청)에서 바이러스를 검출하는

결합력을 보였으며, IgG 항체 역가가 1:512 미만인 사례에서는

유전자 검출검사가 용이하지 않기에 항체 검출검사가 많이 사용되고

대부분 강한 결합력을 나타냈다. 추가적으로 IgM ELISA 결과와

있다. 항체 검출검사법으로 현재 IFA법을 사용하고 있으며, 과거

비교하였을 때 IgG 항체 역가가 1:512 이상인 경우 약한 항체

노출력과 백신접종력을 배제하기 위해 급성기와 회복기 혈청

결합력을 나타내었으며, ELISA 결과 IgM 항체가 검출되었기

간 IgG 항체 역가의 4배 상승을 양성으로 기준하고 있다. 또한

때문에 최근 감염으로 형성된 항체로 분석되었다. 일부 IgG 항체

백신접종을 하지 않은 경우 IgG 항체 역가가 1:512 이상인 경우

역가가 1:512 이상이지만 강한 항체 결합력을 보이는 사례는 ELISA

양성으로 판정한다. 백신접종력에 대한 정확한 정보 확인이 어려운

검사법에서 IgM 항체가 검출되지 않은 것으로 보아 과거 감염력에

상황에서 확인진단 검사는 급성기와 회복기 검체의 검사가 모두

의해 생성된 항체의 역가가 높게 유지되는 것으로 생각된다. 또한

요구되므로, 최종판정을 위해서는 최소 3주의 시간이 소요되는

IgG 항체 역가가 1:512 미만인 사례에서는 대부분 강한 항체

단점이 있다. 2017~2019년 의뢰된 신증후군출혈열 의심환자 561명

결합력을 보였고, IgM ELISA 결과 음성이 대부분인 것으로 보아

중 365명(98.4%)은 1차 급성기 혈청 검체만 의뢰되어 미결정으로

과거감염이나 백신접종으로 형성된 항체로 생각된다(그림 1).

판정되었다. 따라서 현재의 항체검출검사를 보완할 수 있는 검사법
도입이 필요한 상황이다.
본 연구에서 개발한 IgM ELISA법으로 신증후군출혈열
의심환자 혈청검체를 대상으로 실험한 결과 검사 대상물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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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취시기에 따라 IgM 검출이 가능하였으며, 급성기에 채혈한
혈청으로 감염여부 판정이 가능함을 확인하였다. 따라서 IgM
ELISA법을 도입함에 따라 신증후군출혈열 실험실 진단검사의
신속성이 확보될 것으로 기대된다. 추가적으로 항체 결합력
분석을 통해 IFA법으로 항체가가 1:512 이상인 검체의 대부분은
약한 항체 결합력을 나타내어 최근 감염으로 형성된 항체임을
확인하였다. 이러한 결과는 IFA 검사법의 IgG 항체 양성 기준(1:512
이상) 설정에 대한 과학적인 근거를 제시하고 있다. 개발한 IgM
ELISA를 신증후군출혈열 진단에 활용함으로써 의심 환자의 급성기
검체만으로도 보다 신속한 검사가 가능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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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이전에 알려진 내용은?
신증후군출혈열은 한탄바이러스에 의해 발병하는 가을철
발열성 질환이다. 진단검사는 18개 시·도 보건환경연구원에서
IFA방법으로 IgG 항체 역가를 측정하여 실험실진단검사를
수행하고 있다. 과거감염력이나 백신접종력에 의한 IgG
역가를 배제하기 위해 급성기, 회복기 혈청간의 IgG 항체 역가
상승으로 판정한다.
② 새로이 알게 된 내용은?
질병관리청(바이러스분석과)에서 개발한 신증후군출혈열
ELISA법을 이용해 급성기 검체에서 신증후군출혈열 특이
IgM 항체 검출검사를 수행하였다. 그 결과, 급성기의 단일
검체만으로 신속하게 특이 IgM 항체 검출이 가능하였으며,
ELISA 방법을 기반으로 한 항원-항체 결합력을 분석을 통해
예방접종을 받지 않은 경우 IFA 항체가 1:512 이상이면 최근
감염력이 있음을 확인하였다.
③ 시사점은?
급성기 검체를 이용한 혈청학적 진단법인 IgM ELISA를
활용하여 신속한 신증후군출혈열 실험실 검사가 가능할 것이며,
개발한 ELISA 키트는 시·도 보건환경연구원에서도 사용
예정으로 향후 신증후군출혈열 진단에 효율적으로 활용될
것으로 기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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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view of Laboratory-based Diagnosis of Hemorrhagic Fever with Renal Syndrome
and Considerations for Improving Antibody Tests
Lim Aram, Kang Hae Ji, Han Myung-Guk
Division of Viral Diseases, Bureau of Infectious Diseases Diagnosis Control, Korea Disease Control and Prevention Agency (KDCA)
Oh Sea Jin
Division of Emerging Infectious Diseases, Bureau of Infectious Diseases Diagnosis Control, Korea Disease Control and Prevention Agency
(KDCA)

Hemorrhagic fever with renal syndrome (HFRS) is a feverish disease caused by hantavirus infection that occurs mainly in
autumn in Korea. The primary aim of this review was to analyze the 2017-2019 results of laboratory tests for HFRS to find
improvements in the present antibody diagnostic method. HFRS antibody diagnostics is required both acute and
convalescent phase serum to confirm an increase in antibody titer. In the last 3 years, 86.3% of HFRS tests were requested
only for acute phase serum, but not for convalsecent phase serum. Since most of the primary single serum samples were
submitted to laboratory, a 98.4% level of test result was pending. To address limitations of the IFA test, we developed the
ELISA. The IgM ELISA for antibody test of HFRS was expected to provide rapid and sensitive results by detecting IgM
antibodies from single serum samples in the acute phase. Furthermore, the results of the HFRS IgG avidity test-based ELISA
could provide scientific evidence for the 1:512 standard of antibody titer of IFA test. The developed ELISA kit will also be
used by Public Health and Environmental Research Institutes (PHERIs) will be effectively used in the diagnosis of HFRS in
the future.

Keywords: Hemorrhagic fever with renal syndrome (HFRS), Hantaan virus, Indirect Immuno-fluorescence Antibody Assay
(IFA), Enzyme-Linked Immunosorbent Assay (ELISA)

www.kdca.go.kr 426

주간 건강과 질병•제14권 제8호(2021. 2. 18.)

Table 1. Number of laboratory-based diagnosis of HFRS (2017-2019)
Variable

Total

2017
(No, %)

2018
(No, %)

2019
(No, %)

Total

1,363 (100.0)

531 (100.0)

433 (100.0)

399 (100.0)

Male

840 (61.6)

335 (63.1)

269 (62.1)

236 (59.2)

Female

523 (38.4)

196 (36.9)

164 (30.9)

163 (40.9)

0-9

0 (0.0)

0 (0.0)

0 (0.0)

0 (0.0)

10-19

13 (1.0)

7 (1.3)

3 (0.6)

3 (0.8)

20-29

96 (7.0)

41 (7.7)

26 (4.9)

29 (7.3)

30-39

74 (5.4)

32 (6.0)

18 (3.4)

24 (6.0)

40-49

74 (5.4)

28 (5.3)

26 (4.9)

20 (5.0)

50-59

208 (15.3)

78 (14.7)

75 (14.1)

55 (13.8)

60-69

278 (20.2)

112 (21.1)

79 (14.9)

84 (21.1)

≥70

623 (45.7)

233 (43.9)

206 (38.8)

184 (46.1)

Sex

Age group

Table 2. Result of HFRS serological test (2017-2019)
Serological test (IFA)
Variable

Total

First test
(No, %)

Second test
(No, %)

Third test
(No, %)

Fourth test
(No, %)

561

484 (86.3)

61 (10.9)

14 (2.5)

2 (0.4)

Sero positive

60

43 (71.7)

12 (20.0)

4 (6.7)

1 (1.7)

Depending

447

441 (98.7)

6 (1.3)

0 (0.0)

0 (0.0)

Sero negative

54

0 (0.0)

43 (79.6)

10 (18.5)

1 (1.9)

Table 3. Result of IgM ELISA testing
IFA
IgG titer

IgM ELISA
Total
IgM positive (No, %)

IgM negative (No, %)

103

32 (31.1)

71 (68.9)

<1:512

71

9 (12.7)

62 (87.3)

≥1:512

32

23 (71.9)

9 (28.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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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gG avidity rate

100

ELISA IgM Positive
ELISA IgM Negative

50

0

≥512

<512

IFA IgG antibody titer

Figure 1. Comparison between IgG antibody titer and avidity rate

www.kdca.go.kr 428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