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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ift Valley fever virus

1. 병원체 일반정보
■
■
■
■

인수공통전염병 병원체임(소, 양 등 반추동물)
Bunyaviridae 과 Phlebovirus 속에 속함
90~100 nm 크기로서 외피를 지닌 구형의 형태임
단일가닥의 선형 (-)RNA 바이러스임

2. 병원성 및 감염증상
■
■
■
■
■
■
■
■

감염경로는 에어로졸 감염(potential aerosol infectivity)임
매개체인 모기나 진드기에 물린 경우
감염된 혈액이나, 체액 등에 상처부위가 직접적 접촉(direct contact with lesions, blood, body fluids)
일반적으로 증상이 경미하여 발열ㆍ현기증ㆍ극심한 체중 감소 등을 나타나나, 심한 경우에는 쇼크와 출혈 안질환ㆍ뇌염으로 인한
두통ㆍ혼수를 유발함
감염자의 1%가 사망하며, 출혈열 증상을 보이는 환자의 경우 사망률이 50%를 상회함
감염자의 1~10%는 망막염증으로 인한 시력 상실이 나타남
감염된 가축의 경우 100%의 유산율을 보임
치사율: 1% 미만

3. 생물안전정보
▷ 실험 중 감염가능 위해요소
■ 주요 위해요소
- 환자 또는 감염된 동물의 혈액ㆍ분뇨ㆍ분비물ㆍ정액이나 조직을 취급하는 경우
- 오염된 실험복, 실험기구 등에 의한 간접적인 접촉
- 감염된 실험동물에 물리거나 접촉하는 경우
▷ 취급안전정보
■ 폐기 : 고압증기멸균(121℃/15분) 등
■ 유출 : 소독제 처리(1% 차아염소산나트륨 용액, 2% 글루타르알데하이드, 10% 포름알데하이드, 70% 에탄올 등)
▷ 생물안전밀폐시설
■ 감염동물 취급, 바이러스 배양 등 위해 가능성이 큰 실험 시 BL-3 밀폐시설이 권장됨
▷ 생물무기로서의 이용가능성
■ 생물테러 발생사례는 보고된 바 없음
■ 비교적 낮은 치사율에도 불구하고 호흡기를 통하여 감염될 가능성으로 인하여 불특정 다수에게 감염될 수 있음
■ 모기의 성체나 알에 의해서도 바이러스가 전염될 수 있으며 건조한 토양에서도 수년간 생존할 수 있으므로 감염률이 높고,
사람보다는 가축의 치사율이 높아 농가를 중심으로 경제적인 손실을 야기함

4. 예방과 치료
■ 위해성 평가를 통하여 생물안전을 위한 장갑과 실험복 등 적합한 개인보호장비를 사용함, 에어로졸 발생실험 시 호흡기보호장비
등을 사용함
■ 특별한 치료법이 개발되지 않았음
■ 실험적으로 ribavirin이 바이러스 증식을 억제하는 것으로 입증되었으며, 임상적 유효성 기대됨
■ 인체 생백신 상용화 연구가 진행 중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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