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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ick-borne encephalitis virus(Russian Spring-Summer encephalitis, Kyasanur Forest, Omsk Hemorrhagic Fever)

1. 병원체 일반정보
■
■
■
■

인수공통전염병 병원체임(양, 소, 염소 등 가축)

Flaviviridae 과 Flavivirus 속에 속함
직경 20~80 nm 정도의 크기이며, 외피를 가지고 있음
단일가닥의 선형 (+)RNA 바이러스임

2. 병원성 및 감염증상
■
■
■
■
■
■

사람간 전파는 드뭄(rare in person-to-person transmission)
실험실 감염 또는 감염동물 살처분시 발생하는 에어로졸에 의해 발생함
매개 모기에 물렸을거나 살균처리가 잘못된 소, 양, 염소 유액(milk)의 섭취시(milk-borne infection) 감염됨
주로 4월~11월에 발생, 특히 여름에 발생이 빈번함
초기 가벼운 감기와 비슷한 두통이나 발열증상에서 시작하여 수일 이내에 혈소판 감소증상이 두드러짐
감염자의 약 30%에서 심각한 뇌수막염 및 뇌염 증상으로 진행되며, 이후 사망 또는 장기간 신경질환의 후유증을 보이거나
부분적인 마비증상과 인지기능에 문제가 생김
■ 치명률 : virus subtype에 따라 다름(유럽타입 : 30%, 극동타입 : 20-40%, 시베리아 타입 2-3%)

3. 생물안전정보
▷ 실험 중 감염가능 위해요소
■ 주요 위해요소
- 환자 또는 감염된 동물의 혈액ㆍ뇌척수액ㆍ분비물이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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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실험 등 위해 가능성이 큰 실험 시 BL-3 밀폐시설이 권장됨
▷ 생물무기로서의 이용가능성
■ 생물테러 발생사례는 보고된 바 없음

4. 예방과 치료
■ 위해성 평가를 통하여 생물안전을 위한 적합한 개인보호장비를 사용함
■ 특별한 치료법이나 치료제는 없으며, 대증요법에 의존함(일반적인 비스테로이드계 진통소염제인 파라세타몰, 아스피린 제재 등을
투여)
■ 예방법으로는 불활화 백신이 생산되고 있으며, 주요 발생지역의 거주자나 여행자 등의 고위험군이 주요 백신 접종대상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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