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호흡기세포융합바이러스(RSV)

검사의 목적

영유아, 노인환자, 또는 면역저하환자에서 호흡기세포융합바이러스(RSV) 감염여부와 RSV 유행이 특정 지
역에서 시작되었는지 확인하기 위해 시행합니다.

검사가 필요한 경우

유행시기(늦은 가을부터 초봄까지)에 콧물, 코막힘, 기침, 호흡곤란 등의 증상이 RSV에 의한 것인지 아닌지

확인하려 할 때 시행합니다.

분석대상 검체

주로 비흡인 검체나 비세척 검체 또는 비인두 도말검체로 시행합니다. 

검사 전 준비사항

특이사항 없습니다. 

관련 명칭: 호흡기세포융합바이러스, RSV

정식 명칭: 호흡기세포융합바이러스 (Respiratory Syncytial Virus, RSV)

 2012년 08월 29일.  2017년 12월 03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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호흡기세포융합바이러스(RSV)검사는 흔한 바이러스성 호흡기 감염원인 RSV를 확인하기 위해 사용됩니다.
RSV는 유행주기가 있어서 주로 11월 또는 12월부터 시작하여 초봄까지, 영유아, 노인, 및 면역저하 환자들에서

감염을 일으킵니다. RSV는 폐렴과 세기관지염의 원인이 되며, 감염환자들은 심한 기침과 호흡곤란, 고열 등의

증상이 나타납니다. 미국에서 매년 10만명이상이 RSV감염으로 입원을 하고 미국질병관리예방본부에 따르면

매년 11,000명이 합병증으로 사망하는데, 주로 노인들로 알려져 있습니다.

RSV검사는 감염된 환자의 호흡기/비 분비물에서 존재하는 바이러스를 검출합니다. 검출가능한 양의 바이러스

는 감염초기 며칠간 밖에 나오지 않으므로 이 기간에 검사가 시행되어야 합니다. 바이러스 검사방법은 여러가지

가 있지만 신속RSV항원검사가 많이 사용됩니다. 신속 RSV항원 검사는 보통 진찰실이나 응급실에서 바로 시행

되어 대부분의 결과를 한시간 내에 알 수 있습니다. 어떤 경우에는 검체가 검사실에 보내져 좀더 민감한 방법으

로 검사를 하게 됩니다 이런 RSV검사들은 주로 당일에 결과를 알 수 있습니다.

RSV를 키우기 위한 바이러스 배양이나 바이러스의 유전적 물질을 검출하기 위한 검사가 실시되기도 합니다.
이런 검사들은 RSV뿐 만 아니라 잔존하는 다른 호흡기 바이러스들도 검출할 수 있는 장점이 있습니다. 하지만,
이들 검사가 모든 검사실에서 시행되지 않는다는 점과 신속 RSV검사보다 결과보고까지의 시간이 길다는 단점

이 있습니다. 이들 검사는 RSV나 인플루엔자등의 바이러스가 지역사회에 침투하였거나 양로원, 학교, 지역등

의 특정 인구에서 집단발생한 경우 확인을 위해 사용될 수 있습니다. 

검체 채취 과정은 어떻게 됩니까?
RSV검사를 위해선 검체 채취 단계가 매우 중요합니다. 제일 우수하고 자주 사용되는 검체는 비흡인물이나 비
세척물입니다. 무균 생리식염수를 주사기를 사용하여 코에 밀어넣고 코를 통해 부드럽게 흡인을 시도하거나(비
흡인물), 흐르는 액체를 컵에 받는 방식(비세척물)으로 채취됩니다.

때로 비인두용 도말 검체가 쓰이지만 검체 내에 바이러스 양이 감소하기 때문에 권장되는 법은 아닙니다. 비인

두용 도말 검체는 환자의 머리를 뒤로 제치고 콧구멍을 통해 저항이 느끼는 곳까지 면봉을 넣은 후(약 1.5 cm에

서 3 cm 안쪽으로) 몇회 돌린 다음에 빼내는데, 이는 아프지는 않지만 간지러울 수 있고 눈물이 날 수도 있습니

다. 

검사 전 준비사항이 있습니까?
특이사항 없습니다. 

검사의 해석 및 흔한 질문들

호흡기세포융합바이러스(RSV) 검사는 RSV 유행시기에 중등도에서 중증의 증상을 보이면서 하부호흡기

감염이 의심되는 환자를 진단하는데 사용됩니다. 주로 영유아(생후 6개월에서 2년사이), 노인환자, 그리고

기존에 폐질환을 가지거나 장기이식을 받은 면역저하환자들을 대상으로 시행합니다. 어린이나 일반인들은

콧물, 재채기, 기침, 후두염, 고열등의 일반적인 가벼운 상부호흡기 증상을 보이기 때문에 검사를 일상적으

로 시행하지 않습니다.

검사 결과는 어떻게 활용됩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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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SV 검사는 지역내 RSV 유행을 추적하고 기록하는 데도 사용됩니다. RSV 감염은 대개 자기신체에 국한

적이기 때문에 지역 건강에 대한 초점은 RSV의 전파를 차단하고 예방하는데 있고 바이러스가 위험도 높
은 환자들에게 전파되는 것을 최소화하는데 있습니다. RSV의 치료는 통증과 고열을 최소화하고 호흡을

원활하게 해주는 등의 지지적 치료입니다. 가벼운 증상을 가지는 환자에서는 필요에 따라서 RSV검사만

하여 전파를 추적할 수 있습니다. 만약 인플루엔자도 지역에 나타난것으로 알려지면 대게 RSV검사는 인
플루엔자검사와 같이 시행됩니다. 이 검사들은 RSV나 인플루엔자의 유무를 검사하여 개인의 증상이 이
바이러스중의 한 개의 의해 생긴 것인지 아니면 세균 감염 등의 다른 원인으로 생긴 것인지 알려주는 데 사
용됩니다.

바이러스 배양이나 유전적 호흡기 바이러스 검사들은 RSV 유행이나 RSV와 비슷한 임상 증상을 나타내는

다른 바이러스 감염 등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RSV검사는 주로 늦가을부터 초봄의 “감기철”에 시행됩니다. 주로 영유아나 노인환자등이 하부호흡기감염

과 쌕쌕거림, 심한 기침, 빠른호흡(주로 영유아들에서), 고열, 두통, 코막힘과 인후통 등을 보일 때 시행됩

니다.

RSV가 이미 지역사회에서 확인된 경우, 의사는 증상을 보이는 환자에게 신속RSV검사를 처방하여 확진할

수 있습니다 만약 인플루엔자도 지역사회에서 확인된 경우, RSV검사와 더불어 인플루엔자 검사도 실시하

여 환자가 어떤 바이러스를 가지는지 확인할 수 있습니다. 감염의 원인이 불분명한경우에 의사는 연쇄상구

균검사(패혈성 인두염을 일으키는 A군 연쇄상구균에 대한 검사)를 시행할 수도 있습니다.

만약 신속RSV 검사가 양성일 경우, 환자가 RSV에 감염되었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바이러스 배양이나 바
이러스 유전자 검사가 양성이면 지역내 RSV 존재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양성결과로 환자의 증상

의 정도를 예측할수 없고 언제 감염이 되었는지도 알 수 없습니다. 증상은 감염 후 주로 약 4-6일이 지나서

나타납니다.

신속 RSV검사가 음성이면 환자는 RSV외에 다른 원인이 있거나 바이러스의 양이 부족하여 검출이 안되었

을 수 있습니다. 이것은 환자의 검체채취과정이 불충분하였거나 환자가 검출하기 어려운 적은 양의 바이러

스를 호흡기 분비물에 발산하기 때문일 가능성이 있습니다. 어른들이 아이들보다 더 적은 양의 바이러스를

발산하며 RSV에 수일간 감염된 사람은 최근에 감염된 사람보다 덜 발산할 것입니다.

대부분의 RSV감염은 1-2주 후에 사라집니다. 매년 다른 계통의 RSV에 재감염될 수도 있으나 대부분 초
기 감염보다는 정도가 약합니다. 대부분의 RSV감염은 가볍기 때문에 재감염으로 인한 증상들은 대개 “감
기”로 간주됩니다. 이런 RSV들은 대개 검사를 하지 않으며 주로 감기약들로 증상들이 완화되는 경우들입

검사는 언제 하게 됩니까?

검사 결과의 의미는 무엇입니까?

그 외 중요한 것이 있습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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니다.

 

바이러스 감염에 대해 면역시스템에서 생성한RSV항체에 대한 혈액검사가 있습니다. 이 검사들은 기존의

RSV노출여부를 검사할 수 있지만 활동성 RSV를 진단하는 데는 임상적으로 유용하지 않다고 알려져 있습

니다.

백신이 연구자들 사이에서 예방의 최선의 방법으로 여겨지고는 있지만 아직까지는 없습니다. 

아닙니다. RSV는 세균이 아니라 바이러스이므로 항생제 사용은 부적절하며, 치료에 도움이 되지 않습니

다. 일부 고위험군에게 투여할 수 있는 단기간의 약물요법이 있습니다. 이 요법은 RSV감염을 예방하거나

치료하지는 않지만 하부호흡기에 영향을 미치는 것을 최소화하여 해당 환자들이 입원해야 하는 필요성을

줄여주게 됩니다. 이 면역요법은 신생아중환자실에 있는 신생아들을 RSV로부터 보호하기 위해 사용할 수
있습니다. 미숙아들은 특히 RSV에 취약할 수 있습니다. 

관련 페이지

현재 사이트

Conditions: Lung Diseases

외부 사이트

CDC, National Center for Infectious Diseases: Respiratory Syncytial Virus 
MedlinePlus Health Information, Medical Encyclopedia: Respiratory syncytial virus 
March of Dimes: Respiratory Syncytial Virus (RSV) 
KidsHealth for Parents: Respiratory Syncytial Virus 
American Academy of Pediatrics: RSV, When It’s More Than Just a Cold

원문보기

호흡기세포융합바이러스(RSV)에 대한 혈액검사는 있나요?

“독감” 백신처럼 RSV를 예방할 수 있는 백신이 있나요?

RSV에 감염될 경우 항생제가 도움이 되나요?

https://www.labtestsonline.kr/understanding/conditions/lung-diseases
http://www.cdc.gov/ncidod/dvrd/revb/respiratory/rsvfeat.htm
http://www.nlm.nih.gov/medlineplus/ency/article/001564.htm
http://www.marchofdimes.com/pnhec/298_9546.asp
http://kidshealth.org/parent/infections/lung/rsv.html
http://www.aap.org/family/healthychildren/08winter/HC-winter08-rsv.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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