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OVID-19 변이와 Omicron (2021.12.28)

#. WHO에서는 관심 변이(variant of interest, VOI)와 우려 변이(variant of concern)들에 대해 알
파벳 순서로 명명 체계를 도입하였음.
#. 현재 다양한 COVID-19 변이들 중에서 우려 변이로 알파, 베타, 감마, 델타, 오미크론 변이
가있음.
#. 오미크론 변이는 처음 확인된 COVID-19과 비교하여 스파이크 단백질에서 30곳 이상의 변
이가 발생하였으며, 전염력은 기존의 델타 변이와 비교하여 2-3배의 전염력을 갖고 있는 것
으로 예상됨.
#. 오미크론 변이 감염의 중증도는 자료가 충분하지 않으나 기존의 변이들과 비슷한 것으로
여겨짐.
#. 기존 변이와 비교하여 예방접종의 효과가 떨어지나, 추가 예방접종을 통하여 면역효과를
75%까지 올릴 수 있을 것으로 여겨짐.
1. COVID-19 변이의 명명 체계
A.

SARS-CoV-2 명명체계 시스템: 현재 the Global Initiative on Sharing All Influenza Data
(GISAID), Nextstrain, Pango 등 3가지 방법이 사용되고 있음.

B.

변이 바이러스의 일부 바이러스만 관심 변이(variant of interest, VOI), 우려 변이
(variant of concern, VOC)에 해당되며, 관심 변이와 우려 변이에 대해서는 일반인들도
쉽게 사용할 수 있도록 그리스어 알파벳 순으로 하는 명명 체계를 도입하였음.

C.

우려 변이(VOC)의 정의: 아래 조건들 중에서 해당 사항이 있는 경우
i.

역학적으로 전염성의 증가 또는 유해한 변화가 있는 경우

ii.

독성의 증가 또는 임상 증상 발현의 변화가 있는 경우

iii.

공중보건 및 사회적 조치, 또는 가능한 진단방법, 백신, 치료제의 효과가 감소하
는 경우

D.

WHO에서 현재까지 지정된 우려 변이(VOC): 알파, 베타, 감마, 델타, 오미크론
(Omicron)

E.

미국 CDC의 경우 모니터링 중인 변이(variants being monitored, VBM), 관심 변이
(VOI), 우려 변이(VOC), 고위험 변이(variant of high consequence, VOHC)로 구분
미국 CDC는 델타, 오미크론 변이를 우려 변이(VOC)로 지정

2. 오미크론 변이의 특징
A.

Spike 단백 중 최소 30개의 아미노산이 치환되었으며, 3곳에서 작은 결실이 발생하였
고, 1곳에서 삽입이 발생하였음.

B.

30개의 아미노산 치환 중 15개는 수용체 결합 도메인 (Receptor binding domain,
RBD)에서 발생.

C.

다른 게놈 영역에서도 다수의 변화와 결실이 발생.

D.

전염성: 정보가 충분하지 않으나 델타 변이와 비교하여 2-3배의 전염성을 갖으며 예
방 접종의 효과도 떨어질 것으로 예상됨.

E.

2021년 11월 말 처음 남아프리카에서 오미크론 변이에 대한 보고가 있은 이후, 2021
년 12월 18일 당시 미국에서 진단되는 COVID-19의 73%가 오미크론 변이로 보고되
고 있어, 오미크론 변이가 빠르게 델타변이를 대체하고 있는 상태임.

3. 오미크론 감염의 중증도
A.

오미크론 변이와 관련하여 남아프리카의 초기 보고에 따르면 오미크론 변이 감염의
경우 기존변이들과 비교하여 입원 비율이 29% 낮은 것으로 보고되었다.

B.

12월 13일 덴마크의 보고에 따르면 오미크론 변이 감염에 따른 입원 비율은 기존의
변이와 비슷하다고 보고하였고, 영국에서의 보고에서도 기존의 변이와 비교하여 입
원비율이 감소하지 않았다고 보고하였다.

C.

오미크론 변이 발생 후 데이터가 충분하지 않아 오미크론 변이의 중증도와 관련된
예측은 아직 어려운 상태임.

4. 예방접종 관련 사항
A.

남아프리카 공화국에서, 화이자백신 2회 예방접종은 델타에 대해서는 80% 예방효과
가 있었으나, 오미크론에 대해서는 33%, 입원에 있어서 델타에 대해서 93% 감소에
비해 오미크론에 대해서는 70% 감소로 보고됨

B.

단 추가 예방접종을 하는 경우에는 75%까지 예방 효과를 올릴 수 있을 것으로 추정
됨.

C.

또한, COVID-19 자연 감염이 오미크론 감염에 대한 면역 효과가 없으며 추가적으로
1회 이상 mRNA 예방접종을 하는 경우 면역효과가 나타날 것으로 보고되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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