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COVID-19 변종에 대해 알아야 할 사항 
 
COVID-19 바이러스의 신종 균주가 워싱턴 D.C 지역을 비롯한 미국 전역에 확산되고 있습니다.  

 
SARS-COV-2 변종 B.1.351(이하 “남아프리카”변종)과 B.1.1.7(영국 변종)이버지니아에서 확인 

사례가 생겼습니다.  

 
보건 전문가들은 변종 발생이 비정상적인 현상이 아니라고 합니다. 바이러스가 사람들 사이에서 

확산되고 스스로 복제하는 과정에서 때때로 오류가 발생하여 흔히 돌연변이라고 부르는 미세한 

유전적 변이를 초래합니다. 이런 돌연변이 현상 때문에 시간이 지나면서 새로운 바이러스 변종이 

생길 수 있습니다.  

 
코로나바이러스가 돌연변이를 일으켜 병증이나 사람들 간 전파 방식에 영향을 주는 경우, 변종들은 

전염성에서 차이를 보이거나 기존의 바이러스보다 다소 심각한 병증을 유발할 수 있습니다. 

질병통제예방센터(CDC)에 따르면 영국 변종은 전염성이 50% 더 높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여전히 

불확실한 가운데 미국 과학자들은 이와 같은 결과를 확증하려면 더 많은 연구가 필요하지만 변종으로 

인해 사망 위험이 증가할 수 있다고 보고했습니다.  

 
Fairfax County 보건부, 역학 및 인구 보건국장 Benjamin Schwartz 박사는 “마스크 착용, 사회적 거리 

두기 및 백신 접종을 비롯한 기타 공중 보건 조치와 같은 건강 수칙을 계속 준수한다면 이러한 변종 

확산을 차단할 수 있습니다.” 라고 말했습니다.  

 
그는 주 정부에서 사용하는 버지니아 대학교의 COVID-19 모델의 예상치를 가리키며, 영국 변종의 

확산에도 불구하고 공공 보건 조치를 계속 준수하여, 확진 사례는 꾸준히 감소하고 있지만, 이 같은 

보건 조치를 준수하지 않을 경우 변종 바이러스로 인해 다시 상승할 수 있다고 했습니다.  

 
“안심할 수 없습니다” 라고 Schwartz는 덧붙였습니다. “Fairfax County를 비롯한 기타 인근 지역에서 

COVID-19 확진 사례가 1월 중순 이후 감소했고 백신 접종자가 많아졌다고 해서 사람들은 안심해도 

된다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오히려 이 때에 경각심으로 무장해야 합니다.” 

https://www.vdh.virginia.gov/news/2021-news-releas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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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s://www.vdh.virginia.gov/news/2021-news-releases/
https://www.vdh.virginia.gov/coronavirus/covid-19-data-insights/uva-covid-19-model/


주시해야 할 세가지 COVID 변종 
• 영국 변종: 공식 이름이 B.1.1.7인 이 변종은 돌연변이 개체 수가 상당히 많으며 전 세계에서 

검출되었습니다. 지난해 말에 미국에서 처음 발견된 변종입니다.북부 버지니아에서도 

발견되었습니다.  

• 남아프리카 변종: B.1.351 균주는 영국 변종는 별도로 출현했으며 돌연변이 역시 

다양합니다.지난 1월 말 미국에서 처음 발견되었습니다. 버지니아주 동부에서 발견되었고 

메릴랜드에서는 세 건의 확진 사례가 확인되었습니다.  

• 브라질 변종: P1이라는 이름의 이 변종은 버지니아에서는 아직 발견되지 않았지만 1월 말에 

미국에서 처음 발견되었습니다.  

 
과학자들은 이런 변종을 정확히 파악하기 위해 노력을 기울이고 있으며, 많은 연구를 통해 다음 

사항을 파악하려고 합니다. 

• 이러한 새로운 변종이 어느 정도까지 넓게 확산되어 있는지.  

• 이 변종들로 인한 감염증이 현재 널리 돌고 있는 기존의 COVID-19 바이러스 균주와 어떻게 

다른지. 예를 들면, 이 변종들은 기존의 병증보다 더 심각한 증세 또는 가벼운 증세를 

유발하는가? 

• 이러한 변종이 기존 치료 요법에 어떤 반응을 보이며 백신의 효능에 영향을 주는지 

여부.CDC는 현재까지 진행된 연구에 따라 현재 사용 승인된 백신은 접종을 통해 생성된 

항체가 이러한 변종을 인식한다고 발표했습니다. 이 사안은 면밀하게 조사 중이며 더 많은 

연구가 진행 중입니다.  

 

어떻게 해야 하나요?  
“우리는 기존의 코로나바이러스 균주 및 새로운 변종으로 인한 COVID-19 확산을 제어하려고 부단히 

애를 쓰는데, 성공 여부는 대개의 경우 사람들이 예방 보건 조치를 얼마나 잘 따르는지에 따라 달려 

있습니다.” 라고 Schwartz는 말했습니다.  

요컨대, 바이러스가 확산되지 않으면 돌연변이도 발생할 수 없습니다.새로운 균주는 전염성이 더 
강하기 때문에 다음의 건강 수칙을 꾸준히 따르는 것이 그 어느 때보다 중요합니다: 

• 접종을 받을 자격이 있고 가능할 때 백신 접종을 받습니다. 

• 사회적 거리 두기. 

• 마스크 착용하기.  

• 손 씻기.  

• 많은 인파 및 모임을 삼가기.  

• 아플 경우 집에 머무르기.  

 
Schwartz는 “코나 입을 꼭 덮을 수 있는다중필터 마스크를 착용하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라고 

말했습니다.  

백신 접종 완료 후에도 이러한 공중 보건 조치를 준수해야 합니다.  

https://www.cdc.gov/coronavirus/2019-ncov/transmission/variant.html


 
현재 진행하고 있는 일 
Fairfax County의 공중 보건 실험실은 게놈서열 분석을 위해 양성 표본의 10%를 주 정부로 보내 

잠재적인 변이를 식별합니다.  

 
지난 봄에 버지니아주가 미국에서 최초로 코로나바이러스의 유전 청사진을 추적한 바 있습니다. 이를 

통해 보건 당국은 이러한 새로운 변종이 주 전체에 어떻게 전파되고 있는지 그리고 얼마나 넓게 퍼져 

있는지를 추적할 수 있습니다.현재까지 주 정부 실험실은 수집한 양성 샘플 중 10% 이상 서열 분석을 

완료했으며 Fairfax County 공중 보건 실험실과 같은 다양한 실험실에서 공동으로 샘플을 수집하고 

있습니다.  

 
또한 보건부는 확진자 조사원과 접촉자 추적원을 추가로 고용했습니다. 보고된 모든 COVID-19 

사례를 조사하고 접촉자의 연락처를 파악한 후에 개별적으로 연락하여 격리와 검역을 권장하고 

있습니다. 카운티는 새로운 변종이 확산되더라도 접촉자 추적 인력과 역량이 충분하며 이제는 

바이러스가 더 이상 확산되지 않도록 제시된 공중 보건 지침을 잘 준수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https://www.governor.virginia.gov/newsroom/all-releases/2020/april/headline-855959-en.htm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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