大韓獸醫學會誌(2010) 第50卷 第3號

Korean J Vet Res(2010) 50(3) : 221~229

<원례보저 >

국내분리 돼지 뇌심근염바이러스의 poly(C)-tract의 다형태성
현방훈*·김효진·김인중·표현미·김선미·김성희·김재조·임성인·송재영
국립수의과학검역원 바이러스과
게재승인 년 월 일
(

: 2010

7

2

)

Polymorphisms of the poly(C)-tract of porcine encephalomyocarditis
virus (EMCV) isolated in Korea
Bang-Hun Hyun*, Hyo-Jin Kim, In-Joong Kim, Hyun-Mi Pyo, Sun-Mi Kim,
Seong-Hee Kim, Seong-In Lim, Jae-Jo Kim, Jae-Young Song
Virology Department, National Veterinary Research and Quarantine Service, Anyang 430-757, Korea

(Accepted: July 2, 2010)

Abstract : Encephalomyocarditis virus (EMCV) belongs to the genus

within the family
. EMCV has been recognized either as a cause of mortality in young pigs, due to acute
myocarditis, or of reproductive failure in sows. An EMCV K3 strain was isolated from the heart and brain
in a mummified and aborted swine fetus in 1989. For the molecular characterization of the poly(C)-tract
of EMCV Korean isolates, K3 strain, viral RNA was extracted and digested with RNase T1, and analyzed
the length of the poly(C)-tract by polyacrylamide gel electrophoresis. The poly(C) regions also were
amplified by RT-PCR and sequenced. The present study shows that K3 strain of EMCV had a short
polymorphic poly(C) tracts (5 to 30 C's) with sequences consisting of C9, C10, C13, C14, C16, C20, CUC11,
C8UCUC3UC10, C9UCUC3UC10, C10UCUC3UC10, . These polymorphism of poly(C)-tracts of EMCV K3
strain implies the historical information of
and/or
pass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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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를 동반하는 급성 뇌심근염과 모돈에서의 번식장애를
일으킨다 [18]. 특히 감염시 임상증상이 심한 정도는 돼
지의 연령과 밀접한 관계가 있어 만약 1주령 미만의 돼
지가 감염되면 100%에 가까운 폐사율을 나타내며 [15],
이유후 자돈 및 성돈의 경우는 경미한 증상을 나타낸다.
돼지의 뇌심근염바이러스는 1958년 파나마에서 급성
으로 발생하여 폐사한 돼지의 폐와 비장에서 최초로 분
리되었다 [23]. 이후 1960~1966년 미국의 플로리다 [12],
1970년 호주 [4], 1977년 뉴질랜드 [30], 1981년 남아프
리카공화국 [31], 1982년 쿠바 [28], 1987년 그리스 [26],
및 1991년 벨기에 [19] 및 2007년 중국 [32] 등 전 세계
적으로 발생이 보고되었으며 이 병의 이환율과 폐사율
은 바이러스 분리주에 따라 달라 지역에 따라 상당한 차

뇌심근염바이러스(encephalomyocarditis virus; EMCV)
는
과로 혈청학적으로 관련되는 mengovirus와 함께 Cardiovirus 속에 속하고 하나의 큰 open
reading frame(ORF)으로 구성된 7.8 kb 크기의 양성 단
쇄 RNA 게놈을 갖는 바이러스이다 [25].
뇌심근염바이러스는 돼지, 설치류, 소, 코끼리, 너구
리, 우대류, 개코원숭이, 짧은꼬리원숭이, 침팬지와 사람
을 포함하여 다양한 동물에 감염되는 것으로 알려져 있
으며 [20], 자연숙주는 랫드와 마우스이며 돼지가 주된
숙주로 알려져 있다 [7, 15, 27].
뇌심근염바이러스는 돼지에서는 자돈의 갑작스런 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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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가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국내에서는 1989년 유산, 사산, 조산 및 미이라 변성
등의 심한 번식장애와 7일령 미만의 신생자돈의 폐사를
특징으로 하는 돼지 뇌심근염 감염증이 발생하였으며,
사산된 자돈과 미이라변성된 태아의 심장과 뇌에서 바
이러스를 분리하였으며 그 분리주들을 K3 및 K11주로
명명하였다 [1]. 하 등 [3]은 이들 분리주를 자돈에 실험
접종하여 호흡곤란 등의 임상증상과 폐사를 확인하였
고, 박 등 [2]은 국내 분리주를 사용하여 불활화 백신을
개발하고 산업화하였다. 2006년 Song 등은 국내 양돈장
유산태아 가검물로부터 분리한 EMCV-CBNU주의 전체
염기서열 및 분자생물학적 특성분석 결과 벨기에에서
분리 보고한 BEL-2887A/91주와 가장 유사하며 마우스
접종실험에서 높은 병원성이 있음을 확인하였다 [29].
An 등은 국내 양돈장 돼지에서의 돼지 뇌심근염바이러
스 항체 양성율은 9.1%이며 염기서열 분석을 통한 계통
발생학적 분석결과 돼지 뇌심근염바이러스는 그룹 1(1a
및 1b)과 그룹 2로 나뉘며 국내분리 K3주 및 K11주는
그룹 1a에 속한다고 보고한 바 있다 [5]. 최근에는 국내
분리 K3주를 바이러스 유사입자(virus-like particle) 형태
로 포유동물세포에서 발현시켜 백신으로서의 활용 가능
성을 제시한 보고가 있다 [14].
뇌심근염바이러스의 ORF는 캡시드를 구성하는 4개의
단백질(1A~1D)과 8개의 비구조 단백질(L,2A~2C 및
3A~3D)을 암호하고 있으며 이들 좌우로 5' 및 3' 말단
에 2개의 비전사 부위(untranslated region; UTR)가 존재
한다. 5'-UTR은 단백질 번역이 시작되는 internal
ribosome entry site(IRES)로 구성되며, 아직 정확한 역할
은 밝혀지지 않았으나 바이러스의 병원성 발현과 관련
되는 것으로 알려진 긴 homopolymeric cytosine [poly(C)]
tract이 존재한다 [22]. 한편 3'-UTR은 바이러스 RNA 의
존 RNA 중합효소(RdRp)의 결합과정과 관련있는
poly(A)에 의해 종결된다 [8].
돼지 뇌심근염바이러스의 poly(C)에 대한 다양한 연
구로서 뇌심근염바이러스 및 mengovirus가 포함되어 있
는 Cardiovirus 속의 poly(C)의 길이와 병원성과의 상관
성에 관한 많은 연구가 진행된 바 있다. 대표적인 연구
로는 1990년 Duke 등 [11]은 poly(C) tract이 조직배양에
서의 뇌심근염바이러스 증식에는 필수적이지는 않지만
mengovirus 및 뇌심근염바이러스의 키메라 클론 cDNA
의 조작을 통해 poly(C)를 짧게 할수록 마우스에서 병원
성이 낮아지고 중화항체 생산능도 우수해진다고 보고하
고 동일한
과의 다른 Aphthovirus 속에
속하는 구제역바이러스에서도 동일한 방법으로 새로운
약독화 백신이 가능하다고 제안하였다.
이후 5'-UTR의 염기서열과 구조는 뇌심근염바이러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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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염시 숙주의 단백질 합성을 감소시키는 한편 바이러
스 RNA의 번역에 기여하는 것으로 보고하였다 [10].
Zimmermann 등은 최초로 뇌심근염바이러스 PV21주의
감염성 cDNA 클론을 작성하고 poly(C)의 병원성과의
관련성을 예측하였으나 [33], Hahn 등은 C UCUC UC
의 염기서열을 갖는 뇌심근염바이러스 R주(EMCVRueckert)의 poly(C)를 C , C , 및 C 등 짧은 poly(C) 로
치환하였을 때 극적인 병원성 감소를 나타낸 mengovirus
와는 달리 마우스에서 약간의 병원성 감소만을 나타내
어 poly(C)에 의한 병원성 기전 및 바이러스의 인자를
구명하는 것이 문제해결의 열쇠라고 제안하였다 [13].
Mengovirus의 경우는 poly(C)의 길이와 병원성과는 높
은 상관관계를 보이나 뇌심근염바이러스나 구제역바이
러스의 경우는 추가적인 특성분석이 필요하며 [21],
Osorio 등은 유전공학적으로 poly(C) 부분을 결손시킨
mengovirus의 설치류 및 개코원숭이, 짧은꼬리 원숭이,
돼지에서의 접종시험을 통해 병원성 감소로 인한 안전
성과 높은 면역원성을 확인하고 백신으로서의 가능성을
제안하였다 [24].
2002년에는 돼지 유산태아로부터 분리된 뇌심근염바
이러스 BEL-2887A/91주의 염기서열 분석과 감염성
cDNA 작성이 보고되었고 돼지에서의 뇌심근염바이러
스의 병원성 연구에 대한 활용성이 보고되었다 [16].
2003년에는 또 다른 돼지 분리주인 EMCV 30/87주는
CUCC UC 의 매우 짧은 poly(C)를 갖고 있으면서도 마
우스, 돼지 및 필리핀 원숭이(cynomolgus Macaques)에
서 높은 병원성을 나타내며 사람의 뇌심근 세포에도 감
염될 수 있음이 보고되었고 이는 뇌심근염바이러스 감
염증과 같이 돼지에서 사람에 감염이 가능한 인수공통
전염병은 이종간 장기이식과 종간 감염이 가능해 동물
원내의 다양한 동물 및 사람에게도 전파될 수 있음이 보
고되었다 [6, 20].
위에서 살펴 본 바와 같이 mengovirus와는 달리 뇌심
근염바이러스의 경우는 poly(C)의 길이와 병원성 간의
상관관계가 아직 명확하지 않다. 또한 Denis 등 [9]은 유
럽에서의 급성 치사성 뇌심근염 또는 번식장애 등의 뇌
심근염바이러스 감염증의 임상적인 차이는 분리주 간의
유전형의 차이 뿐만 아니라 분리주 내에서의 poly(C),
5'-UTR, 및 각 구조 및 비구조단백질 암호 유전자, 3'UTR에서의 유전자의 변화에 의한 것이며 야외분리주
자체 및
계대에 따른 poly(C)-tract 길이
의 변화를 보고한 바 있다.
본 연구에서는 국내분리주인 K3주의 특성분석 및 병
원성과 관련하여 분리주 내에서의 유전자의 변이를 확
인하고자 하였다. 이에 따라 K3주의 정확한 poly(C)의
길이를 구명하고자 poly(C) 부분의 유전자를 증폭한 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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염기서열 분석과 RNase T1 처리후 전기영동을 통하여
poly(C) 부분의 유전자 크기를 분석하였다.

재료 및 방법

세포 및 바이러스
뇌심근염 바이러스는 1990년 국내에서 처음으로 돼지
뇌심근염 감염증 증례로 부터 보고한 K3주 [1]를 1991
년 돼지 뇌심근염바이러스 감염증에 대한 불활화 백신
을 개발하기 위하여 분양 [2]받아 국립수의과학검역원
에 보관중인 균주를 시험에 공시하였다.
K3주는 Vero세포주(ATCC-CCL81)에 접종하여 계대배
양 하였다. 세포배양액은 Eagle's minimum essential
medium(EMEM; Gibco BRL, USA)에 비동화된 5% 소
태아혈청(FCS; Hybriserum, Austria), 비필수 아미노산
(Gibco BRL, USA) 및 antibiotic-antimycotic(Gibco BRL,
USA)을 첨가하여 사용하였다. 세포는 5% CO 가 공급
되는 37 C에서 배양하였다.
Vero 세포를 계대배양하고 80% 이상 단층세포가 형
성되었을 때 K3주를 1 MOI로 접종하여 37 C에서 72시
간 동안 배양한 후, 세포변성효과가 80~90% 관찰될 때,
동결과 융해를 3회 반복한 다음 수확하여 3,000 g로 10
분 원심분리한 후 상층액을 −70 C에 보관하면서 바이러
스 접종액으로 사용하거나 바이러스 RNA 추출용으로
사용하였다.
바이러스 농축 및 RNA 추출
Vero 세포주에서 K3를 4계대 이내에서 배양하고 3회
동결·융해하여 3,000 g로 10분 원심분리한 상층액 1 L
에 NaCl 0.5 M 및 PEG(Sigma, USA)를 8%되게 첨가하
고 4 C에서 16시간 교반한 후 10,000 g로 30분 동안 원
심 분리(Beckman Coulter, USA)하여 침전물을 분리하였
다. 생성된 침전물을 1/10배 용량의 TNE 완충액(10 mM
Tris-HCl; pH8.0, 150 mM NaCl, 1 mM EDTA; pH 8.0) 약
100 mL에 부유한 다음, 28Ti(Beckman Coulter, USA)로
60,000 g로 1시간 30분 원침하고 생성된 침전물에 TNE
완충액을 tube 별로 1 mL씩 첨가하여 용해시켜 약 3 mL
을 수확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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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확된 바이러스 침전액을 60-20% 밀도 구배 sucrose
액에서 41Ti(Beckman Coulter, USA)로 70,000 g에서 24
시간 원심한 후 형성된 바이러스 분획을 3-5 mL 주사기
를 이용하여 수확하였다. 수확된 바이러스 농축액은
Slide-A-Lyzer 투석망(10,000 MWCO, 0.5-3 mL 용량;
Pierce, USA)을 이용하여 4 C에서 16시간 동안 TNE 완
충액으로 투석한 후, 30,000 rpm에서 90분 원침하여 수
확한 침전물을 TE 완충액(10 mM Tris-HCl, 1 mM EDTA;
pH 8.0)에 용해하였다. 이어서 8,000 rpm으로 5분 원심
한 후 상층액만 수확하고 분주하여 −70 C에 보관하면서
바이러스 RNA 추출용으로 사용하였다.
바이러스 RNA는 RNeasy mini kit(Qiagen, USA)를 이
용하여 감염세포 및 농축한 바이러스에서 제조사에서
추천한 방법대로 사용하여 추출하였다.
Poly(C) tract의 RT-PCR 증폭 및 클로닝
Poly(C)-tract의 유전자를 증폭하기 위하여 추출한 바
이러스 RNA를 사용하여 먼저 1st-strand cDNA를 작성
하고 Table 1의 프라이머를 사용하여 PCR을 실시하였
다. cDNA의 작성은 Superscript II(Invitrogen, USA)를 사
용하였다. 간단히 서술하면 10 µL RNA, 1 µL 10 mM
dNTP, 1 µL oligo(dT)를 65 C, 5분 반응 후 4 µL 5 × 1st
strand 용액, 2 µL 0.1 M DTT, 그리고 RNase 억제제인
RNasin(Promega, USA) 1 µL를 넣고 42 C, 2분 반응하
고 1 µL의 superscriptase를 첨가하여 42 C, 50분 반응하
고 70 C에서 15분간 불활화하였다.
PCR은 Table 1의 EMCpolyCF와 EMCpolyDR 및 K334F와 K3-293R 프라이머를 사용하여 각각 증폭하였다.
PCR은 GC Rich PCR system(Cat No. 12140306001;
Roche, Germany)을 사용하여 제조사의 방법에 따라
cDNA, 프라이머, dNTP mix 및 GC-Rich resolution 용
액이 함유된 Master mix I과 5 × GC-Rich 반응용액과
GC-Rich PCR system 효소가 함유된 Master mix II를 각
각 제조한 후 혼합하여 EMCpolyCF와 EMCpolyDR 프
라이머로는 55 C, K3-34F와 K3-293R 프라이머로는 50 C
에서의 annealing 조건으로 증폭하였다. 즉 혼합액을
94 C, 3분 반응 후, 95 C, 30초, 50 C 또는 55 C에서 30
초, 68 C에서 4분으로 10 cycle을 수행하고 95 C, 30초,
o

o

o

o

o

o

o

o

o

o

o

o

o

o

Table 1. Oligonucleotide primers for the amplication of encephalomyocarditis (EMC) virus poly(C)-tract by RT-PCR
Region

Primers

Sequences 5'-3'

Poly(C)

EMCpolyCF
EMCpolyDR
K3-34F
K3-293R

5'-TTGAAAGCCGGGGGTGGGAG-3'
5'-TTTCCACAACTATCCAACTCT CAACGTGGGCAC-3'
5'-ACGTGAAGGCTACGATAGTG-3'
5'-CCTAGGAATGCTCGTCAAGA-3'

Annealing
Size
Sense temperature(
o
C) (bp)
+
55
650
−

+

−

50

2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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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0 C 또는 55 C에서 30초, 68 C에서 4분으로 시작하여
elongation시간을 매 cycle 마다 5초씩 증가시키면서 20
cycle을 수행한 후 68 C에서 8분간 반응시켰다.
RT-PCR로 증폭된 각 DNA를 전기영동 후 아가로오
즈 겔로부터 도려낸 후 QIAquick PCR purification
kit(Qiagen, USA)를 이용하여 분리정제하였고 pGEM-T
easy vector(Promega, USA)에 제조사의 방법에 따라 클
로닝하였다. QIAprep spin Miniprep Kit(Qiagen, USA)로
o

o

o

o

제조사의 방법에 따라 플라스미드를 추출하였으며 제한
효소 분석을 통해 확인된 플라스미드는 염기서열 분석
에 공시하여 동일한 클론에 대해 3회 분석하였다. 염기
서열 분석은 T7 및 SP6 프라이머를 이용하여 ABI Prism
3730xi DNA sequencer(Macrogen, Korea)를 이용하여 수
행하였다. 염기서열의 정렬 및 분석 등은 clone manager
professional suite(Sci Ed Central, USA) 프로그램을 이용
하여 실시하였다.
RNase T1 이용 Poly(C) tract의 길이 분석
K3주의 poly(C)의 정확한 길이를 확인하기 위하여
Denis 등 [9]이 제시한 방법대로 외가닥 RNA의
guanosine(G) 잔기의 3'말단을 절단하는 기능을 갖는
RNase T1을 이용하였다. 간단히 서술하면 20 mM Tris/
HCl(pH 7.5) 및 10 mM EDTA 조건에서 20 µg에 해당하
는 49 µL RNA에 RNase T1(Ambion, USA)을 1 µL(1,000

U) 첨가하여 37 C, 30분 처리하였다. 처리된 용액에 동
량의 gel loading 용액(95% formamide, 0.025% SDS,
0.025% bromophenol Blue, 18 mM EDTA)을 첨가하고 3
분간 끓인 후 얼음에 3분간 정치하여 변성시켰다.
준비된 샘플을 15% Novex TBE-Urea 겔(Invitrogen,
USA)에서 RNA century-plus marker(Ambion, USA)와 나
란히 폴리아크릴아미드 겔 전기영동(polyacrylamide gel
electrophoresis; PAGE)을 실시하여 bromophenol blue 염
색제가 전체 겔 길이의 30%에 전개되었을 때 100 mL의
3M sodium acetate를 lower gel tank에 첨가하였고
bromophenol blue 염색제가 전체 겔 길이의 80%에 전개
되었을 때 전기영동을 멈추었다.
전기영동이 끝난 PAGE 겔은 silver sequence staining
reagents(Promega, USA)를 사용하여 제조사의 방법에
따라 은염색을 실시하였다. 은염색된 이미지의 분석
은 GS-800 Imaging Densitometer(Bio-Rad, USA)에서
Quantity One-4.6.2(Bio-Rad, USA) 프로그램을 이용하여
RNA century-plus marker의 500 bp~100 bp 5개의 표준
band를 입력하고 전개된 poly(C)로 예측되는 band를 분
석하였다.
o

EMCV K3 poly(C) RNA 2차구조 분석

염기서열 분석된 poly(C) tract을 포함하여 5' UTR 부
위의 약 420 bp의 염기서열을 Web server 기반 프로그

Fig. 1. Electrophoretic patterns of DNA by RT-PCR amplification (A) and poly(C)-tract clones (B) of the

encephalomyocarditis virus (EMCV) Korean isolate (K3 strain). (A) Lane M, 1 kb DNA size Marker; Lane 1: 210 bp RTPCR product from viral RNA extracted from concentrated virus at 50oC annealing temperature, Lane 2: 210 bp RT-PCR
with viral RNA extracted from cell pellet at 50oC; Lane 3: 650 bp RT-PCR product from viral RNA extracted from virus
concentrated at 55oC annealing temperature; Lane 4: 650 bp RT-PCR with viral RNA extracted from cell pellet at 55oC.
(B) Clones restricted with
I after cloning the PCR product of poly(C)-tract at pGEM-T Easy vector. V and P means
the viral RNA for RT-PCR was extracted from concentrated virus and from cell pellet, respectively. The number of 50
and 55 means 50oC and 55oC of the annealing temperature of the RT-PCR reaction, respectively. Number 1-10 in (B)
means serial clone numbers of each group such as V50, P50, V55 and P55.
No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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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2. Alignment (A) and chromatogram (B) of the nucleotide sequences of poly(C)-tracts and adjoining region of K3

strain. Box indicates sequences of the poly(C)-tracts. Both (A) and (B) shows short polymorphic poly(C)-tracts consisting
of 9 (C9) to 27 (C10UCUC3UC10) cytidine. Arrows in (A) show the cleavage site of 3' single-stranded guanosine (G)
residues by RNase T1. Asterisk means survival RNA fragments containing the poly(C) tract after digesting with RNase T1.

램인 mfold(Rensselaer Polytechnic Institute, USA)를 사
용하여 분석하였다. 주어진 염기서열에서 작성된 모식
도 중 가장 낮은 에너지 상인 37 C에서 기본 설정치 값
으로 2차 구조모식도를 작성한 후 이를 분석하였다.
o

결 과

K3주 poly(C) tract의 염기서열 다양성

K3주의 poly(C) tract의 유전자에 대한 cDNA를 작성
하고 PCR을 실시한 결과 Fig. 1A와 같이 EMCpolyCF
및 EMCpolyDR 프라이머에 의한 RT-PCR에서 650 bp,
K3-34F 및 K3-293R 프라이머에 의하여는 210 bp의 유

전자가 각각 증폭되었다.
RT-PCR로 증폭된 각 DNA를 pGEM-T Easy vector에
클로닝한 후 I으로 처리하여 Fig. 1B와 같이 유전자
의 삽입을 확인하였고 염기서열 분석을 실시하였다. 염
기서열 분석결과 Fig. 2A 및 B와 같이 C , C , C , C ,
C , C , CUC , C UCUC UC , C UCUC UC , C UCU
C UC 등으로 poly(C)-tract의 염기서열의 다양성을 확
인할 수 있었다.
RNase T1 처리 K3주 RNA의 짧은 poly(C) tract
K3주의 poly(C)-tract의 정확한 길이를 확인하기 위하
여 바이러스 RNA를 RNase T1으로 처리하고 전기영동
No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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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4. Schematic diagram of the mengovirus (A) and K3
Fig. 3. Polyacrylamide gel analysis of poly(C)-tracts of the
EMCV viral RNA digested with RNase T1. The sizes of
the RNA fragments containing poly(C) could be estimated
at 30-60 nucleotides in condition of 3M sodium acetate.

한 후 은염색을 실시였다. 전기영동 중간에 3M sodium
acetate를 lower gel tank에 첨가하지 않은 경우에는 사이
즈가 작은 band는 확인되지 않았으나 첨가한 경우는 Fig.
3과 같이 100 bp 미만의 band도 확인이 가능하였다.
Poly(C) tract으로 예측되는 작은 band의 크기를 분석
하기 위하여 GS-800 Imaging Densitometer에서 Quantity
One-4.6.2 프로그램을 이용하여 RNA century-plus marker
의 500 bp~100 bp에 해당하는 5개의 표준 band와 비교
하여 전개된 poly(C)로 예측되는 band의 크기를 계산하
였던 결과 30~60 bp에 해당하는 범위 내에 있음을 확인
할 수 있어, 이는 Fig. 2A의 염기서열 분석결과에서 외
가닥 RNA의 G잔기(guanosine)의 3'말단을 절단하는 기
능을 갖는 것으로서 RNase T1으로 처리 후 남아 있는
35~51 bp의 poly(C)가 포함될 수 있는 범위이었다.
K3주 poly(C) RNA stem-loop의 유사성

염기서열이 분석된 K3주의 poly(C) tract을 포함하여
5' UTR 부위의 약 420 bp의 염기서열을 Martin 등 [21]

EMCV (B) 5'-untranslated region (UTR). A model of the
mengovirus 5' poly(C) domain (A) was quoted from the
scheme of Martin. Scheme of the RNA folding (B) at 37oC
with 420 nucleotide in 5'-UTR of K3 shows a type of
poly(C) as C10UCUC3UC10. Analysis was performed by the
computer program. Stem-loop features of EMCV K3 are
lettered consecutively as comparing with those of
mengovirus in (A).

이 제안한 Mengovirus의 5'UTR의 구조를 참조하면서 컴
퓨터 분석을 실시하였던 결과 Fig. 4와 같이 2차 구조모
식도를 작성할 수 있었고 stem-loop도 mengovirus와 매
우 유사함을 확인할 수 있었다.

고 찰

현재까지 많은 뇌심근염바이러스 및 mengovirus의
poly(C)-tract에 대한 정보가 제공된 바 있고 이들은 특

히 병원성과의 관련성으로 많은 연구가 진행된 바 있다
[11, 13, 20, 22, 24, 33]. 특히 1990년 Duke 등 [11]이
mengovirus 및 뇌심근염바이러스의 cDNA에서 poly(C)
를 짧게 할수록 마우스에서 병원성이 낮아지고 중화항
체 생산능도 우수해지며, 구제역바이러스에서도 동일한
방법으로 새로운 약독화 백신 개발이 가능하다는 제안

국내분리 돼지 뇌심근염바이러스의

이 있었다. 하지만 그 이후 많은 연구에서 뇌심근염바이
러스의 경우는 mengovirus와는 달리 poly(C)와 병원성과
의 상관관계가 아직 명확하지 않고 구제역바이러스 또
한 아직까지는 논란의 여지가 많으며 추가적인 특성분
석이 필요한 것으로 알려져 있다 [13, 21].
본 연구자들은 국내분리주 뇌심근염바이러스의 전체
유전자에 대한 염기서열 조사 과정에서 병원성과 관련
하여 중요도가 높은 poly(C) tract의 염기서열을 분석
하기 위하여 시도하였던 PCR 및 5' RACE(Rapid
amplification of cDNA end)법을 실시하였던 바 poly(C)
부분에 대한 정확한 chromatogram을 얻기가 어려웠다.
그래서 보완적인 실험으로서 poly(C) tract에서 cytidine
이 연속적인 점을 착안하여 이에 대한 특이 프라이머 및
GC Rich PCR 키트를 사용함으로써 길이가 짧고 다형
태성을 나타내는 정확한 poly(C)의 염기서열을 확보할
수 있었다. 또한 추가적인 짧은 다형태성 RNA의 확인
은 RNase T1 처리후 PAGE하고 이미지를 분석하여 확
인할 수 있었다.
물론 많은 보고에서 한 가지의 poly(C)의 염기서열을
제시한 바 있으나 이는 야외 가검물로 부터의 직접적인
PCR 증폭을 통한 염기서열 분석 보다는 조직배양에서
플라그를 선발하여 클로닝한 바이러스로 부터 염기서열
을 분석한 결과로 보여진다. Denis 등 [9]은 EMCV 분
리주의 유전적 다양성 유도 실험에서 poly(C)-tract의 경
계대에서 평균 5개의 뉴크
우 210회에 달하는
레오타이드 길이 만큼 변화가 발생하였고, 12회의
계대에서는 최대 10개의 뉴크레오타이드 길이 만큼의
변화가 발생하였다고 보고하였다. 이와 같이
및
상에서의 계대로 인한 다형태성에 대한 보고는
있었으나, 본 연구와 같이 20여개 이상의 뉴클레오타이
드 차이를 나타내는 보고는 없었다. 이는 야외주에서 바
이러스의 클로닝 없이 염기서열 분석할 경우 바이러스
의 자연계 숙주( )에서의 계대 및 분리 후
에서의 계대 결과 정보를 함축하고 있는 것으로 다형태
성에 대해 설명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된다.
RNase T1 처리 및 PAGE에 의한 이미지 상에서 100 bp
이하의 RNA 마커가 없어, 폭 넓은 범위에서 예측되었
지만 K3의 경우는 poly(C)가 100개 이상으로 매우 긴
EMCV-Rueckert(EMCV-R)주 [11] 또는 B279/95주 [9] 등
긴 poly(C)-tract의 다른 strain과 비교할 때와 BEL-2887A/
91주 [16, 19] 또는 EMCV 30/87주 [17, 20]와 같이 결
국은 짧은 poly(C)의 특징을 갖고 있으며, PAGE 결과로
poly(C)로 예측되는 크기의 밴드가 굵게 전개되어 다양
한 크기의 poly(C)로 예측되는 다형태성을 반영하고 있
음을 알 수 있었다.
돼지의 뇌심근염바이러스는 1958년 파나마에서 급성
in vitro

in vivo

in vitro

in vivo

in vivo

in vitr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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으로 발생하여 폐사한 돼지에서 최초로 분리 [23]된 이
후 세계적인 발생 상황을 보이고 있다. 또한 국내에서는
1990년 심한 번식장애와 신생자돈의 폐사를 특징으로
하는 돼지 뇌심근염 감염증 증례에서 사산된 자돈과 미
이라변성된 태아의 심장과 뇌에서 처음으로 바이러스
K3 및 K11주가 분리되었다 [1]. 이 바이러스주들은 1989
년 Kim 등 [17]이 보고한 북미주인 EMCV 30/87주 및
1991년 Koenen 등 [19]이 보고한 유럽주인 BEL-2887A/
91주와 돼지에서의 병원성 등 바이러스 특성이 유사한
것으로 판단된다.
그러나 국내 뇌심근염바이러스 분리주의 전체 유전자
에 대한 염기서열 분석 및 분자역학적인 연구결과를 종
합해 볼 때 1990년 분리주인 K3주는 최근의 국내분리
주 EMCV-CBNU주 및 중국분리주인 BJC3주 및 HB1주
와 함께 북미주인 EMCV 30/87주 보다는 유럽주인 BEL2887A/91주와 더 가까운 근연관계를 보여준 바 있다 [5,
29, 32].
더불어 본 연구에서 K3주는 EMCV 30/87주의
CUC UC 의 특이적인 서열은 확인할 수 없었으나 K3주
의 C 및 CBNU주의 C 의 Cn motif와 BEL-2887A/91
주의 C UCUC UC 과 중국 분리 BJC3주(26 nt) 및 HB1
주(24 nt)의 CnUCUC UC motif를 모두 포함하고 있어
국내 뇌심근염 바이러스의 유래는 북미보다는 유럽이
더 가능성이 높음을 제시하는 바이다.
또한 본 연구에서 공시한 K3주가 분리되었던 동일한
농장에서 분리된 K11주의 경우 An 등이 poly(C)-tract
의 염기서열을 C UCUC UC 로 보고 [5] 한 것도
CnUCUC UC motif로서 본 연구결과의 다양성 내에 포
함되는 것으로서, 동일한 농장내 분리주가 다른 염기서
열을 갖고 있었다기 보다는 K3주 중 자연계 내에서의
계대에 따른 변이 또는 다양성을 함유한 것으로, 바이러
스 분리과정 중에 선발된 하나의 다른 plaque에서 유래
한 것으로 설명할 수 있어 K3주와 K11주는 특징 상 동
일한 개념으로 볼 수 있을 것이다.
이러한 poly(C)의 염기서열 분석에 있어 poly(C) 및
poly(A) 말단에 집중되었지만, 이 연구에서처럼 국립수
의과학검역원 내에 보관중인 K3주의 경우 바이러스 분
리후 plaque purification 이전 시료가 보관되어 있었기
때문에 poly(C)-tract 염기서열이 다형태성임을 확인할 수
있었던 것으로 판단된다. 따라서 이러한 다형태성의 특
징이 국내분리주와 외국분리주 간의 유전자의 근연관계
분석에 도움이 될 수 있었다. 또한 뇌심근염바이러스와
같은
과의 다른 속인 구제역바이러스,
poliovirus, bovine entrovirus, porcine entrovirus 및 porcine
teschovirus 등의 poly(C)-tract의 유전자 연구에도 도움이
될 것으로 사료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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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 론

6. Canelli E, Luppi A, Lavazza A, Lelli D, Sozzi E,

이 연구에서 뇌심근염바이러스의 poly(C) 부위에 대
한 2종 primer와 GC-rich kit을 사용하여 정확한 염기서
열을 확보할 수 있었고, 염기서열 상 RNA의 2차 구조
에서 예측되는 stem-loop가 기존에 알려진 뇌심근염바이
러스 또는 mengovirus의 그것과 유사하였다. 그리고 K3
주의 poly(C)의 크기는 30~60 bp이었던 바, poly(C)-tract
이외의 것에 해당하는 26개의 다른 뉴클레오타이드를
제거하면 약 9~27개의 짧은 poly(C)를 갖고 있으며 다
형태성임을 예측할 수 있었다. 염기서열 분석 결과에
서도 C , C , C , C , C , C , CUC , C UCUC UC ,
C UCUC UC , C UCUC UC 등의 poly(C)-tract 염기
서열상의 다양성을 확인할 수 있었다. 이는 국내분리 뇌
심근염바이러스 K3주의 자연계 숙주에서의 계대 및 분
리후
에서의 계대에 따른 정보를 함축하고 있는
것으로 설명할 수 있을 것이다. 또한 이러한 다형태성의
분석결과는 국내분리 K3주의 특징과 분자역학적 유래
를 이해하는데도 도움이 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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