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pISSN 2466-1384   eISSN 2466-1392

大韓獸醫學會誌 (2018) 第 58 卷 第 1 號
Korean J Vet Res(2018) 58(1) : 45~49
https://doi.org/10.14405/kjvr.2018.58.1.45

45

<단례보보>

육용종계와 산란계에서 avian hepatitis E virus의 검출 및 특성 규명

문현우·성환우·권혁무*

강원대학교 수의과대학·동물의학종합연구소

(접수: 2017년 12월 1일, 수정: 2018년 2월 7일, 게재승인: 2018년 2월 8일)

Detection and characterization of avian hepatitis E virus from broiler breeders 

and layers in Korea

Hyun-Woo Moon, Haan Woo Sung, Hyuk Moo Kwon*

Laboratory of Veterinary Microbiology, College of Veterinary Medicine and Institute of Veterinary Science, 

Kangwon National University, Chuncheon 24341, Korea.

(Received: December 1, 2017; Revised: February 7, 2018; Accepted: February 8, 2018)

Abstract: The helicase genes and hypervariable regions (HVRs) of three avian hepatitis E viruses (HEVs) detected
at three different farms were sequenced and characterized. Two isolates (DW-L and GI-B2) were classified as genotype
2 and one isolate (GR-B) was classified as genotype 1. A phylogenetic tree, based on the helicase gene and HVR nucleotide
sequences, revealed the newly detected viruses and other avian HEVs were classified similarly. Unlike previously reported
avian HEVs, the DW-L isolate detected in broiler breeders with characteristic lesions of avian HEV had no proline-
rich motif in its HVR, suggesting that the proline-rich motif is non-essential for viral replication and infec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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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epatitis E virus(HEV)는 E형 간염(hepatitis E)의 원인

체로 최소한 4가지 genotype이 존재한다. Genotype 1과 2

는 사람에 감염되며 주로 개발도상국에서 오염된 물을 통해

서 전파되고 임산부에서 특히 높은 병원성을 나타내어

26.9%의 사망률을 기록하였다. Genotype 3과 4는 인수공통

전염병으로 사람과 돼지를 포함한 다수의 동물 종에 감염된

다. 인체 감염은 주로 감염된 고기나 소시지 등을 통해 이루

어지고 무증상일 때도 있지만 산발적으로 급성 간염을 일으

키며 드물게 신경학적인 장애가 동반될 수도 있다 [4]. HEV

는 외피가 없는 단일 가닥의 positive-sense RNA virus로

Hepeviridae family에 속한다. Hepeviridae family는 포유동

물과 조류에 감염되는 Orthohepevirus와 어류에 감염되는

Piscihepevirus로 분류되고, Orthohepevirus는 포유동물에 감

염되는 Orthohepevirus A, C, 및 D와 조류에 감염되는

Orthohepevirus B로 분류된다 [11]. HEV genome은 약

6.4–7.2 kb 크기로 5’ non-coding region(NCR), three open

reading frames(ORFs) 그리고 3’ NCR로 구성되어 있다.

ORF1은 비구조적 단백질인 methyltransferase, papain-like

cysteine protease, hypervariable region(HVR), helicase, 그

리고 RNA polymerase를 암호화하는 영역을 가지고 있다.

ORF2는 면역원성이 있는 capsid 단백질을 암호화하고,

ORF3는 cytoskeleton-associated phosphoprotein을 암호화하

며 숙주세포의 신호전달을 조절하고 바이러스 감염과 비리

온의 방출에 관여한다. 이 중 HVR은 ORF1에 존재하는

proline-rich 영역으로 HEV의 종류에 따라 길이와 서열의 차

이가 심하게 나는 부위로 보고되고 있고, 바이러스의 증식

효율과 감염력에 영향을 줄 뿐만 아니라 유전적 재조합이 많

이 일어나는 지점으로 바이러스의 진화와 적응에 중요한 요

소로 인식되고 있다 [6, 9, 11, 12]. 

Avian HEV는 호주의 닭에서 big liver and spleen

disease를 유발하고 북미에서 닭의 hepatitis-splenomegaly

syndrome을 일으키는 원인체로 확인되었다. 현장에서 이 질

병의 이환율과 폐사율은 낮지만 육용종계와 산란계에서 산

란율의 감소를 일으켜 실질적으로 경제적인 손실을 일으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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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2, 4]. 감염된 닭의 육안 병변으로는 난소 퇴행, 간의

피막하 혈종 또는 간과 비장의 비대 등이 나타날 수 있다

[6]. Avian HEV는 여러 나라에서 검출되고 있으며 전체 유

전체 염기서열 분석 결과 현재 4개의 genotype으로 분류된

다. Genotype 1은 호주와 대한민국, genotype 2는 미국과

대한민국, genotype 3은 헝가리와 중국, 그리고 genotype 4

는 헝가리와 타이완 등에서 검출되었다 [3, 6, 7]. 본 연구에

서는 국내에서 기존에 확인된 avian HEV와는 다른 유전적

인 특성을 갖는 바이러스를 검출하여 바이러스가 검출된 닭

의 임상적 및 병원성 특성을 분석하였고, 바이러스의 HVR

을 포함한 유전자의 염기 및 아미노산 서열을 결정하고 계

통유전학적 분석을 하였다.

본 연구에서 지역이 다른 세 곳의 양계장에서 3주의

avian HEV를 검출하였다. Avian HEV DW-L주는 2012년

충남(예산)의 A 육용종계농장에서 의뢰된 50주령 육용종계

(Ross-PS)의 부검 시 채취한 간으로부터 검출되었다. 이 농

장의 경우 폐사율이 증가하였고 부검 시 피하의 장액혈액성

삼출물, 간에 다발성 흰색 반점, 기형 난포 및 간에 혈종 등

을 보였고(Fig. 1A), 미생물 검사에서 세균과 마렉병바이러

스 및 아데노바이러스 등은 음성으로 확인되었다. Avian

HEV GI-B2주는 2014년 경기(용인)의 B 육용종계농장에서

의뢰된 27주령 육용종계(Ross-PS)의 부검 시 채취한 담즙에

서 검출되었다. 이 농장의 경우 폐사율 증가와 산란율이 감

소하였으며 부검소견으로는 간종대, 간 혈종, 난포 위축 등

을 나타내었고, 간 시료의 세균검사에서 포도상구균이 검출

되었다. 마지막으로 Avian HEV GR-B주는 2014년 경기(여

주)의 C 산란계농장에서 의뢰된 Hy-Line의 부검 시 채취한

담즙에서 검출되었다. 이 농장에서는 폐사가 한 동의 한 열

에서 집중적으로 나타났다. 간과 비장의 종대, 간 출혈, 복부

지방 과다 및 기형난포 등의 부검소견을 보였고, 간과 비장

시료의 세균검사에서 살모넬라균이 검출되었다. 부검 시 채

취한 시료로부터 바이러스 검출을 위한 RNA는 NucleoSpin

RNA Plus kit(Macherey-Nagel, Germany)로 추출하였고,

helicase gene은 참고 논문의 프라이머를 이용하여 One-Step

RT-PCR kit(Qiagen, Germany)로 RT-PCR하여 증폭하였다

[5]. HVR은 발표된 avian HEV의 염기서열을 참고로 하여

제작한 프라이머인 HVR/OF(5'-ACGGTTTGGTGAAGTTGA

A-3')와 HVR/OR(5'-CGTGGGCAAATCCTGRAYCTC-3')을

이용하여 우선 One-Step RT-PCR kit로 RT-PCR(599 bp)

을 실시하였고, 추가로 제작한 프라이머인 HVR/IF(5'-

CTCACACTTAARGARCTYGCC-3')와 HVR/IR(5'-CGGCA

GCGACGTCCAGTAAA-3')로 PCR Super Mix High Fidelity

kit(Invitrogen, USA)를 이용하여 nested PCR(352 bp)을 실시

하였다. RT-PCR 과정은 50oC에서 30분, 94oC에서 15분 반

응시킨 다음 94oC에서 30초, 50oC에서 30초, 72oC에서 1분

30초로 38 cycle 반응시켰고, 마지막으로 72oC에서 10분 동

안 반응시켰다. Nested-PCR은 94oC에서 30초, 52oC에서 30

초, 72oC에서 1분으로 35 cycle 반응시킨 다음 마지막으로

72oC에서 10분 동안 반응시켰다. 증폭된 PCR 생성물을 전

기영동한 후 예상한 크기의 밴드를 잘라내어 정제한 다음

pCR 2.1-TOPO vector(Invitrogen)에 클로닝한 후 TOP 10

cell (Invitrogen)에 형질전환하였다. PCR 생성물을 포함하고

있는 플라스미드를 분리한 다음 양방향으로 염기서열을 결

정하였다. 결정된 염기서열은 Lasergene 12(DNASTAR,

USA)를 이용하여 알려진 다른 avian HEV 서열들과

MegAlign Clustal W 방식으로 다중서열을 비교하여 분석하

였고, phylogenetic tree는 1000 bootstrap replicate를 사용한

Neighbor joining 방법으로 만들었다. 본 연구에서 결정된

염기서열 데이터는 GenBank database(accession Nos. MF

960771–MF960776)에 등록되었다.

Avian HEV의 helicase gene을 비교하였을 때 DW-L주는

다른 avian HEV와 83.4%(KC454286, GU954430)–90.9%

(GI-B2)의 염기서열 일치성을 나타내었고, GI-B2주는 다른

avian HEV와 81.8%(GU954430)–98.9%(KM377618)의 염

기서열 일치성을 나타내었으며, GR-B주는 다른 avian HEV

와 78.1%(KF511797)–94.7%(KC454286)의 염기서열 일치성

을 나타내었다. HVR의 염기서열을 비교하였을때 DW-L주는

다른 avian HEV와 40%(KC454286)–72.7%(AY535004)의

염기서열 일치성을 나타내었고, GI-B2주는 42.9%(KF511797)–

98.7%(KM377618)의 염기서열 일치성을 나타내었으며, GR-

B주는 42%(DW-L)–96.2%(KC454286)의 염기서열 일치성을

나타내었다. Helicase gene과 HVR의 염기서열을 바탕으로

작성한 phylogenetic tree에 의하면 DW-L주와 GI-B2주는

genotype 2로 분류되었고 GR-B주는 genotype 1으로 분류되

었다(Fig. 1B and C). HVR을 구성하고 있는 아미노산 서

열을 비교하였을 때 DW-L주는 이전에 발표된 바이러스와

다른 13개의 특유한 아미노산의 변화가 존재하였고, GR-B

주는 특유한 변화는 없었고 GI-B2주의 경우에는 1개의 특유

한 아미노산 변화가 존재하였다(Fig. 2). 

Avian HEV는 현장에서 산란율을 감소시키고 폐사율을 증

가시키는 증상을 보일 때도 있지만 무증상으로 지나갈 수도

있어 해당 질병을 진단할 때 주요 진단 항목에서 소외될 수

있다 [4, 6]. 하지만 산란율 저하와 폐사율 증가를 보이는

산란계군의 닭에서 avian HEV가 검출되고, 접종실험을 통해

avian HEV가 병원성과 산란율에 직접 영향을 줄 수 있음이

확인됨에 따라 진단 시 avian HEV의 중요성이 증가하고 있

다 [2, 6, 15]. 이번 연구에서 부검 의뢰된 시료를 분석한

결과 세 농장에서 유전자 특성이 각각 다른 3주의 avian

HEV가 검출되었는데 다른 병원체 검사, 부검소견 그리고 임

상증상을 분석하여 볼 때 avian HEV는 단독 또는 공동인자

(co-factor)로 작용하여 병변과 임상증상이 나타난 것으로 추

정되었다.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DW-L주는 genotype 2에 속

하는데 염기서열 일치성에서 보고된 다른 avian HEV주들과

염기서열의 차이가 매우 컸고, HVR에서 13개의 특유한 아

미노산 변화를 보여 지금까지 검출된 바이러스들과는 다른

바이러스 진화와 숙주 적응성을 나타낸 것으로 추정되었다

[9]. 또한 DW-L주가 검출된 닭의 경우 세균검사에서 모두

음성이었고, 비슷한 간 병변을 일으킬 수 있는 마렉병바이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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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 아데노바이러스 및 백혈병바이러스 검사에서 모두 음성

을 나타내고 avian HEV만이 검출되어 간의 병변과 폐사율

증가의 주원인이 avian HEV일 것으로 추정하였다. GI-B2주

는 이전에 보고된 GI-B주와 매우 유사하였는데 확인 결과

2014년도에 같은 농장에서 의뢰된 닭과 주령만 다른 것으로

확인되었다. 이는 같은 농장에서 의뢰된 닭이기 때문에 유전

자 염기서열이 거의 유사하였지만 HVR의 아미노산 서열 비

교에서 하나의 특유한 아미노산 변화를 나타내어 같은 농장

내에서 바이러스의 변이가 지속해서 일어나는 것으로 추정

되지만, 정확한 변이 여부는 HVR 이외의 다른 부위에 대한

추가적인 염기 및 아미노산 서열 분석이 필요할 것으로 여

겨진다. GI-B2주와 GR-B가 검출된 농장의 경우 각각 포도

상구균 전신감염증과 살모넬라 감염증이 함께 진단되어 avian

HEV가 병변을 일으키는 공동인자로 작용하였을 것으로 추

Fig. 1. The representative macroscopic lesion of a 50-week-old Ross-PS chicken affected in Farm A. Liver enlargement and
hematoma were observed in the right lobe of liver (A). Phylogenetic trees generated by the Neighbor-Joining method with 1,000
bootstrap replicates using Lasergene (DNASTAR) software based on the partial helicase gene (B) and HVR (C). The length of each
pair of branches represents the distance between sequence pairs, while the units at the bottom of each tree indicate the number of
nucleotide substitution events. A dotted line on a tree indicates a negative branch length and bootstrap values > 50% are indicated

for the major nodes. Sequences determined from this study are labeled in bold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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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되었다. 

바이러스의 proline-rich(PxxP) motif는 양 끝의 proline과

안쪽 2개의 비보존 아미노산으로 이루어진 motif로 숙주세포

의 Src homology region 3(SH3) domain에 결합하여 숙주

세포의 신호전달체계를 변화시켜 바이러스의 증식 효율과 감

염력을 상승시키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1, 8]. 지금까지 보

고된 모든 avian HEV의 HVR에는 적어도 하나 이상의

PxxP motif가 있어 SH3와의 상호작용으로 증식 효율과 감

염력을 상승시키는 역할을 하는 것으로 추정되었지만 [10],

이번에 검출된 avian HEV DW-L주의 경우 처음으로 PxxP

motif가 발견되지 않았다. 이를 통하여 PxxP motif가 avian

HEV의 증식, 감염, 그리고 병변 형성에 필수적이지 않다는

것을 짐작할 수 있겠으나, 검사하지 못한 병변 형성에 영향

을 줄 수 있는 다른 병원체와 공동인자를 완전히 배제할 수

없기 때문에 DW-L주의 분리와 감수성 있는 동물의 감염실

험을 통한 추가적인 조사가 필요할 것으로 여겨진다. 바이러

스의 PxxP motif가 SH3와 상호작용하기보다는 HVR이

proline-rich 하기 때문에 우연히 형성된 것으로 추정하는 보

고가 있지만 [13], avian HEV의 HVR에 존재하는 PxxP

motif의 정확한 역할은 더 연구가 필요할 것으로 생각한다.

염기와 아미노산 서열 분석에 의하면 avian HEV의 HVR

은 분리주에 따라 길이와 서열의 차이가 심하게 나는 부위

이지만 바이러스 유전체의 다른 부위를 기준으로 만든

phylogenetic tree와 유사하게 genotype을 나눌 수 있어 각

분리주의 고유한 진화론적 특성이 있는 것으로 보인다 [12].

본 연구에서는 세 농장에서 검출한 avian HEV의 helicase

gene과 HVR의 유전자 염기서열을 결정하고 phylogenetic

tree를 분석하였다. 검출된 바이러스 중에서 2주는 genotype

2로 분류되었고 1주는 genotype 1으로 분류되었으며 helicase

gene과 HVR의 염기서열을 기준으로 한 phylogenetic tree에

서 이번에 검출된 바이러스와 이미 보고된 avian HEV는 모

두 유사하게 분류되었다. 지금까지 검출된 모든 avian HEV

와는 다르게 이번에 avian HEV의 특징적인 병변이 확인된

닭에서 검출된 DW-L주는 HVR에 PxxP motif가 없는 것으

로 나타나 PxxP motif가 바이러스 증식과 감염에 필수조건

은 아니라고 추정할 수 있으나 앞으로 바이러스의 분리 및

감수성 동물의 감염실험을 통한 정확한 검증이 필요할 것으

로 생각한다. 최근의 연구보고에 의하면 avian HEV가 산란

율을 10–40%까지 감소시키고 폐사율을 높이는 것으로 나타

났고 [2, 15], 오스트리아의 야생 조류에서도 avian HEV를

발견하여 야생조류가 병원소(reservoir) 역할을 할 수도 있음

이 밝혀지면서 양계농장에서 avian HEV의 지속적인 모니터

링과 관심이 필요할 것으로 생각한다 [14]. 

감사의 글

본 논문은 2014년도 강원대학교 학술연구조성비(관리번호

-120141462)로 연구하였습니다.

References

1. Bliska J. How pathogens exploit interactions mediated by SH3

domains. Chem Biol 1996, 3, 7-11.

2. Crespo R, Opriessnig T, Uzal F, Gerber PF. Avian hepatitis E

virus infection in organic layers. Avian Dis 2015, 59, 388-393.

3. Hsu IWY, Tsai HJ. Avian hepatitis E virus in chickens,

Taiwan, 2013. Emerg Infect Dis 2014, 20, 149-151.

4. Johne R, Dremsek P, Reetz J, Heckel G, Hess M, Ulrich RG.

Hepeviridae: an expanding family of vertebrate viruses. Infect

Genet Evol 2014, 27, 212-229.

5. Kwon HM, Sung HW, Meng XJ. Serological prevalence,

genetic identification, and characterization of the first strains of

avian hepatitis E virus from chickens in Korea. Virus Genes

2012, 45, 237-245.

6. Meng XJ, Shivaprasad HL. Avian Hepatitis E Virus

Infections. In: Swayne DE, Glisson JR, McDougald LR, Nolan

LK, Suarez DL, Nair V (eds.). Diseases of Poultry. 13th ed. pp.

Fig. 2. Comparison of the amino acid sequences of the hypervariable region in ORF1 of the avian hepatitis E viruses (HEVs).
Identical amino acids are indicated by dots and deletions are indicated by dashes. Unique amino acids found in the Korean avian
HEV isolates (DW-L and GI-B2) are highlighted. Proline rich motifs in majority sequence are underlined.



Detection of avian HEV from broiler breeders and layers 49

494-500, Wiley-Blackwell, Ames, 2013.

7. Moon HW, Lee BW, Sung HW, Yoon BI, Kwon HM.

Identification and characterization of avian hepatitis E virus

genotype 2 from chickens with hepatitis-splenomegaly syndrome

in Korea. Virus Genes 2016, 52, 738-742.

8. Neuvonen M, Kazlauskas A, Martikainen M, Hinkkanen A,

Ahola T, Saksela K. SH3 domain-mediated recruitment of host

cell amphiphysins by alphavirus nsP3 promotes viral RNA

replication. PLoS Pathog 2011, 7, e1002383.

9. Parvez MK. The hepatitis E virus nonstructural polyprotein.

Future Microbiol 2017, 12, 915-924.

10. Pudupakam RS, Kenney SP, Córdoba L, Huang YW,

Dryman BA, LeRoith T, Pierson FW, Meng XJ. Mutational

analysis of the hypervariable region of hepatitis E virus reveals

its involvement in the efficiency of viral RNA replication. J

Virol 2011, 85, 10031-10040.

11. Purdy MA, Harrison TJ, Jameel S, Meng XJ, Okamoto H,

Van der Poel WHM, Smith DB; ICTV Report Consortium.

ICTV Virus Taxonomy Profile: Hepeviridae. J Gen Virol 2017,

98, 2645-2646.

12. Purdy MA, Lara J, Khudyakov YE. The hepatitis E virus

polyproline region is involved in viral adaptation. PLoS One

2012, 7, e35974.

13. Smith DB, Vanek J, Ramalingam S, Johannessen I,

Templeton K, Simmonds P. Evolution of the hepatitis E virus

hypervariable region. J Gen Virol 2012, 93, 2408-2418.

14. Zhang X, Bilic I, Troxler S, Hess M. Evidence of genotypes 1

and 3 of avian hepatitis E virus in wild birds. Virus Res 2017,

228, 75-78.

15. Zhao Q, Liu B, Sun Y, Du T, Chen Y, Wang X, Li H, Nan Y,

Zhang G, Zhou EM. Decreased egg production in laying hens

associated with infection with genotype 3 avian hepatitis E

virus strain from China. Vet Microbiol 2017, 203, 174-18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