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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약

최근 지구온난화로 인해 모기의 서식지가 넓어짐에 따라, 모기가 매개하는 감염병의 감염기회가 높아지고 

있다. 라비바이러스는 표 인 모기매개 바이러스로, 아시아 국가 내에서 상 으로 감염빈도가 높은 

라비바이러스로는 지카 바이러스, 뎅기 바이러스  일본뇌염 바이러스가 있다. 이들은 감염증상  치료

방법이 다르기 때문에 정확한 구별진단이 요구되고 있지만, 아직까지 정확하게 구별 가능한 진단기술이 없

다. 본 연구에서는 생물정보학 데이터베이스에 구축된 정보  분석도구를 바탕으로 라비바이러스 구별

진단법에 해 제안하 다. 3종 라비바이러스의 면역진단을 한 표  단백질로는 외피단백질  비구조

단백질 1을 선정하 으며, 이들의 아미노산 다  서열 분석을 통해 상동성을 분석하 다. 이로부터 연속  

10-15개의 펩타이드로 구성된 항원결정기 후보를 선별하 으며, 면역원성 분석과 3차원 구조 측을 통해 

가장 유용한 항원결정기 2종을 제시하 다. 이는 아시아 국가 내에서 감염빈도가 높은 3종의 라비바이러

스의 구별진단을 한 활용 가치가 높을 것으로 기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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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Recently, global warming has widened the habitat of mosquitoes and infection chances for 
mosquito-borne diseases are increasing. Flavivirus is a typical mosquito-borne virus. 
Flaviviruses with a relatively high frequency of infection in Asian countries include Zika, Dengue, 
and Japanese encephalitis viruses. Although distinctive diagnosis of flaviviruses is required 
because the symptoms and therapeutic method differ, there is no diagnostic method that can 
distinguish them accurately yet. In this study, we propose distinctive diagnosis method of 
flaviviruses using informations and analysis tools constructed in bioinformatic databases. The 
envelope protein and non-structural protein 1 which are useful protein for the 
immuno-diagnostics of three flaviviruses were selected. Their homology was analyzed by 
multiple sequence alignments and epitope candidates consisting of 10-15 amino acids were 
selected. Finally two epitopes were suggested to be most useful by immunogenicity analysis and 
3D structure prediction. These approaches and results are expected to be great value in the 
distinctive diagnosis of three flaviviruses with a high frequency of infection in Asian countri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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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 서 론

라비바이러스(Flavivirus)는 라비비리데 과

(Flaviviridae family)의 하  생물학  분류인 속

(genus)을 지칭한다. 라비바이러스의 표 인 종

(species)으로는 지카 바이러스(Zika virus), 뎅기 바이

러스(Dengue virus), 일본뇌염 바이러스(Japanese 

encephalitis virus), 황열 바이러스(Yellow fever virus), 

웨스트 나일 바이러스(West Nile virus)  세인트루이

스 뇌염 바이러스(St. Louis encephalitis virus) 등이 포

함된다[1-3].

라비바이러스들은 모두 공통의 특징을 갖는다. 이

들은 모두 40~65 나노미터(nm)의 크기로 구형

(spherical)의 형태이며, 자 미경을 이용하여 찰이 

가능하다. 한 라비바이러스의 유 자는 (+)단일가

닥의 리보핵산(RNA)으로, 약 10,000~11,000개의 염기

(base)로 구성되어있다. 이 리보핵산으로부터 약 3,400

개 내외의 아미노산이 합성되어 라비바이러스의 단

백질을 구성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4][5].

라비바이러스를 구성하는 단백질의 종류는 크게 

구조단백질(structural protein)과 비구조단백질(non- 

structural protein, NS)로 분류될 수 있다. 구조단백질

에는 캡시드 단백질(capsid protein, C), 구체 막단백

질(precursor membrane protein, prM), 막단백질

(membrane protein, M), 외피단백질(envelope protein, 

E) 등이 있고, 비구조단백질에는 비구조단백질 1(NS1), 

비구조단백질 2A(NS2A), 비구조단백질 2B(NS2B), 비

구조단백질 3(NS3), 비구조단백질 4A(NS4A), 비구조

단백질 4B(NS4B), 비구조단백질(NS5) 등이 있다

[2-4][6].

라비바이러스의 숙주(host)는 모기와 사람이기 때

문에, 라비바이러스에 감염된 모기에 사람이 물리게 

되면 사람에게 감염될 수 있다. 최근 보고된 연구결과

들에 의하면, 모기로부터 뿐만 아니라 수 이나 성 계

를 통해서도 사람에게 감염될 수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7][8].

라비바이러스에 감염되면 발열, 두통, 근육통, 오

한, 구토, 설사 등의 공통 증상이 나타난다고 알려져 있

었다[1][2][8]. 그러나 2015년 라질을 시작으로 최근 3

년 동안  세계에서 지카 바이러스의 발생

(outbreak)으로 인해 라비바이러스에 속하는 서로 다

른 종의 바이러스 감염에 한 구별의 필요성이 제기되

고 있는 상황이다. 특히 아시아 국가들의 경우에는, 감

염빈도가 비교  높은 지카 바이러스, 뎅기 바이러스 

 일본뇌염 바이러스 감염에 한 구별이 특히 요한 

상황이다.

세계보건기구(World Health Organization, WHO)에 

따르면 지카 바이러스의 경우 2015년 이후 라질에서

만 150만 명 이상의 감염자가 발생했고,  세계에서는 

감염자가 수 백만 명에 이르는 것으로 보고 다[9][10]. 

이 과정에서 지카 바이러스는 신생아 소두증

(microcephaly)이나 길랑-바  증후군(Guillain-Barre 

syndrome)과 같이 사람의 뇌를 비롯한 신경계에 치명

인 질병  손상을 유발하는 것으로 밝 졌다[11-14].

지카 바이러스와 구조 으로 상동성이 매우 높은 

라비바이러스인 뎅기 바이러스에 감염될 경우, 뎅기 출

열이나 뎅기 쇼크와 같은 뎅기 바이러스 감염 특이

인 증상이 나타날 수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특히 뎅

기 쇼크의 경우 한 치료를 받지 못할 경우 사망률

이 20%에 육박할 수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15-18]. 

일본뇌염 바이러스는 지카 바이러스나 뎅기 바이러스

와 달리 혼미, 경련, 정신  혼란 등과 같은 의식장애나 

혼수와 같은 증상은 물론 사망률이 35%에 이르는 뇌염

을 일으킬 수 있다고 알려져 있으며, 아시아 국가들에

서 매년 68,000명 이상의 환자가 감염되어 20,000명 내

외의 사망자가 발생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19-21].

최근 지구온난화로 인한  세계의 아열 화ㆍ온

화로 인해, 지카 바이러스와 뎅기 바이러스의 숙주 모

기인 흰  숲모기(Aedes albopictus)와 이집트 숲모기

(Aedes aegypti)의 서식지가 확 되고 있다[22][23]. 

한 일본뇌염 바이러스의 숙주 모기인 작은 빨간 집모기

(Culex tritaeniorhynchus)의 서식지 역시 확 되고 있

는 상황이다[24]. 모기매개 질병(mosquito-borne 

disease)에 한 감염기회가 높아짐에 따라, 이에 한 

비와 주의가 으로 요구되고 있는 상황이다. 

라비바이러스에 감염 을 경우, 각각의 바이러스별 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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염증상에도 일부 차이가 있고 특히 지카 바이러스 감염

의 경우에는 격리치료가 요구되기 때문에, 감염된 라

비바이러스가 어떤 종인지 정확하게 검출하거나 진단

하는 것이 매우 요하다.

라비바이러스 감염 여부를 확인하기 한 진단기

술은 크게 항원-항체(antigen-antibody) 반응을 기 로

하는 면역진단(immno-diagnostics)과 유 자 검출을 

기 로하는 분자진단(molecular diagnostics)으로 구분

할 수 있다[25][26]. 면역진단은 라비바이러스를 구성

하는 비구조단백질이나 외피단백질과 같은 단백질(항

원)을 직  검출하는 방법과 라비바이러스 감염으로 

인해 체내에서 생성된 라비바이러스에 한 이뮤노

로불린 M(IgM)  이뮤노 로불린 G(IgG)와 같은 

항체를 검출하는 방법이 표 이다[27-29]. 분자진단

은 라비바이러스의 유 자를 증폭시켜 증폭된 유

자의 존재 유무를 악하는 것이 부분이며, 합효소

연쇄반응(polymerase chain reaction, PCR), 실시간 

합효소연쇄반응(real-time PCR), 루 -매개 등온 유

자 증폭기술(loop-mediated isothermal amplification) 

등이 표 이다[30-32].

특히 아시아 국가들 에서 최근 감염빈도가 상 으

로 높은 지카 바이러스, 뎅기 바이러스  일본뇌염 바

이러스 등 3종의 라비바이러스 감염에 한 구별진

단이 더욱더 요해지고 있는 상황이다. 따라서 본 연

구에서는 지카 바이러스, 뎅기 바이러스  일본뇌염 

바이러스를 구별하기 한 연구방법론을 제시하고 이

의 활용방안에 해 논의하고자 한다.

구체 으로는 항원-항체반응을 기 로 하는 면역진

단 분야에서 아직까지 서로 다른 라비바이러스 구별

이 불가능하다는 한계를 극복하기 해, 여러 생물정보

학 련 데이터베이스(database, DB)를 이용하 다. 생

물정보학 데이터베이스에 구축된 정보들  생물정보

학  분석기법을 바탕으로, 라비바이러스를 구성하

고 있는 단백질들에 한 항원결정기(epitope)를 제시

하고, 이를 활용한 아시아 국가 내에서 감염빈도가 높

은 3종의 라비바이러스 구별을 한 면역진단 기술 

개발에 해 논의하고자 한다.

II. 연구 방법

1. 연구대상 선정

연구는 아시아 국가 내에서 감염빈도가 높은 3종의 

라비바이러스인 지카 바이러스, 뎅기 바이러스  일

본뇌염 바이러스를 상으로 하 다. 생물정보학 연구 

분야의 유명 포털  하나인, 스 스 생물정보학 연구

소(Swiss Institute of Bioinformatics, SIB)에서 제공하

는 ExPASy(http://www.expasy.org)의 ViralZone 데

이터베이스로부터 라비바이러스를 구성하는 여러 종

류의 단백질을 확인하 다. 여러 종류의 단백질 에서

도, 면역진단에 용하기 해 바이러스의 외부에 노출

되어 있어 항체의 근  결합이 유리한 단백질인 외

피단백질  비구조단백질 1을 3종의 라비바이러스 

구별을 한 표  단백질로 선정하 다.

2. 표적 단백질별 아미노산 서열 확인

라비바이러스 3종에 한 아미노산 서열은 유럽 생

물정보학 연구소(The European Bioinformatics 

Institute, EMBL-EBI), 미국 단백질 정보 자원(Protein 

Information Resource, PIR)  스 스 생물정보학 연

구소(SIB)에 구축되어 있는 정보들을 바탕으로 구성된 

UniProt (Universal Protein Resource) 데이터베이스

(http:// www.uniprot.org)를 이용해 확인하 다. 

여러 가지의 데이터  실험 으로 검증된 데이터를 

선별하 다. 지카 바이러스의 엔트리(entry)는 Q32ZE1, 

뎅기 바이러스와 일본뇌염 바이러스의 엔트리는 각각 

P29990와 P27395를 선정하 으며, 이로부터 각 단백질

별 아미노산 서열을 확인하 다. 지카 바이러스의 경우, 

체 3,419개의 아미노산 에서 외피단백질은 291번부

터 790번까지의 아미노산, 비구조단백질 1은 791번부터 

1142번까지의 아미노산을 상으로 하 다. 뎅기 바이

러스의 경우, 체 3,391개의 아미노산 에서 외피단백

질은 281번부터 775번까지의 아미노산, 비구조단백질 1

은 776번부터 1127번까지의 아미노산을 상으로 하

다. 일본뇌염 바이러스의 경우, 체 3,432개의 아미노

산 에서 외피단백질은 295번부터 794번까지의 아미

노산, 비구조단백질 1은 795번부터 1146번까지의 아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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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산을 상으로 하 다. 

3. 표적 단백질간 아미노산 서열 상동성 분석

지카 바이러스, 뎅기 바이러스  일본뇌염 바이러스

의 외피단백질  비구조단백질 1 모두 UniProt 데이터

베이스에서 제공되는 다  서열 분석도구(multiple 

sequence alignment)를 이용하 다. 다  서열 분석을 

통해 각각의 표  단백질간 동일성(identity)과 유사성

(similarity)을 바탕으로 상동성을 분석하 다.

4. 표적 단백질별 항원결정기 선별

표  단백질별 아미노산 서열의 상동성 분석으로부

터, 항원결정기는 (1) 9개~15개의 연속 인 아미노산 

서열로 이루어진 펩타이드(peptide), (2) 11.11% 이하의 

동일성을 갖는 펩타이드, (3) 3차원 구조 확인( 측)을 

통한 외곽 부분에 존재 여부 등의 세 가지 기 을 동시

에 충족하는 후보군을 선별하 다.

일반 으로 단백질이 아닌 펩타이드를 면역원

(immunogen)으로 이용하여 항체를 생산하고자 할 경

우, 6개~15개의 연속 인 아미노산으로 구성된 펩타이드

가 하다고 알려져 있다[33-35]. 3차원 구조 측이 

가능한 최소 아미노산 수인 9개를 고려하여, 9개~15개의 

연속 인 아미노산 서열로 이루어진 펩타이드를 각각의 

바이러스 구별을 한 항원결정기로 선별하 다.

항원결정기로부터 생성된 항체는 일반 으로 5개~20

개 정도의 연속 인 아미노산을 인지하는 것으로 알려

져 있다[36]. 즉, 서로 다른 라비바이러스의 동일한 

표  단백질 일부분 에서 1개의 동일한 아미노산 서

열이 포함되어 있다 할지라도, 이는 연속 인 아미노산 

서열을 동시에 인지하는 항체의 특성으로 비추어 볼 때 

무시할만한 요소이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 도출 가능한 

항원결정기의 아미노산 수인 9개~15개 에서 1개의 

아미노산이 동일하다고 가정했을 경우, 가장 높은 확률

인 11.11%(1/9)를 별도의 항원결정기 선별을 한 컷-

오 (cut-off) 기 으로 정하 다.

마지막으로 표  단백질의 3차원 구조 확인( 측)을 

통해, 해당 항원결정기가 표  단백질의 외곽 부 에 

존재하는지 확인한 다음 외곽 부 에 존재하는 것이 확

인된 경우 최종 항원결정기로 선별하 다. 3차원 구조 

확인( 측)은 스 스 생물정보학 연구소(SIB)에서 제

공하는 데이터베이스 의 하나인 Swiss-Model 

(http://swissmodel.expasy.org)을 이용하 다. 앞선 두 

가지 기 을 모두 만족하는 항원결정기라 할지라도, 표

 단백질의 외곽 부 에 존재하지 않는다면 이로부터 

생산된 항체를 실제 면역진단에 용할 수 없을 가능성

이 높다. 따라서 의 3가지 조건을 모두 만족하는 항원

결정기를 서로 다른 3종의 라비바이러스 구별을 

한 항원결정기로 선별하 다.

5. 표적 단백질별 항원결정기의 면역원성 및 3차

원 구조 예측

선별된 항원결정기들 에서 실제 생물학  실험에 

이용되었을 경우 그 성공 가능성이 높은 항원결정기를 

선별하기 해 면역원성과 3차원 구조를 측하 다. 

항원결정기의 생체 내 면역원성은 미국 국립 알 르기 

 감염병 연구소(National Institute of Allergy and 

Infectious Diseases, NIAID)에서 제공하는 Immune 

Epitope Database and Analysis Resource (IEDB) 데이

터베이스(http://www.iedb.org)를 이용하여 측하

다. 이 때, 면역원성 측은 'BepiPred Linear Epitope 

Prediction' 모드에서 수행하 다. 

항원결정기의 3차원 구조 측에는, 펩타이드 3차원 

구조 측을 한 분석도구인 Mobyle@RPBS 데이터

베이스에서 제공하는 PEP-FOLD 3.5를 이용하 다. 이

를 종합하여 면역원성 수(score)가 양(+)의 수를 갖

는 동시에 3차원  입체구조를 갖는 항원결정기를 서

로 다른 3종의 라비바이러스를 구별하기 한 항원

결정기로 최종 선정하 다.

III. 연구 결과 및 논의

1. 플라비바이러스 3종에 대한 표적 단백질 정보

아시아 국가 내에서 상 으로 감염빈도가 높은 3종

의 라비바이러스 구별을 한 표  단백질의 아미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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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 서열은 ViralZone 데이터베이스  UniProt 데이터

베이스로부터 얻어진 정보들을 종합 으로 분석하여 

선정하 다.

우선 항원-항체반응을 기반으로 하는 면역진단의 경

우, 항체가 표 단백질에 근하여 결합하기 쉬워야 한

다. 따라서 ViralZone 데이터베이스로부터 라비바이

러스를 구성하고 있는 여러 가지 단백질 , 바이러스

의 표면에 노출되어 있는 단백질을 선별하 다. 표면에 

노출되어 있는 단백질로는 구체 막단백질, 외피단백

질  비구조단백질 1이 확인되었다. 그러나 구체 막

단백질은 아미노산 수가 약 160개 내외로 구성되어 있

기 때문에, 약 500개 내외로 구성된 외피단백질과 약 

350개 내외로 구성된 비구조단백질 1에 비해 상 으

로 크기가 작고, 표면에 노출되어 있지만 외피단백질에 

의해 상당 부분이 가려져 있어 연구 상으로는 포함시

키지 않았다. 따라서 지카 바이러스, 뎅기 바이러스  

일본뇌염 바이러스 외피단백질과 비구조단백질 1을 항

원결정기 측 연구를 한 표  단백질로 선정하 다.

3종의 라비바이러스 모두 UniProt 데이터베이스에 

축 된 데이터의 수가 지카 바이러스는 755개, 뎅기 바

이러스는 7,028개, 일본뇌염 바이러스는 7,758개로 방

하다. 한 각 라비바이러스의 데이터별로도 주요 단

백질을 구성하는 아미노산의 수와 아미노산 서열에도 

차이가 있다. 3종의 라비바이러스와 련된 여러 데

이터들 에서도 주석 수(annotation score)가 5  만

  5 인 데이터를 선별하 다. UniProt 데이터베이

스에서 주석 수 1 은 특정되지 않은 단백질, 2 은 

상되는 단백질, 3 은 상동성(homology)이 높은 단

백질로부터 추론된 단백질, 4 은 사체(transcript) 

수 에서 실험 으로 검증된 데이터, 5 은 단백질 수

에서 실험 으로 검증된 데이터를 의미한다. 즉, 주석 

수가 5 인 데이터는 수 많은 연구자들로부터 생물

학  실험을 거쳐 검증된 정보를 포함하고 있고 가장 

활발히 연구되고 있는 데이터로 볼 수 있기 때문에, 해

당 데이터는 바이러스를 표한다고 해석할 수 있다. 

한 항원결정기 측은 정확한 아미노산 서열 정보를 

기반으로 하기 때문에, 주석 수가 5 인 데이터가 가

장 정확도가 높다고 할 수 있다.

주석 수가 5 인 데이터는 지카 바이러스의 경우 2

개, 뎅기 바이러스의 경우 26개, 일본뇌염 바이러스의 

경우에는 9개가 포함되어 있었다. 지카 바이러스는 아

리카형과 유럽형이 있었지만, 아시아형과 상 으

로 상동성이 높은 아 리카형을 선정하 다. 뎅기 바이

러스는 아시아 지역에서 특징 으로 나타나는 것으로 

알려져 있는 청형 2(serotype 2)를 선정하 다[37]. 

일본뇌염 바이러스 역시 아시아 지역에서 감염 빈도가 

높고 재 일본뇌염 백신으로 이용되고 있는 SA-14형

을 선정하 다[38]. 본 연구에 활용된 라비바이러스

의 UniProt 엔트리  각 엔트리의 표  단백질 정보는 

[표 1]에 나타내었다.

표 1. 플라비바이러스 3종에 대한 표적 단백질 정보

바이러스
UniProt
Entry

체 아미노산 수

외피단백질 (E) 비구조단백질 1 (NS1)

지카 
바이러스

Q32ZE1
3,419개

500개 (291-790번) 352개 (791-1142번)

뎅기
바이러스

P29990
3,391개

495개 (281-775번) 352개 (776-1127번)

일본 뇌염
바이러스

P27395

3,432개

500개 
(295-794번)

352개 (795-1146번)

2. 표적 단백질간 아미노산 서열의 상동성 분석

3종의 라비바이러스의 구별을 한 표  단백질인 

외피단백질과 비구조단백질 1에 한 상동성 분석을 

해 UniProt에서 제공되는 다  서열 분석도구를 이

용하 다. [표 2]에 나타낸 바와 같이, 동일한 치에 동

일한 아미노산이 치하는 경우가 외피단백질은 

39.29%, 비구조단백질 1은 43.18%로 나타났다. 한 동

일한 치에 성질이나 극성이 유사한 아미노산이 치

하는 경우가 외피단백질은 34.60%, 비구조단백질 1은 

31.53%로 나타났다. 이로부터 3종 라비바이러스의 

외피단백질은 73.89%, 비구조단백질 1은 74.71%가 동

일한 치에 같은 아미노산이나 유사한 아미노산이 

치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3종 라비바이러스 구별을 한 항원결정기 선정을 

해 [그림 1]에 나타낸 바와 같이 다  서열 분석 결과

를 도식화 하 으며, 외피단백질로부터는 11개, 비구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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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 3종 플라비바이러스의 표적 단백질간 아미노산 서열 상동성 분석

단백질 1로부터는 4개의 선정 가능한 항원결정기 후보

가 있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표 2. 표적 단백질간 아미노산 서열의 상동성 분석

표  단백질 동일성 유사성 동일·유사성
외피단백질

(E)
39.29% 34.60% 73.89%

비구조단백질 1
(NS1)

43.18% 31.53% 74.71%

항원결정기 후보를 선정함에 있어, 1차 으로 항체가 

인지하는 항원결정기가 일반 으로 5개~20개의 연속

인 아미노산으로 구성되어 있다는 특징을 고려하 다

[36]. 한 펩타이드를 이용하여 단일클론항체를 생산

하고자 할 경우 15개 이하의 아미노산이 유리하다는 

과 3차원 구조 측이 가능한 최소 아미노산 수인 9개

를 종합 으로 고려하여 항원결정기의 아미노산 수를 

최소 9개에서 최  15개로 한정하 다. 라비바이러스

간 동일성의 경우 컷-오  11.11%로 정하 다. 이는 항

원결정기를 구성하는 아미노산 수의 범 (9개~15개) 

, 1개의 아미노산이 동일할 경우를 허용하는 최  범

이다. 기존의 연구에 따르면 단일클론항체의 경우에

는 항원결정기로 작용하는 15개 내외의 아미노산 , 1

개의 아미노산만이 바 더라도 그로부터 생성되는 단

일클론항체의 특성이 달라지는 것으로 나타났다[39]. 

따라서 1개의 아미노산이 동일하다고 할지라도 다른 

종의 라비바이러스간에 교차반응이 일어날 확률은 

매우 희박하다. 그러므로 1개의 아미노산의 동일한 경

우에는 항원결정기 도출을 한 후보로 포함시켰다.

3. 표적 단백질의 항원결정기 선별

3종의 라비바이러스의 외피단백질과 비구조단백질 

1에 해 각각 항원결정기로 활용 가능한 후보군을 선

별하 다. 외피단백질에 한 11개의 항원결정기 후보

(E1, E2, E3, E4, E5, E6, E7, E8, E9, E10, E11)의 경우, 

게는 10개에서 많게는 15개의 아미노산으로 구성되

어 있었으며, 동일성은 모두 11.11% 미만이었다[표 3]. 

추가 으로 Swiss-Model 데이터베이스를 이용하여 외

피단백질의 3차원  구조를 측해 본 결과 11개의 항

원결정기 후보 , 5개의 항원결정기 후보(E1, E3, E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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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3. 외피단백질의 항원결정기 후보군

후보
번호

아미노산 서열정보  치 동일성
항체 근
용이성

E1
 ·지    카: IELVTTTVSNM      /   43~53
 ·뎅    기: FELIKTEAKQP      /   43~53
 ·일본뇌염: VRMINIEASQL      /   43~53

0/11
(0.00%)

X

E2
 ·지    카: RIMLSVHGSQHSGMI  / 138~152
 ·뎅    기: TIVITPHSGEEHA-V  / 138~151
 ·일본뇌염: EVHIFVHGTTTSENH  / 138~152

1/15
(6.67%)

O

E3
 ·지    카: Y----ETDEDRAKVE  / 154~164
 ·뎅    기: N----DTGKHGKEIK  / 153~163
 ·일본뇌염: NYSAQVGASQAAKFT / 154~168

0/15
(0.00%)

X

E4
 ·지    카: PRAEATLGGF       / 170~179
 ·뎅    기: STTEAELTGY       / 169~178
 ·일본뇌염: PSITLKLGDY       / 174~183

1/10
(10.00%)

O

E5
 ·지    카: FSDLYYLTMNN      / 194~204
 ·뎅    기: FNEMVLLQMEN      / 193~203
 ·일본뇌염: TEAFYVMTVGS      / 198~208

0/11
(0.00%)

X

E6
 ·지    카: HAGADTGTPHWNNK   / 222~235
 ·뎅    기: LPGADTQGSNWIQK   / 221~234
 ·일본뇌염: TSPS---STAWRNR / 226~236

1/14
(7.14%)

O

E7
 ·지    카: LEAEMDGAKGR      / 269~279
 ·뎅    기: TEIQMSS-GNL      / 268~277
 ·일본뇌염: IVVEYSS-SVK      / 270~279

0/11
(0.00%)

X

E8
 ·지    카: VQMAVDMQTLTP     / 339~350
 ·뎅    기: FEI-MDLEKRHV     / 337~347
 ·일본뇌염: IVSVASLNDMTP     / 339~350

0/12
(0.00%)

O

E9
 ·지    카: VITESTENSKMML   / 360~372
 ·뎅    기: IVTEK--DSPVNI   / 357~367
 ·일본뇌염: FVATSSANSKVLV   / 360~372

1/13
(7.69%)

X

E10
 ·지    카: VGDKKITHHWHRS   / 387~399
 ·뎅    기: VEPGQLKLNWFKK   / 382~394
 ·일본뇌염: RGDKQINHHWHKA   / 387~399

1/13
(7.69%)

O

E11
 ·지    카: TKNGSISLTCLAL   / 475~487
 ·뎅    기: SRSTSLSVTLVLV   / 470~482
 ·일본뇌염: ARDRSIALAFLAT   / 475~487

1/13
(7.69%)

O

표 4. 비구조단백질 1의 항원결정기 후보군

후보
번호

아미노산 서열정보  치 동일성
항체 근
용이성

N1
 ·지    카: VGSVKNPMWRGPQR   / 90~103
 ·뎅    기: TGDIKGIMQAGKRS   / 90~103
 ·일본뇌염: VNKPVGRYRSAPKP  / 90~103

0/14
(0.00%)

X

N2
 ·지    카: PVPVNELPHG       / 105~114
 ·뎅    기: RPQPTELKYS       / 105~114
 ·일본뇌염: SMTQEKFEMG       / 105~114

0/10
(0.00%)

O

N3
 ·지    카: SYFVRAAKTNN      / 121~131
 ·뎅    기: AKMLSTESHNQ      / 121~131
 ·일본뇌염: SILFAPELANS      / 121~131

1/11
(9.09%)

O

N4
 ·지    카: HSEELEIRFEE      / 269~279
 ·뎅    기: HLGKLEMDFDF      / 269~279
 ·일본뇌염: DENGIVLDFDY      / 269~279

1/11
(9.09%)

O

E7, E9)는 상 으로 외피단백질의 내부에 치하기 

때문에 항체가 근하기에 어려움이 있을 것으로 단

하 다[그림 2]. 따라서 외피단백질로부터는 E1, E3, 

E5, E7, E9를 제외하고, 항체의 근이 용이한 E2, E4, 

E6, E8, E10, E11를 면역원성  부분  3차원 구조 

측을 한 항원결정기 후보로 선별하 다.

비구조단백질 1에 한 4개의 항원결정기 후보(N1, 

N2, N3, N4)의 경우, 게는 10개에서 많게는 14개의 

아미노산으로 구성되어 있었으며, 동일성은 모두 

11.11% 미만이었다[표 4]. 4개의 항원결정기 후보 , 

항원결정기 후보 N1은 비구조단백질 1의 3차원 구조 

측 결과에 비추어 보았을 때, 상 으로 내부에 

치하기 때문에 항체가 근하기에 어려움이 있을 것으

로 단하 다[그림 3]. 따라서 비구조단백질 1로부터

는 N1을 제외하고, 항체의 근이 용이한 N2, N3, N4를 

면역원성  부분  3차원 구조 측을 한 항원결정

기 후보로 선별하 다. Swiss-Model 데이터베이스상

에서 [그림 2]와 [그림 3]에 나타낸 각각의 단백질에 

한 아미노산 치(순서)와 해당 서열을 직  확인할 수 

있고, 마우스의 클릭-드래그 과정을 통해 3차원 인 회

이 가능하다. 따라서 의 과정을 통해 일일이 항원

결정기 후보의 표면 노출여부를 악하 다.

4. 표적 단백질별 항원결정기의 면역원성 분석 및 

3차원 구조 예측

외피단백질로부터 선별된 6종의 항원결정기  비구

조단백질 1로부터 선별된 3종의 항원결정기를 포함한 

총 9종의 항원결정기에 해 IEDB 데이터베이스를 통

해 면역원성을 분석하고, PEP-FOLD 3.5 분석도구를 

이용하여 항원결정기의 3차원 구조를 측하 다. 

선별된 항원결정기를 단일클론항체 생산을 해 숙

주 생명체 내로 주입하 을 때 면역원성이 낮다면 항원

결정기로서의 의미가 없다. 본 연구는 면역진단에 활용 

가능한 각각의 라비바이러스에 특이 으로 반응할 

수 있는 단일클론항체 생산을 한 정보를 제공하는 것

이 목 이므로, IEDB 데이터베이스에서 제공하는 여러 

가지의 항원결정기 측 모드 에서도 항체 생산과 

련도가 가장 높은 'B 세포 항원결정기 측(B Cell 

Epitpe Prediction)' 모드를 이용하 다. 한 펩타이드 

항원결정기는 모두 연속 인 아미노산으로 구성된 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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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 3종 플라비바이러스 비구조단백질 1(NS1)의 3차원적 구조 예측 및 항원결정기 후보별 위치

그림 2. 3종 플라비바이러스 외피단백질(E)의 3차원적 구조 예측 및 항원결정기 후보별 위치

태이기 때문에, 해당 항원결정기의 면역원성 분석에 

합한 'BepiPred' 모드에서 분석을 수행하 다. 

'BepiPred' 모드는 백신이나 진단을 한 단일클론항체 

설계를 한 목 으로 개발되었으며, 인간면역결핍바

이러스(human immunodeficiency virus, HIV) 정보를 

활용하여 그 기능이 입증된 바 있어 재까지 많은 연

구자들이 활용하고 있다[40]. 

외피단백질의 항원결정기인 E2, E4, E6, E8, E10, E11

의 면역원성을 분석한 결과, 지카 바이러스에서는 

E4(+0.560), E6(+1.452), E10(+0.111), 뎅기 바이러스에

서는 E2(+0.471), E4(+0.788), E6(+1.051), 일본뇌염 바

이러스에서는 E2(+0.037), E6(+1.086), E10(+0.299)이 

양(+)의 값을 가졌기 때문에 항원결정기로 합한 것으

로 분석되었다[표 5]. 한 비구조단백질 1(NS1)의 항

원결정기인 N2, N3, N4의 면역원성을 분석한 결과, 지

카 바이러스에서는 N2(+0.901)  N3(+0.033), 뎅기 바

이러스에서는 N2(+1.209)  N3(+0.373), 일본뇌염 바

이러스에서는 N2(+0.323)가 양(+)의 값을 가졌기 때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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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 항원결정기로 합한 것으로 분석되었다[표 6]. 특징

인 것은 외피단백질의 경우에는 E6, 비구조단백질 1

의 경우에는 N2가 3종의 라비바이러스에서 모두 가

장 면역원성이 높으면서 3차원 구조를 이루는 항원결정

기로 측되었다. 이는 해당 부 가 상동성은 낮지만, 

각각의 라비바이러스에서 면역원성(immunogenicity) 

유발에 있어 심 인 역할을 하는 부 로 추론해볼 수 

있을 것이므로, 해당 부 에 한 생물학  검증과 

련하여 심층 인 연구가 필요할 것으로 생각된다.

펩타이드로 구성된 항원결정기의 경우, 단순한 선형

(linear) 구조보다는 헬릭스(helix), 시트(sheet)  루

(loop) 등과 같이 3차원 인 입체 구조를 가질 경우 면

역원성이 높은 것으로 알려져 있다[35]. 따라서 항원결

정기의 3차원 구조 형성 여부를 악하기 해 

PEP-FOLD 3.5를 이용하 다. PEP-FOLD는 화학  

생명과학 연구자들이 펩타이드의 아미노산 서열로부터 

구조를 온라인 상에서 손쉽게 측할 수 있도록 설계된 

데이터베이스로, 특히 9개~23개의 아미노산으로 구성

된 펩타이드의 구조를 측하는데 매우 유용하다[41]. 

한 이황화 결합(disulfide bond)과 같은 정보를 포함

하거나, 분석 가능한 아미노산 수를 증가시키는 등 지

속 인 업그 이드가 이루어지고 있다[42]. PEP- 

FOLD 3.5를 이용하여 항원결정기의 3차원 구조를 

측해본 결과, 외피단백질의 항원결정기에서는 지카 바

이러스의 경우 E4, E6, E10, E11, 뎅기 바이러스의 경우 

E4  E6, 일본뇌염 바이러스의 경우 E2, E6, E8, E10이 

3차원 구조를 갖는 것으로 분석되었다[표 5]. 비구조단

백질 1의 항원결정기에서는 지카 바이러스의 경우 N2 

 N4, 뎅기 바이러스의 경우 N2  N3, 일본뇌염 바이

러스의 경우 N2가 3차원 구조를 갖는 것으로 분석되었

다[표 6].

앞서 IEDB 데이터베이스의 'BepiPred' 모드에서분

석된 단일클론항체 개발을 한 항원성을 의미하는 면

역원성과 PEP-FOLD 3.5 분석도구를 이용한 3차원 구

조 형성여부를 종합 으로 고려하여 3종의 라비바이

러스 구별을 한 항원결정기를 선정하 다.

표 5. 외피단백질 항원결정기의 적합성 분석

후보
번호

아미노산 서열정보 면역원성
3차원 구조
형성여부

E2
 ·지    카: RIMLSVHGSQHSGMI
 ·뎅    기: TIVITPHSGEEHA-V
 ·일본뇌염: EVHIFVHGTTTSENH

 -0.410
 +0.471
 +0.037

X 
X
O

E4
 ·지    카: PRAEATLGGF
 ·뎅    기: STTEAELTGY
 ·일본뇌염: PSITLKLGDY

+0.560
+0.788
-0.285

O
O
X

E6*
 ·지    카: HAGADTGTPHWNNK*
 ·뎅    기: LPGADTQGSNWIQK*
 ·일본뇌염: TSPS---STAWRNR*

+1.452
+1.051
+1.086

O
O
O

E8
 ·지    카: VQMAVDMQTLTP
 ·뎅    기: FEI-MDLEKRHV
 ·일본뇌염: IVSVASLNDMTP

-0.235
-0.667
-0.130

X
X
O

E10
 ·지    카: VGDKKITHHWHRS
 ·뎅    기: VEPGQLKLNWFKK
 ·일본뇌염: RGDKQINHHWHKA

+0.111
-0.087
+0.299

O
X
O

E11
 ·지    카: TKNGSISLTCLAL
 ·뎅    기: SRSTSLSVTLVLV
 ·일본뇌염: ARDRSIALAFLAT

-0.545
-0.734
-0.766

O
X
X

* 최종 선정된 항원결정기

표 6. 비구조단백질 1 항원결정기의 적합성 분석

후보
번호

아미노산 서열정보 면역원성
3차원 구조
형성여부

N2*
 ·지    카: PVPVNELPHG*
 ·뎅    기: RPQPTELKYS*
 ·일본뇌염: SMTQEKFEMG*

+0.901
+1.209
+0.323

O
O
O

N3
 ·지    카: SYFVRAAKTNN
 ·뎅    기: AKMLSTESHNQ
 ·일본뇌염: SILFAPELANS

+0.033
+0.373
-0.305

X
O
X

N4
 ·지    카: HSEELEIRFEE
 ·뎅    기: HLGKLEMDFDF
 ·일본뇌염: DENGIVLDFDY

-0.142
-0.633
-0.296

O
X
X

* 최종 선정된 항원결정기

5. 3종 플라비바이러스 구별을 위한 항원결정기 

선정

3종 라비바이러스 구별을 한 최 의 항원결정기

를 외피단백질로부터 1종, 비구조단백질 1로부터 1종을 

선정하 으며, 최종 항원결정기는 각각의 라비바이

러스별로 2종을 제시하 다. 최종 선정은 양(+)의 면역

원성을 갖는 동시에 3차원 구조를 형성할 것으로 측

되는 항원결정기에 우선순 를 두었다. 이 때, 실제 단

일클론항체 생산과 같은 생물학  실험으로의 용 가

능성을 고려하여 3차원 구조 형성여부를 우선 으로 

고려하 으며, 차순으로 양(+)의 면역원성  높은 값

을 갖는 항원결정기를 고려하 다.

3종의 라비바이러스 모두 외피단백질로부터는 E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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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원결정기를, 비구조단백질 1로부터는 N2 항원결정기

를 최종 선정하 다. 외피단백질로부터 선정된 항원결

정기를 보면, 지카 바이러스의 경우 3차원 구조를 가질 

것으로 측되는 항원결정기는 E4, E6, E10, E11의 4종

이 있었지만, 이 에서 E6이 면역원성이 가장 높은 것

으로 분석되어 최종 선정하 다. 뎅기 바이러스의 경우 

E4와 E6이 3차원 구조를 가질 것으로 측되었지만, 

E6이 면역원성이 가장 높은 것으로 분석되어 최종 선

정하 다. 일본뇌염 바이러스의 경우 E2, E6, E8, E10이 

3차원 구조를 가질 것으로 측되었지만, 다른 라비

바이러스들과 마찬가지로 E6이 면역원성이 가장 높은 

것으로 분석되어 최종 선정하 다. 물론 면역원성이 가

장 높은 항원결정기만을 최종 선정하 지만, 지카 바이

러스의 E4, 뎅기 바이러스의 E4  일본뇌염 바이러스

의 E10의 경우에도 상 으로 높은 양(+)의 면역원성

을 갖는 동시에, 3차원 구조를 가지는 것으로 분석되었

다. 따라서 이들을 이용한 항원결정기로의 활용가능성

을 간과해서는 안 될 것으로 단된다. 

비구조단백질로부터 선정된 항원결정기를 보면, 지

카 바이러스의 경우에는 3차원 구조를 가질 것으로 

측되는 항원결정기는 N2와 N4가 있었지만, 이 에서 

N2이 면역원성이 가장 높은 것으로 분석되어 최종 선

정하 다. 뎅기 바이러스의 경우의 경우에는 N2와 N3

이 3차원 구조를 가질 것으로 측되었지만, N2가 면역

원성이 가장 높은 것으로 분석되어 최종 선정하 다. 

일본뇌염 바이러스의 경우에는 N2만이 3차원 구조를 

가질 것으로 측되어 선정하 다. 일본뇌염 바이러스 

N2의 경우에는 면역원성이 +0.323으로 지카 바이러스

와 뎅기 바이러스 N2의 면역원성인 +0.901  +1.209에 

비해 비교  낮은 수치이지만, 양(+)의 값을 갖는 항원

결정기는 실제 생명체 내에서 면역반응을 일으켜 항체 

생성을 유도할 가능성이 높은 후보이다. 비구조단백질

에서도 외피단백질과 마찬가지로 면역원성이 가장 높

은 항원결정기만을 최종 선정하 지만, 뎅기 바이러스

의 N3의 경우에도 상 으로 높은 양(+)의 면역원성

을 갖으며 3차원 구조를 가지는 것으로 분석되었기 때

문에, 항원결정기로의 활용 가능성을 간과해서는 안 될 

것으로 단된다. 

최종 선정된 항원결정기의 3차원 구조를 심층 으로 

살펴보면, 지카 바이러스의 E6는 부분 으로 시트형태

를 나타내고 있었으며, 이 외의 모든 항원결정기는 헬

릭스 형태의 3차원 구조를 갖는 것으로 측되었다[그

림 4]. 지카 바이러스 N2의 경우 다른 헬릭스 구조에 비

해 상 으로 가느다란 헬릭스 형태를 보이는데, 이는 

뎅기 바이러스나 일본뇌염 바이러스의 N2에 비해 상

으로 불안정한 헬릭스 형태를 나타내기 때문이다. 어

디까지나 측결과이기 때문에 선형으로 존재할 가능

성도 있지만, 지카 바이러스의 비구조단백질 1에서 도

출 가능한 유일한 항원결정기이기 때문에 이러한 도 

고려되어야 할 것으로 생각된다. 실제 항원결정기로 활

용 가능성을 단하기 해서는 생물학  실험을 통해 

검증과정을 거쳐야 할 것이다. 

그림 4. 3종의 플라비바이러스 구별을 위한 항원결정기들의 

3차원 구조 예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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각 라비바이러스의 외피단백질과 비구조단백질로

부터 최종 선정된 6종의 항원결정기는 각각의 라비

바이러스를 구성하는 단백질의 일부분으로, 면역원성

이 양(+)의 값을 갖는 동시에 3차원 구조를 갖는다는 

공통의 특징이 있다. 하지만 아미노산 서열이 모두 다

르기 때문에, 각각의 바이러스를 구별하기 한 면역진

단기술 개발을 한 항원결정기 설계에 있어 요한 지

표로 활용이 가능할 것이다. 

IV. 결 론

본 연구에서는 여러 가지 생물정보학 데이터베이스

를 활용한 정보  분석기법을 바탕으로, 아시아 국가 

내에서 감염빈도가 상 으로 높은 3종의 라비바이

러스인 지카 바이러스, 뎅기 바이러스  일본뇌염 바

이러스 감염으로부터 이들을 구별하기 한 항원결정

기를 도출하 다. 바이러스 정보가 구축된 데이터베이

스, 단백질에 한 아미노산 서열이 구축된 데이터베이

스, 아미노산 서열 분석도구, 단백질 3차원 구조 측 

데이터베이스, 항원결정기 면역원성 분석 데이터베이

스, 펩타이드 3차원 구조 측 데이터베이스 등의 생물

정보학 련 데이터베이스를 종합 으로 활용하 으

며, 이로부터 3종의 라비바이러스가 공통으로 갖는 

여러 종류의 단백질 에서도 면역진단에 유리한 외피

단백질  비구조단백질 1을 표  단백질로 선정하

다. 생물정보학  근을 통해 표  단백질 내에서도 

각각의 라비바이러스간에 차별성이 두드러지는 부분

을 선별하 으며, 이를 면역진단 기술 개발을 한 항

원결정기로 제시하 다.

지카 바이러스의 경우에는 외피단백질로부터 도출된 

E6 항원결정기(N'-HAGADTGTPHWNNK-C')[표 5]

[그림 4]  비구조단백질 1로부터 도출된 N2 항원결정

기(N'-PVPVNELPHG-C')[표 6][그림 4], 뎅기 바이러

스의 경우에는 외피단백질로부터 도출된 E6 항원결정

기(N'-LPGADTQGSNWIQK-C')[표 5][그림 4]  비

구조단백질 1로부터 도출된 N2 항원결정기(N'- 

RPQPTELKYS-C')[표 6][그림 4], 일본뇌염 바이러스

의 경우에는 외피단백질로부터 도출된 E6 항원결정기

(N'-TSPSSTAWRNR-C')[표 5][그림 4]  비구조단

백질 1로부터 도출된 N2 항원결정기 (N'- 

SMTQEKFEMG-C')[표 6][그림 4]가 3종의 라비바

이러스 구별을 한 항원결정기로 합하다고 단되

었다. 이러한 항원결정기들은 항원을 검출하는 항원진

단에 활용할 수 있는 동시에, 재 주요 라비바이러

스 구별을 해 활발히 연구되고 있는 항체 검출을 통

한 진단기술에서 발생하는 라비바이러스간 교차반응

(cross-reactivity)의 한계를 극복할 수 있을 것으로 생

각된다[43][44]. 즉, 제안된 생물정보학  근방법  

결과들을 바탕으로, 면역진단 기술 분야에서 라비바

이러스 구별이라는 난제를 해결하는데 핵심 인 실마

리를 제공할 수 있을 것으로 기 된다.

향후에는 지구온난화로 인한 열 ·온 ·아열  지역

이 더욱더 확 될 것으로 상된다. 따라서 라비바이

러스의 숙주인 모기의 서식지 역시 확 될 것으로 상

되기 때문에, 이러한 기후변화에 한 주의와 응책이 

필요한 상황이다. 본 연구를 통해 도출된 항원결정기를 

바탕으로 지카 바이러스, 뎅기 바이러스  일본 뇌염 

바이러스 등과 같은 3종의 라비바이러스 각각에 특

이 인 단일클론항체를 개발하여 면역진단 기술에 활

용한다면, 기후변화에 따른 신·변종 바이러스 출 에 

응하기 한 도구로 사회·경제 , 보건·의료  가치

가 매우 클 것으로 기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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