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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 연구 배경

  지카 바이러스는 신생아의 소두증을 유발하는 바이러

스로 잘 알려져 있으며, 인체감염사례는 1952년 우간다

와 탄자니아에서 처음 보고된 바 있다. 2015년 이후 브

라질에서 인체 감염사례가 보고된 이후, 중남미ㆍ오세아

니아ㆍ아시아ㆍ아프리카 등 전 세계에서 지카 바이러스 

감염환자가 발생했다. 따라서 세계보건기구(WHO)는 지

카 바이러스에 대응하기 위해 ‘국제 보건 비상사태’를 선

포하기도 했다. 지구 온난화에 의한 아열대성 기후 지역

의 확대로 인해 모기의 서식지 역시 지구촌 전역으로 확

대되고 있는 상황이다. 지카 바이러스 외에도 뎅기 바이

러스가 최근 아시아 지역에서 심심치 않게 감염 사례가 

보고되고 있다.

  두 바이러스 모두 플라비바이러스 속에 해당하는 바이

러스로 약 3,400 여개의 아미노산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캡시드 단백질(C), 펩타이드 전구체(pr), 매트릭스 단백

질(M), 표피 단백질(E) 등의 ‘구조단백질’과 특정한 구조

를 이루지 않는 ‘비구조단백질(NS)’로 구성되어 있다 [그

림 1][1]. 두 바이러스는 이집트 숲모기나 흰줄 숲모기를 

매개로 인체에 감염될 수 있다는 점과 급성 발열을 동반

한다는 점에서 매우 유사하지만, 병증 및 치료 방법에 있

어서는 상당한 차이가 있다. 따라서 지카 바이러스 및 뎅

기 바이러스를 구별하여 진단할 수 있는 방법이 요구되

고 있다. 본 연구에서는 생물정보학 데이터베이스를 활

용하여 두 종류의 바이러스를 구별하여 진단할 수 있는 

방법을 제안하고자 한다.

▶▶그림 1. 플라비바이러스의 구조

Ⅱ. 연구 방법

1. 진단을 위한 목표 단백질의 선정

  ExPASy 데이터베이스 내 ViralZone 정보를 이용하여 

플라비바이러스의 구조를 확인한 결과, 구조단백질에 해

당하는 pr, E 및 비구조단백질에 해당하는 비구조단백질 

1(NS1)이 바이러스 표면에 존재하기 때문에 탐지하기 쉽

다는 것을 확인하였다. 구조단백질인 pr 및 E의 경우에

는 변이가 빈번히 일어나기 때문에, 비구조단백질 1을 진

단을 위한 목표 단백질로 선정하였다[2].

2. 비구조단백질 1의 아미노산 서열 비교ㆍ분석

  UniProt 데이터베이스를 이용하여 지카 바이러스와 뎅

기 바이러스의 비구조단백질 1의 아미노산 서열을 확인

하였다. 두 바이러스의 비구조단백질 1에 대한 아미노산 

서열은 UniProt 데이터베이스의 다중 서열 분석(multiple 

생물정보학 데이터베이스를 활용한 플라비바이러스 구별 진단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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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연구에서는 2016년 전 세계에 공포를 안겼던 지카 바이러스(Zika virus)와 최근 아열대성 기후의 확대로 인해 향후 대유행이 

예상되는 뎅기 바이러스(Dengue virus)의 구별 진단 방법에 대해 논의하고자 한다. 두 바이러스는 모두 플라비바이러스 속

(Flavivirus genus)에 해당되며, 동일한 단백질 도메인(domain)으로 구성되어 있다. 본 연구에서는 여러 도메인 중에서도 진단에 

유리하다고 판단되는 비구조단백질 1(NS1, non-structural protein 1)을 선정하였으며, UniProt (Universal Protein Resource) 데이

터베이스를 활용하여 지카 바이러스와 뎅기 바이러스의 비구조단백질 1의 아미노산 서열을 상호 비교ㆍ분석 하였다. 더 나아가 

IEDB (Immune Epitope Database) 데이터베이스를 활용하여 비구조단백질 1의 아미노산 중, 진단에 용이한 에피토프로 예상되

는 5개의 후보를 도출하였다. 최종적으로 후보군으로부터 지카 바이러스와 뎅기 바이러스를 구별하여 진단할 수 있다고 판단되

는 에피토프(펩타이드)를 제안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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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equence alignment) 기법을 이용하여 상동성을 분석하

였다.

3. 비구조단백질 1의 에피토프 후보군 도출

   IEDB 데이터베이스를 이용하여 ‘B Cell Epitope 

Prediction’ 모드에서 ‘Bepipred Linear Epitope 

Prediction’ 방법으로 에피토프 후보군을 예측하였다.

4. 에피토프 후보군의 아미노산 서열 비교ㆍ분석

  선정된 지카 바이러스와 뎅기 바이러스의 에피토프 

중, 10개 이상의 아미노산으로 구성되는 동시에 위치가 

중첩되는 에피토프에 대해 다중 서열 분석법을 이용하여 

상동성을 분석하였다.

Ⅲ. 연구 결과 및 고찰

1. 비구조단백질 1의 상동성 분석

  지카 바이러스와 뎅기 바이러스의 비구조단백질 1은 

모두 352개의 아미노산으로 구성되어 있는 것을 확인하

였다. 이 중, 193개의 아미노산(54.83%)이 종류와 위치

가 동일한 것으로 확인되었으며, 103개의 아미노산

(29.26%)은 동일한 위치에 특성이 유사한 아미노산이 자

리잡고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그림2].

▶▶그림 2. 지카 바이러스와 뎅기 바이러스의 

비구조단백질 1에 대한 아미노산 서열 비교ㆍ분석

2. 에피토프 후보군 도출

  지카 바이러스의 비구조단백질 1의 에피토프를 예측한 

결과, 총 18개의 후보 에피토프 중 10개의 에피토프가 

10개 이상의 아미노산으로 구성된 것을 확인할 수 있었

다. 뎅기 바이러스의 경우, 총 21개의 후보 에피토프 중 

8개의 에피토프가 10개 이상의 아미노산으로 구성된 것

을 확인할 수 있었다 [그림 3]. 

▶▶ 그림 3. 지카 바이러스와 뎅기 바이러스의 

비구조단백질 1의 에피토프 예측

3. 구별 진단을 위한 에피토프 선정

  예측된 지카 바이러스와 뎅기 바이러스의 비구조단백

질 1의 에피토프 후보들을 토대로, 서로 중첩되는 부분에 

있는 5개 에피토프를 최종 선정하였다.

표 1. 플라비바이러스 구별 진단을 위한 최종 에피토

프 후보

후
보

위
치

바이
러스

아미노산 서열 동일성

1
26-
43

지카 EAWRDRYKYHPDSPRRLA
44.44%

뎅기 HTWTEQYKFQPESPSKLA

2
98-
109

지카 WRGPQRLPVPVN
16.67%

뎅기 QAGKRSLRPQPT

3
134-
148

지카 VVDGDTLKECPLEHR
40.00%

뎅기 LIDGPETAECPNTNR

4
291-
306

지카 CGTRGPSLRSTTASGR
81.25%

뎅기 CGNRGPSLRTTTASGK

5
336-
345

지카 RPRKEPESNL
70.00%

뎅기 RPLKEKEENL

  이로부터 상동성을 분석한 결과, 후보 에피토프 2에 

해당하는 지카 바이러스 비구조단백질 1의 

‘WRGPQRLPVPVN’ 펩타이드 및 뎅기 바이러스 비구조단

백질 1의 ‘QAGKRSLRPQPT’ 펩타이드가 동일성이 

16.67%로 가장 낮아 구별 진단에 유리할 것으로 예측되

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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