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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 The molecular genetic characterization of Aujeszky's disease virus (ADV) Yangsan strain (ADV-

YS), a Korean isolate, was investigated by analyzing the electrophoresis patterns and the physical maps
of the viral DNA digested with various endonucleases. To establish DNA library for ADV-YS, twelve major
BamHI restricted segments were cloned. Each location of the segments in the ADV genome was determined
by sequence comparison with the sequences reported in Genbank and those sequences of the both termini
of the segments. Physical maps were constructed based on the electrophoresis patterns of the digested viral
DNA by restriction endonuclease and the results of Southern blot analyses with various DIG labeled probes
originated from those of enzyme restricted segments of virulent (Shope) and avirulent (Bartha) strain.
Comparing ADV-YS with a standard strain of Kaplan in the maps of restriction enzymes, following major
respects were identified: (i) disappearance of BamHI restriction site between the first and second BamHI
segments, (ii) creation of the BamHI restriction site in the fifth segment, and (iii) generation of the BglII
site in the unique short (US) region. The genome of ADV-YS also contains a type 2 herpesvirus DNA
molecule (in which the US region only inverts itself relative to the unique longregion) like all other ADV
strains except Norden strain(type3), analyzed up to date. The size of the ADV genome estimated from
the sizes of the restriction enzyme fragments, was approximately 145.3 kb (BamHI) or 145.4 kb (BglII).
BamHI enzyme cleavage patterns were compared among the five Korean ADV isolates: Yangsan, Yongin,
Dangjin, Jincheon and Iksan strains. Difference either in the number or in the size of the DNA fragments,
suspected regions of termini of IR and TR, could be detected among all five strains.
Keywords : Aujeszky's disease virus, characterization, genome, Korean isolate

서 론

스이다 [10, 25].
오제스키병 바이러스는 Herpesviridae 과(family)의
Alphaherpesvirinae 아과에 속하고 이들 알파 헤르페스바
이러스는 염기서열의 유사성에 따라 다시 varicella-zoster
virus(VZV)가 속하는 Varicellovirus, herpes simplex
virus(HSV-1)이 속하는 Simplexvirus, Infectious laryngotra-

오제스키병 바이러스는 분자량이 90 × 10 달톤(dalton)
이고, 게놈의 크기가 약 150 kb 정도인 이중가닥의 선
형 DNA 게놈을 가지며 162개의 capsomere로 구성된
capsid와 envelope를 가진 직경이 150-186 nm인 바이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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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heitis virus가 속하는 Iltovirus 및 Marek’s disease virus
가 속하는 Maldivirus 4종의 속(genus)으로 구분되는데

오제스키병 바이러스는 그 중에 다른 축종의 중요한 병
원체인 소 헤르페스바이러스 1형(BHV-1), 말 헤르페스
바이러스 1(EHV-1) 및 4형(EHV-4) 등이 속해 있는
Varicellovirus 속에 포함된다.
오제스키병 바이러스의 게놈 DNA는 반복되는 역방
향의 염기서열, 즉 inverted repeat인 internal repeat(IR)
및 terminal repeat(TR)에 의해 나누어지는 앞쪽의 long
unique region(U ) 및 short unique region(U ) 부분으로
구성되어 게놈의 배열 형태가 EHV-1, BHV-1 및 VZV
등의 같은 속(genus)에 속하는 바이러스들과 비슷한 것
으로 보고되었다 [4, 7, 12].
오제스키병 바이러스는 U 부분의 일부 유전자가 역
전되어있는 것을 제외하고는 유전자 배열이 HSV-1과 상
당히 유사하다. 게놈의 구조를 구분할 때 HSV 및 human
cytomeglovirus는 inverted repeat를 기준으로 U 및 U 부
분이 각각 역전된 형태가 존재하여 4종의 이성체(isomeric
form)가 존재하는 herpesvirus 게놈 class 3로 분류되고
[11, 24], 거의 대부분의 오제스키병 바이러스는 U 부분
만이 역전된 형태로 존재하여 2종의 이성체가 존재하는
class 2로 분류된다 [4]. 다만 U 부분의 결손 등 Bartha
주와 특징이 유사한 백신주의 하나인 Norden주의 경우
예외적으로 class 3의 특징인 4종의 이성체로 존재하는
것이 보고된 바 있다 [13]. 그 후 이들 백신주의 U 부분
의 결손은 Bartha주가 gI 유전자의 89개 아미노산 및 gE
유전자 전체가 결손된 반면 Norden주의 경우는 gE 유전
자 전체만이 결손되어 있음이 보고되었다 [20].
오제스키병 바이러스의 게놈의 크기 및 제한효소지도
는 전체유전자의 염기서열을 통하여 정확히 예측 및 작
성할 수 있으나 150 kb의 크기와 74%에 이르는 높은 G
+ C content 때문에 다른 여러 헤르페스바이러스에 비해
전체 유전자 염기서열이 밝혀지지 않아 오제스키병 바
이러스 유전자 들의 기능 및 특성연구에 저해 요인이 되
어 왔다.
알파헤르페스바이러스의 VZV [6], EHV-1 [26], EHV4 [27], HSV-1 [14], HSV-2 [9], 원숭이 헤르페스바이러
스 1형인 헤르페스 B 바이러스 [19], MDV1 [29] 및
MDV2 [3] 등의 전체유전자 염기서열이 분석되어 보고
되었으나 오제스키병 바이러스의 경우 2004년에 이르러
서야 6종류의 서로 다른 strain(Kaplan, Becker, Rice,
Indiana-Funkhauser, NIA-3 및 TNL)의 염기서열을 연결
하여 전체 염기서열을 구성하였고 그 크기가 143,461 bp
임을 보고하였다 [12].
제한효소 지도의 작성 역시 게놈 크기가 매우 큼으로
해서 제한효소 인식부위가 다수 존재할 뿐만 아니라 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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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주마다 게놈상의 서로 다른 부분에서 바이러스의 생
존력에 영향이 없이 비필수 유전자 부분에서 유전자가
결손되거나 획득되기 때문에 Shope주, Kaplan주, Bartha
주 및 NIA-3주 등 대표적인 strain에 대해서만 문헌상의
모식도 등의 정보로 존재하고 있다.
Restriction fragment length polymorphism(RFLP)에 의
한 게놈의 차이를 분석하는 방법이 오제스키병 바이러
스 strain 간의 감별에 가장 유용하게 사용된다. RFLP를
이용한 방법의 경우 Mengeling 등 [15]에 의해 돼지에
서의 계대 감염 시험을 통하여 안정성이 증명되기도 하
여 많은 역학적 연구에서도 활용되어 오고 있다 [1, 5,
17, 18, 21, 22, 28].
국내분리주의 DNA 제한효소 분석은 1988년 김 등
[1]에 의해 경남 및 경기지역에서 분리된 3 종의 분리주
에 대한 BamHI, HinfI, KpnI 및 SalI 4종의 제한 효소를
사용하여 분석한 결과 Taiwan 분리주와 유사하다고 보
고하였고, 1996년 현 등 [2]은 국내분리 양산주의 gD 유
전자의 염기서열 분석과 발현을 보고한 바 있다.
본 연구에서는 1987년 국내 최초로 경남 양산지역에
서 분리된 오제스키병 바이러스 양산주를 공시하고, 양
산주의 게놈 특성 분석을 위하여 제한효소 분절의 클로
닝 및 염기서열 분석 확인, 교잡(hybridization)반응을 이
용한 분석 등의 방법으로 제한효소 지도를 작성하고 게
놈의 전체 크기를 예측하였다. 또한 국립수의과학검역
원에서 수집 및 분리한 1998년 경기 용인지역 분리주,
1999년 충남 당진 분리주, 2000년 충북 진천 분리주 및
2001년 전북 익산 분리주 등의 DNA 제한효소 분석을
통하여 국내분리주 간의 변화상을 분석하였다.

재료 및 방법

세포 및 바이러스
국내분리주 및 외국분리주 돼지오제스키병 바이러스
는 돼지 신장세포(porcine kidney cell; PK15, ATCCCCL33)에 접종하여 계대배양 하였다. 세포배양액은 αEagle's Minimum Essential Medium(Gibco BRL, USA)에
비동화된 5% 소태아혈청(FCS; Hybriserum, Austria), 비
필수 아미노산(Gibco BRL, USA) 및 Antibiotic-antimycotic(Gibco BRL, USA)를 첨가하여 사용하였다. 세포는
5% CO 가 공급되는 37 C에서 배양하였다.
PK15 세포를 계대배양하고 90% 이상 단층세포가 형
성되었을 때 돼지오제스키병 바이러스를 0.1~1 multiplicity of infection로 접종하여 37 C에서 72시간 동안 배
양한 후, 세포변성효과(cytopathic effect)가 80~90% 관찰
될 때, 동결(−70 C)과 융해(실온)를 3회 반복한 다음 수
확하여 3,000 × g로 10분 원심분리한 후 상층액을 −70 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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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 보관하면서 바이러스 접종액으로 사용하거나 초원심
분리 및 농축 등의 과정을 거쳐 바이러스 DNA 추출용
으로 사용하였다.
국내분리 오제스키병 바이러스는 1987년 경남 양산에
서 분리된 양산(Yangsan strain; YS)주, 1998년 경기 용
인에서 분리된 용인(Yongin strain; YI)주, 1999년 충남
당진에서 분리된 당진(Dangjin strain; DJ)주, 2000년 충
북 진천에 분리된 진천(Jincheon strain; JC)주 및 2001년
전북 익산에서 분리된 익산(Iksan strain; IS)주 등과 외
국분리주로는 Shope 및 Bartha 주 등을 시험에 공시하
였다.
바이러스 DNA 추출 및 제한효소 분석
돼지 신장세포에서 돼지 오제스키병 바이러스를 배양
하고 3회 동결·융해하여 3,000 g로 10분 원심분리한 상
층액을 120,000 g로 1시간 동안 초원심 분리하여 침전
물을 분리하였다. 생성된 침전물을 용해완충액(10 mM
Tris-HCl; pH8.0, 1% Nonidet p-40, 0.1% sodium
deoxycholate, 1mM EDTA; pH8.0)에 부유한 다음, 0.6%
의 sodium dodecyl sulfate(Sigma, USA)와 proteinase
K(400 µg/ml, Gibco, USA)를 첨가하여 65 C에서 1시간
동안 방치한 후, 동량의 페놀/클로로포름/이소아밀알코
올(25 : 24 : 1, Sigma, USA)을 사용하여 단백질 성분을 1
차 제거하였다. 그 다음, RNase A(100 µg/ml)와 proteinase
K(200 µg/ml)를 가하고 65 C에서 1시간 동안 방치하여
RNA 성분을 제거한 후, 다시 페놀/클로로포름/이소아밀
알코올(25 : 24 : 1)로 1~2회 추출하였으며, 2.5배 용량의
에탄올과 1/10배 용량의 3M sodium acetate를 첨가하고
−70 C에서 1시간 동안 방치한 후, 12,000 rpm에서 10분
간 원심분리하여 DNA를 침전시켰다. 이를 건조시킨 후
0.1X TE 완충용액(1 mM Tris-HCl, 0.1 mM EDTA, pH
8.0)으로 용해하여 −20 C에서 보관, 사용하였다.
주요 BamHI 유전자 분절 클로닝
추출한 게놈 DNA를 BamHI으로 처리한 후 Sub-cell
GT cell(Bio-Rad, USA) 전기영동장치를 이용하여 1x TAE
완충용액(40 mM Tris-acetate, 1 mM EDTA)상의 0.6% 아
가로오즈 겔에서 60 V로 10시간 전기영동하고 전개된
각 유전자 분절을 Turbo GENCLEAN kit(Bio101, USA)
또는 전기 추출 장치(Phamacia)를 이용하여 제조사의 방
법에 따라 추출하여 −20 C에 보관하면서 클로닝에 사용
하였다. 클로닝은 pTZ18R 플라스미드(USB)를 BamHI으
로 처리한 후 calf intestinal 알칼리인산분해효소(CIP;
NEB)으로 탈인산화하여 준비하고 벡터와 삽입유전자의
DNA mole수를 1 : 3비율로 혼합하여 DNA 연결효소
(NEB)로 16 C에서 18시간 반응시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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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질전환을 위한 competent cell은 E. coli DH5a 주를
공시하였으며 세균집락 1개를 5 ml의 LB 액체배지(1%
trypton, 0.5% yeast extract, 1% NaCl : pH 7.0)에 접종하
고, 37 C에서 18시간 진탕배양하였다. 이 배양액 5 ml을
LB 액체배지 500 ml에 접종하여 37 C에서 흡광도가 0.6
이 될 때까지 1시간 30분 이상 배양하고 얼음에서 10분
방치한 후 3,000 rpm으로 10분간 냉장 원침하였다. 침전
된 세균체를 얼음에서 차갑게 유지한 TfBI 완충액(30
mM potasium acetate, 50 mM MnCl , 100 mM RbCl , 10
mM CaCl , 15% glycerol) 30 ml에 부유시키고 얼음에
10분간 방치 후 3,000 rpm으로 10분간 냉장원침하였다.
침전된 세균체를 얼음에서 차갑게 유지한 TfBII 완충액
(10 mM MOPS, pH7.0, 10 mM RbCl , 75 mM CaCl , 15%
glycerol) 30 ml에 부유시켜 500 µl씩 얼음에서 분주하고
액체질소를 이용하여 급속냉동한 후 −70 C에서 보관하
면서 사용하였다.
형질전환은 얼음에서 녹인 100 µl의 competent cell에
ligation이 끝난 DNA 10 µl를 혼합하고 얼음에서 30분간
가끔 잘 섞어주면서 방치한 후 42 C에서 90초간 heat
shock을 준 후 다시 얼음에 5분간 방치하였다. 여기에
SOC 액상배지(Gibco BRL, USA)를 1 ml 첨가하고 37 C
에서 1시간 진탕배양한 후 이소프로필티오-베타-디-갈락
토시드분해효소(IPTG 0.1 mM, Gibco BRL, USA), 암피
실린(50 µg/ml, Sigma, USA) 및 X-gal(20 µg/ml, Gibco
BRL, USA)이 포함된 LB 한천배지(1% trypton, 0.5%
yeast extract, 1% NaCl, 1% agar)에 접종하고 37 C에서
18시간 배양한 후 백색 세균집락을 mini-prep을 위해 암
피실린(50 µg/ml)이 포함된 1 ml의 LB 액상배지에 접종
하여 37 C에서 18시간 진탕배양 하였다.
플라스미드 DNA의 추출 및 염기서열분석
진탕배양된 세균의 플라스미드 추출을 위한 mini-prep
은 boiling 방법으로 실시하였다. 배양된 세균을 3,000
rpm으로 2분간 원침하여 침전된 균체에 용해소체(100
µg/ml)가 함유된 STET 용액(8% sucrose, 50 mM TrisHCl; pH 8.0, 50 mM EDTA, 0.5% TritonX-100) 300 µl
를 넣고 진탕하고 실온에 5분간 정치하였다. 부유액을
100 C의 끓는 물에서 1분간 두었다가 얼음에 1~2분 정
치한 후 12,000 rpm에서 10분간 원침하여 용해된 세균
체 침전물을 이쑤시개로 제거하였다. 이소프로필알코올
200 µl를 첨가하고 혼합한 후 −70 C에서 10분간 정치하
고 12,000 rpm에서 10분간 냉장원침하여 DNA를 침전
하였다. 상층액을 제거하고 건조시킨 후 0.1X TE 완충
액(10 mM Tris-HCl; pH 8.0, 1 mM EDTA)에 용해하여
제한효소 처리하여 클로닝 여부를 확인하였다. 확인된
플라스미드의 midi-prep은 Plasmid Midi kit(Qiagen,
o

o

2

2

2

2

2

o

o

o

o

o

o

o

현방훈·김인중·표현미·차상호·박지연·송재영·조인수·양창범·안수환·이중복

48

USA)을 사용하여 제조사의 방법에 따라 추출하고 0.1X
TE 완충액 1 ml에 용해하여 −20 C에 보관하면서 염기
서열 분석에 공시하였다.
염기서열 분석은 플라스미드를 BigDye Primer Cycle
Sequencing Ready Reaction Kit(ABI PRISM)를 사용하
여 제조사의 방법에 따라 반응하였다. 다만 compression
band를 최소화 할 수 있도록 dGTP 대신에 7-deaza-dGTP
를 사용하여 반응하고 ABI 377 DNA sequencer에서 염
기서열을 분석하였고 data 분석은 DNASIS(Hitachi v2.5
for network; Hitachi Software, Japan) 및 clone manager
version 6.0 프로그램을 이용하여 분석하였다.
o

Southern blot 분석
DIG DNA labeling and detection kit(Boehringer
Mannheim, Germany)를 사용하여 제조사의 매뉴얼에 따
라 유전자를 DIG-11-dUTP로 표지(labeling)하여 DNA
탐색자(probe)를 제작하고 Southern blot 분석을 실시하
였다.
Southern blotting은 추출한 돼지오제스키병 바이러스
의 DNA를 BamHI으로 처리한 후 0.6% 아가로오즈 겔
에서 70 V로 전기영동하였고, VacuGene XL(Pharmacia
LKB, Sweden)을 이용하여 제조사가 매뉴얼에 따라 아
가로오즈 겔을 50 mbar의 음압을 이용하여 양전하를 띄
는 nylon 막(Boehringer Mannheim, Germany)에 blotting
하였다.
막의 blotting된 면에 254 nm의 자외선를 조사하여
cross-linking한 후, DIG DNA labeling and detection kit

를 사용하여 제조사의 매뉴얼에 따라 전-교잡반응(prehybridization)을 68 C에서 1시간 동안 수행하고, 68 C에서
16시간 동안 교잡(hybridization)반응시킨 다음 blocking
하고, Anti-DIG-AP conjugate(Boehringer Mannheim, Germany)와 실온에서 1시간 동안 반응 및 세척 후 발색하
였다.
국내분리주간의 비교
1987년 YS주, 1998년 YI주, 1999년 DJ주, 2000년 JC
주 및 2001년 IS주 5종의 국내분리 오제스키바이러스를
동일한 조건으로 Vero세포에 접종하고 추출한 바이러스
DNA를 BamH으로 처리한 후 0.6% 아가로오즈 겔에서
60 V로 12시간 전기영동하고 전개된 각 유전자 분절의
차이를 비교 분석하였다.
o

o

결 과

주요 BamHI 유전자 분절 클론작성 및 위치 분석
1987년 경남 양산에서 분리된 YS주를 Vero세포에서
증식시킨 후 바이러스 DNA를 추출하고 제한효소 BamHI
으로 처리한 후 동일한 방법으로 처리한 Bartha 주와
0.6% 아가로오즈 겔에서 전개하였을 때 두 strain 간의
BamHI 분절에서 많은 차이가 있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Fig. 1).
YS주 바이러스 DNA의 BamHI으로 절단된 주요 분절
들을 각각 전개된 아가로오즈 겔로부터 추출하여
pTZ18R 벡터에 클로닝을 실시하였고 midi-prep으로 플

Table 1. Sequencing results of the clones with DNA fragment from BamHI-restricted viral DNA of Aujeszky's disease
virus Yangsan strain for confirmation and mapping
Match Gene
Homology Sequence
Size
Clone
(GenBank
(kb)
5' End
3' End
Accession No.)

pYSB3C

9.5

pYSB5F

7.1

pYSB6G
pYSB8I

Strain

6.3
4.8

Ori
gG
−
−
IE180

UL15
−
28K
LAT
IE180

L00676
AY048677
D10452
M57505
M34651

Kaplan
−
NIA-3
Indiana-Fu
Kaplan

pYSB9J

4.3

gC

TK

X95710

Kaplan

pYSB9K

4.0

pYSB10L

3.1

pYSB12N

1.7

pSHKJ (B10, 7)

5.8

pYSB1Q

0.2

Rsp40
TK
−
LAT
Rsp40
−
gH

gG
−
gH
Ori(S)
−
gD
gH

D00676
AF080571
M61196
AJ251976
D00676
M14001
M61196

Kaplan
Ea
Kaplan
Kaplan
Kaplan
Rice
Kaplan

Definition
UL21~UL18, UL15 gene
gG gene
28K protein gene
EP0, LAT gene
IE gene
UL44(gC), UL26.5~
UL23(TK)
Rsp40, pK, gG gene
TK gene
gH gene
Ori(s)
Rsp40, pK, gG gene
gD gene
gH gen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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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2. Restriction enzyme patterns of the clones

constructed by cloning of Aujeszky's disease virus Yangsan
strain (ADV-YS) DNA fragments restricted with BamHI or
KpnI. M1: 1 kb DNA Size Marker, lane 1: pYSB12N (1.7
kb), lane 2: pYSB10L (3.1 kb), lane 3: pYSB9K (4.0 kb),
lane 4: pYSB9J (4.3 kb), lane 5: pYSB8I (4.8 kb), lane
6: pSHKJ (5.8 kb), lane 7: pYSB6G (6.3 kb), lane 8:
pYSB5F (7.1 kb), lane 9: pYSB3C (9.5 kb), lane 10: ADVYS DNA/BamHI, M2: λ/HindIII DNA Size Marker.

Fig. 1. Electrophoretic patterns of Yangsan (YS) and Bartha

strain viral DNA digested with BamHI. lane 1: 8-48 kb
DNA Size Marker, lane 2: YS strain, lane 3: Bartha strain,
lane 4: 1 kb DNA Size Marker. DNA was separated on
0.6% agarose gel in 1X TAE on Sub-cell GT cell.

라스미드 DNA를 준비하고 BamHI 처리 후 전기영동하
여 확인하였고 클론의 명칭은 YS주의 유전자지도상의
분절 크기순서를 참조하여 pYSB3C, pYSB5F, pYSB6G,
pYSB8I, pYSB9J, pYSB9K, pYSB10L, pYSB12N 및
pYSB15Q로 명명하였고, YS주의 유전자지도 작성을 위
해 Shope주의 KpnI 10번째 분절을 pTZ18R KpnI 부위
에 클로닝하고 pSHKJ라고 명명하였고 각 클론의 삽입
유전자가 분리될 수 있도록 각각 제한효소 처리하여 삽
입된 유전자의 크기를 확인하였다(Fig. 2).
작성된 각 클론의 말단을 염기서열 분석하여 삽입유
전자의 진위여부를 확인하였고 유전자 지도상의 위치
예측에 참조가 될 수 있도록 GeneBank에 이미 등록된
ADV에 대한 여러 염기서열과 상동성을 비교 분석한 결
과 pYSB3C의 삽입유전자는 Ori 에서부터 UL15 유전자
까지의 9.5 kb의 BamHI 분절이며, pYSB5F의 경우는
gG에서 28K 유전자까지의 7.1 kb의 U 부분, pYSB6G
은 3' prime 말단 부분이 LAT 유전자인 6.3 kb의 분절,
pYSB8I은 양쪽말단이 IE180 유전자와 높은 상동성를 나
타내는 4.8 kb의 분절, pYSB9J은 gC 유전자에서부터
TK 유전자 앞쪽까지의 4.3 kb의 분절, pYSB9'K는 Rsp40
에서 gG까지의 4.0 kb의 IR과 U 의 연결부분, pYSB10L
S

S

은 TK유전자에서 gH 유전자까지의 3.1 kb의 분절이었
으며, pYSB12N은 LAT유전자에서 Ori(S)까지의 1.7 kb
의 분절이었으며, pYSB15Q은 gH 유전자의 말단 부위
인 0.2 kb의 분절로 확인되었다(Table 1).
Southern blot 분석을 이용한 국내분리주 유전자
의 주요 제한효소 분석
Bartha주의 바이러스 DNA의 BamHI 분절 중 gE 유
전자 부분의 결손된 U 부분의 11번째 분절인 3.0 kb의
DNA와 gH와 UL21 사이의 15번째 분절인 0.7 kb의 유
전자를 DIG로 표지된 탐색자(probe)를 제작하여 다양한
제한효소로 처리한 YS주의 바이러스 DNA와 Southern
blot 분석을 실시한 결과 3.0 kb의 탐색자는 YS주의 U
부분에 해당하는 BamHI의 F분절, BglII의 A, D 및 G
분절과 KpnI의 I 및 J' 분절 등과 반응함을 확인할 수 있
었으며 0.7 kb의 탐색자는 BamHI의 P 분절(data not
shown), BglII의 B 분절 및 KpnI의 B 분절 등과 반응함
을 확인하였다(Fig. 3).
클로닝하고 염기서열 분석하여 확인된 YS주의 바이
러스 DNA의 BamHI 분절 중 pYSB3C의 9.5 kb, pYSB8I
의 4.8 kb 및 pYSB5F의 7.1 kb의 유전자를 BamHI 처
리 및 전기영동 후 추출하고 탐색자로 제작하여 다양한
제한효소로 처리한 YS주의 바이러스 DNA와 Southern
blot 분석을 실시한 결과 9.5 kb의 탐색자는 YS주의
BamHI의 C 분절, KpnI의 B 분절과 BglII의 A 및 B 분
절 등과 반응함을 확인하였으며, 4.8 kb의 탐색자는 YS
주의 BamHI의 I 분절, KpnI의 E 및 H 분절과 BglII의
A, D 및 E 분절과 반응함을 확인할 수 있었고, 7.1 kb
의 탐색자는 YS주의 BamHI의 F 분절, KpnI의 I, J 및
S

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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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3. Southern blot analyses of several enzyme restriction fragments of Aujeszky's disease virus Yangsan strain DNA

with digoxigenin labeled DNA probe from the BamHI DNA fragments of Bartha strain. (A)Electrophoretic patterns of
the YS strain viral DNA digested with several restriction enzyme. (B)Southern blot analysis with BamHI 11th fragment(3
kb) probe of Bartha strain. (C)Southern blot analysis with BamHI 15th fragment probe(0.7 kb) of Bartha strain. M1: λ /
HindIII DNA Size Marker, lane 1: BamHI, lane 2: BglII, lane 3: KpnI, lane 4: SalI, lane 5: PstI, M2: 1 kb DNA Size Marker.

P(data not shown) 분절과 BglII의 A, D 및 G 분절 등과
반응함을 확인하였다(Fig. 4).
염기서열 분석결과 IR 부분과 U 부분의 연결 부분을
포함하는 것으로 확인된 Shope주의 KpnI J' 분절인 5.8
kb의 유전자를 탐색자로 제작하여 다양한 제한효소로 처
리한 YS주의 바이러스 DNA와 Southern blot 분석을 실
시한 결과 탐색자는 YS주의 BamHI의 F, K 및 M 분절,
KpnI의 I 및 J' 분절과 BglII의 A, D 및 E 분절 등과 반
응함을 확인하였다(Fig. 5).
S

YS주의 주요 제한효소의 특징 및 전체 게놈 유
전자의 크기추정
YS주의 바이러스 DNA의 분절의 특징을 표준주의 하
나인 Kaplan 주의 유전자 지도와 비교 분석한 결과
BamHI 분절에서 YS주는 표준주의 U 부위에 존재하는
1 및 2번 분절 사이의 BamHI 부위의 결손으로 1 및 2
번 분절의 합인 약 50.4 kb의 첫 번째 BamHI 분절(A 분
절)이 존재하고 있었으며, 표준주의 IR 및 TR에 존재하
는 5번째 분절의 내부에 BamHI 부위가 존재하여 약 8.0
kb 분절이 6.2 kb(G 분절) 및 1.8 kb(N 분절)로 나눠지
며, 표준주의 Us 부위에 존재하는 17 및 7번 분절 사이
L

의 BamHI 부위의 결손으로 17 및 7번 분절의 합인 약
7.1 kb의 F 분절이 존재함을 확인하였다. 또한 YS주는
BglII 분절에서 표준주의 U 부위의 gD 유전자에 존재
하는 A와 D/E 분절 사이의 BglII 부위 뿐만 아니라 28
kD 코딩 유전자(US2) 부분에 BglII 부위가 1개 추가로
존재하여 4.6 kb의 BglII G 분절이 생성되며, U 부분만
이 뒤집힌 2가지 게놈 이성체(isomer)의 존재로 표준주
의 BglII A 및 E 분절이 각각 4.6 kb 만큼씩 감소함을
확인하였다(Fig. 6).
기존에 알려진 Kaplan주 등 표준주의 분절과의 비교
및 YS주의 바이러스 DNA의 전기영동 상 분절의 농도
를 고려하고 크기를 추산하여 YS주의 전체 게놈 유전
자의 크기를 추정한 결과 BamHI 분절에서는 A분절 50.4
kb, B 분절 17.3 kb, C 분절 9.5 kb, D 분절 7.7 kb, E
분절 7.4 kb, F 분절 7.1 kb, G 분절 6.3 kb, H 분절 5.5
kb, I 분절 4.8 kb, J 분절 4.3 kb, K 분절 4.0 kb, L 분
절 3.1 kb, M 분절 2.8 kb, N 분절 1.7 kb, N' 분절 1.7
kb, O 분절 1.3 kb, O' 분절 1.2 kb, P 분절 0.8 kb, Q 분
절 0.2 kb, 이중 G, I 및 N 분절은 동일한 염기서열이 반
대방향으로 존재하는 IR 과 TR에 각각 2개의 동일한 크
기의 분절로 존재하므로 이를 모두 합하여 137.1 kb로
S

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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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4. Southern blot analyses of restriction fragments of ADV-YS DNA with digoxigenin(DIG) labeled DNA probes of

ADV-YS DNA fragments confirmed by sequence analysis. (A) Southern blot analysis with BamHI C 9.5 kb) fragment
probe, (B) with BamHI I fragment (4.8 kb) probe, (C) with BamHI F fragment (7.1 kb) probe. M1: 8~48 kb DNA size
marker, lane 1: BamHI, lane 2: KpnI, lane 3: SalI, lane 4: PstI, lane 5: BglII, M2: 1 kb DNA size marker.

분석 되었다(Fig. 7).
BamHI 분절과 동일한 방법으로 BglII 분절을 이용하
여 YS주의 전체 게놈 유전자의 크기를 추정한 결과 BglII
분절에서는 U 부분만이 뒤집힌 2가지 게놈 이성체
(isomer)의 존재로 A분절 45.2 kb, B 분절 32.3 kb, C 분
절 29.1 kb, D 분절 21.6 kb, F 분절 12.6 kb, G 분절 4.6
kb인 A type 또는 A' 분절 52.0 kb, B 분절 32.3 kb, C
분절 29.1 kb, E 분절 14.8 kb, F 분절 12.6 kb, G 분절
4.6 kb 로 A 및 B type 각각 합이 145.4 kb로 추산 되
었다(Table. 2).
S

YS주의 주요 제한효소의 유전자지도 작성
유전자지도가 보고된 외국분리주인 Bartha주, Kaplan
주 및 Shope주 등의 유전자지도를 참고하고 Bartha주 또
는 Shope주로부터 클로닝된 일부 유전자 및 염기서열분
석 확인된 YS주 유전자에 표지된 탐색자 들을 이용한
Southern blot 분석과 클로닝된 YS주의 분절들의 말단
부위의 염기서열 분석, 각 제한효소에 의한 전기영동 형
태분석 등의 모든 결과 들을 종합하여 BamHI, BglII,
KpnI, HpaI, XbaI, HindIII 및 EcoRI에 대한 YS주 게놈
의 제한효소 유전자지도를 작성하였다(Fig. 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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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5. Southern blot analysis of restriction fragments of Aujeszky's disease virus Yangsan strain (ADV-YS) DNA with

digoxigenin labeled KpnI J' fragment(5.8 kb)DNA probe of ADV-Shope. The KpnI J' fragment DNA was confirmed by
sequence analysis. M1: 8~48 kb DNA size marker, lane 1: BamHI, lane 2: KpnI, lane 3: SalI, lane 4: PstI, lane 5: BglII,
M2: 1 kb DNA size marker.

Fig. 6. Diagram showing the difference in restriction enzyme fragments between reference strain of Kaplan and Korean

isolate of Yangsan (YS) strain on the physical maps of Aujeszky's disease virus genome. The upper axis is calibrated
in maps units, and the restriction enzyme fragments are labeled numerally in Kaplan strain and alphabetically in YS strain.
Boxes and circles mean that the fragments marked have any difference in restriction sit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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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7. Estimation of the DNA size of the Aujeszky's disease virus Yangsan strain genome from the size of the BamHI

fragment. Electrophoretic patterns (A) and the table (B) representing the estimated size of the BamHI fragment of Yangsan
(YS) strain. In the table, numbers in parentheses indicate molarity of fragments. lane 1: 8-48 kb DNA Size Marker, lane
2: YS strain, lane 3: 1 kb DNA Size Marker. The restriction enzyme fragments are labelled numerally in Kaplan strain
and alphabetically in YS strain.

Table 2. Estimation of the DNA size of the Aujeszky's disease virus Yangsan strain (ADV-YS) genome from the size

of fragments generated by digestion of the genome with BglII restriction enzyme
Fragment*
A
A'
B
C
D
E
F
G
Total
21.6
A type
45.2
−
−
32.3
29.1
12.6
4.6
145.4
Size (kb)
B type
52.0
14.8
−
−
*
Type A and B are due to that ADV-YS genome exists two isomeric forms which the short unique region inverts itself relative
to the long unique region.

국내분리주간의 변이 부위 분석
1987년 YS주, 1998년 YI주, 1999년 DJ주, 2000년 JC
주 및 2001년 IS주 5종의 국내분리 오제스키바이러스를
전기영동하고 전개된 각 유전자 분절의 차이를 비교 분
석한 결과 국내분리주인 YS주, YI주, DJ주, JC주 및 IS
주 간에 주요한 BamHI 분절상의 차이는 없었으나 YS
주의 H, K 및 M 분절에 해당하는 분절에서 변화를 확
인할 수 있었고, 분리년도가 늦어짐에 따라 H 분절의 소
실 및 K, M 분절의 변화를 확인하였다. H, K 및 M 분
절은 YS주의 BamHI 제한효소지도에서 U 부위와 IR
L

부위의 접합부분, U 부위와 IR 및 TR의 접합부분인 것
으로 확인할 수 있었다(Fig. 9).
S

고 찰

1987년 경남 양산에서 분리된 돼지오제스키병 바이러
스 YS주를 이용한 연구를 수행하기 위해서는 유전자 조
작에 기본적으로 참고가 되는 제한효소지도가 우선 필
요하며 이를 확보하는 가장 확실한 방법은 전체 유전자
의 염기서열 분석이다. 그러나 150 kb에 달하는 오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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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8. Restriction enzyme patterns (A) and Restriction maps (B) of the genome of the Aujeszky's disease virus Yangsan
strain.

키병 바이러스의 게놈의 크기와 70% 이상의 높은 G +
C content 때문에 단일 strain의 게놈 전체에 대한 전체
염기서열 정보가 없었고 2004년에 이르러서야 6종류의
서로 다른 strain(Kaplan, Becker, Rice, Indiana-Funkhauser, NIA-3 및 TNL)의 염기서열을 연결하여 게놈
전체의 염기서열을 구성하여 보고한 바 있다 [12]. 또한
오제스키병 바이러스의 경우 strain마다 서로 다른 제한
효소 처리 분절 형태를 가지고 있는 경우가 많아 전체
염기서열 정보라 할지라도 다른 strain에 대한 정보는 참

고가 될 뿐이다.
본 연구에서는 BamHI 등 주요 제한효소에 대한 지도
정보가 존재하는 shope주 [16], Kaplan 주 및 Bartha 주
[13], Rice주 [23], Buk주, NIA-3 주 [8] 등 대표적인 strain
을 참고하고, YS주 바이러스 DNA의 BamHI으로 절단
된 주요 분절들을 클로닝하고 말단을 염기서열 분석하
고 GenBank의 유전정보 상동성(homology) 검색을 통하
여 각 분절의 위치를 파악하였고, 기타 바이러스를 확보
하고 있는 Bartha 또는 Shope주 등의 일부 분절과 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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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9. BamHI enzyme cleavage patterns of the Korean isolated Aujeszky's disease viruses. M1, M2: DNA size marker,
lane 1: Isolate from Yang-San / 1987, lane 2: Isolate from Yong-In / 1998, lane 3: Isolate from Dang-Jin / 1999, lane
4: Isolate from Jin-Cheon / 2000, lane 5: Isolate from Ik-San / 2001.

된 YS주의 BamHI 분절들을 탐색자로 사용하여 Southern
blot 분석을 통하여 국내분리 양산주의 BamHI, BglII,
KpnI, HpaI, XbaI, HindIII 등의 제한효소 지도를 작성하
였으며 EcoRI 부위는 존재하지 않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Pritchett 등 [22]이 보고한 NTU주, SKH주 및 TNL주
등 대만 분리주에서 특징적인 BamHI 분절의 전기영동
상에서 유럽 및 북미의 분리주 및 표준주들의 1번 및 2
번 분절이 합쳐진 약 50 kb 정도의 YS주의 A 분절을
Fig. 1과 같이 확인할 수 있어 1988년 김 등에 의해 경
남 및 경기지역에서 분리된 3 종의 분리주에 대한 BamHI,
HinfI, KpnI 및 SalI 4종의 제한 효소를 사용하여 분석한
결과 Taiwan 분리주와 유사하다는 보고 [1]와 일치되는
BamHI 분절의 특징을 확인할 수 있었다. 또한 Fig. 6과
같이 대표적인 strain의 하나인 Kaplan주와 비교할 때
BamHI의 제한효소 지도에서는 YS주는 Kaplan주의
inverted repeat 부분에 위치하는 5번째에 해당하는 분절
에 BamHI 부위가 1개 추가로 존재하여 G 및 N 분절로
나누어지며 Kaplan주의 U 부분의 17번 및 7번 분절사
이의 gG 유전자내에 존재하는 BamHI 부위의 존재하지
않아 17번 및 7번 분절의 합과 크기가 동일한 F분절이
되며, BglII의 제한효소 지도에서는 YS주의 경우 Kaplan
S

주 보다 U 부분에 BglII 부위가 1개 더 추가로 존재하
는 것을 알 수 있었다.
오제스키병 바이러스의 게놈 DNA는 반복되는 역방
향의 염기서열, 즉 inverted repeat인 IR 및 TR에 의해
나누어지는 앞쪽의 U 및 U 부분으로 구성되어 게놈의
배열 형태가 EHV-1, BHV-1 및 VZV 등의 같은 속(genus)
에 속하는 바이러스들과 비슷한 것으로 보고된 바 있다
[4, 7, 12].
특히 Fig. 4의 (B)와 같이 게놈 상의 IR 및 TR 부분
에 존재하는 것으로 염기서열 분석결과 확인된 YS주의
I 분절 및 Fig. 5와 같이 IR 부분과 U 부분 사이의 연
결 부분을 포함하는 것으로 확인된 Shope주의 KpnI J'
분절인 5.8 kb의 유전자를 probe로 이용한 Southern blot
분석에서 BglII 분절의 D 및 E 분절에 동시에 반응함을
확인할 수 있어 YS주의 게놈 역시 Norden주 [13] 등을
제외한 대부분의 오제스키병 바이러스 strain들이 가지
고 있는 게놈 형태인 U 부분만이 역전된 형태로 존재
하여 2종의 이성체가 존재하는 class 2 [4]의 DNA 분자
형태임을 알 수 있었다.
작성된 제한효소 지도, 다른 외국주의 정보 및 전기
영동상의 분절의 크기 등을 종합하여 YS주의 게놈 크
S

L

S

S

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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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를 예측해본 결과 BamHI 분절의 합은 약 137.1 kb 정
도로 예측되었고 BglII 분절의 경우는 U 부분의 이성
체 존재를 고려한 6개 분절의 합도 145.4 kb 정도로 예
측되어 오제스키병 바이러스의 게놈의 크기를 약
140~150 kb로 예측한 이전 보고 [12, 16]들의 범위 내에
존재하였다.
1987년 YS주, 1998년 YI주, 1999년 DJ주, 2000년 JC
주 및 2001년 IS주 5종의 국내분리 오제스키바이러스의
게놈 유전자를 전기영동하고 전개된 각 유전자 분절의
차이를 비교 분석한 결과 주요한 BamHI 분절상의 차이
는 없었으나 분리년도가 늦어짐에 따라 YS주의 H 분절
의 소실 및 K, M 분절의 변화를 확인하였고 이들 H, K
및 M 분절은 YS주의 BamHI 제한효소지도에서 U 부
위와 IR부위의 접합부분, U 부위와 IR 및 TR의 접합부
분인 것으로 예측할 수 있어(Fig. 7) 돼지에서 오제스키
병 바이러스를 11회 연속 계대한 결과 6번째 계대에서
부터 전기영동 형태상의 변화가 발생하였고 변화된 분
절들은 U 부분과 repeat 사이의 연결부분 및 U 부분
의 말단부분 및 U 부분의 내부에서 변화 있었다는
Wathen 등 [30]의 보고 중 U 부분과 repeat 사이의 연
결부분의 변화와 일치하였다. 이러한 결과 들을 종합해
볼 때 현재의 국내분리주 들은 1987년 이후 새로운 strain
의 유입없이 동일한 strain이나 시간적 흐름 및 공간적
차이 등으로 반영되어지는 계대횟수의 증가에 따른
RFLP 형태의 변화임을 예측할 수 있었고 RFLP에 의한
게놈의 차이를 분석하는 방법 [15]은 오제스키병 바이러
스 strain 간의 감별뿐만 아니라 국내 분리주 간의 변화
예측에도 가장 유용하게 사용될 것으로 판단되었다.
S

형태는 U 부분만이 역전된 2종의 이성체(isomeric form)
가 존재하는 class 2 의 DNA 분자 형태임을 알 수 있었다.
작성된 제한효소 지도, 다른 외국주의 정보 및 전기
영동상의 분절의 크기 등을 종합하여 YS주의 게놈 size
를 예측해본 결과 BamHI 분절의 합은 약 137.1 kb, BglII
분절의 합은 약 145.4 kb 로 조사되었다.
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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