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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뇌염

일본뇌염 (Japanese encephalitis, JE)은 일본뇌염 바이러스 (Japanese encephalitis
virus, JEV)에 감염되어 발생하며 [1, 5], 국내에서는 주로 작은 빨간집모기 (Culex
tritaeniorhynchus)에 의해 전파되는 인수공통 감염질환이다. 사람에게 전파는 매개모
기가 뇌염 바이러스를 가지고 있는 돼지, 말 등의 동물 피를 흡혈하고 일정한 기간이
지난 후 사람의 피를 흡혈할 때 바이러스가 인체에 침입하여 감염된다 [12]. 동물에서
일본뇌염 바이러스가 감염되면 뇌막염과 번식장애 등을 일으킨다. 돼지에서는 일본뇌
염 바이러스가 감염되면 유․사산이 증가하여 농가 생산성이 떨어지는 등 경제적 피해
가 발생하므로 사람에서의 질병 발생 뿐 아니라 가축에서의 질병 발생에 대한 대책 마
련도 매우 중요하다. 특히 돼지는 일본뇌염 바이러스를 증폭시키고 바이러스를 보균하
는 가장 중요한 동물로 임신한 돼지에서 사산, 수컷 고환에 급성염증의 발생으로 인한
번식 장애를 보인다 [5, 7]. 돼지 외에도 토끼, 쥐, 비둘기, 개, 오리, 닭, 야생조류와 설치
류도 일본뇌염에 감수성이 있는 것으로 알려져있다 [12].

병원체
일본뇌염 바이러스는 1935년 일본의 Kasahara에 의해 사람에서 최초로 분리되었으
며, 당시 전 세계적으로 문제가 되었던 von Economo 뇌염과 구별하기 위하여 겨울철
에 유행형인 von Economo 뇌염의 병원체는 A형 일본뇌염 바이러스, 여름철에 유행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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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일본뇌염 바이러스는 B형 일본뇌염 바이러스라 하였다. 그러나 지금은 A형, B형
구분 없이 일본뇌염 바이러스라 한다 [7].
일본뇌염 바이러스는 플라비비리데과 (Flaviviridae), 플라비바이러스속 (Flavivirus)
에 속하는 바이러스로 크기는 직경이 40～50 ㎚인 구형의 바이러스이다. 바이러스 표
면은 막 단백질 (membrane protein, M)과 피막 단백질 (envelop protein, E)의 두 가
지의 단백질과 지질로 구성된 피막으로 되어 있다. 바이러스 유전자는 (+) 단일가닥
RNA를 가지고 있으며 크기는 약 11 kb이다 [1]. 구조적으로 5’과 3’말단에 각각 약
100개의 뉴클레오티드와 약 600개 뉴클레오티드의 noncoding region (NCR)을 가지
고 있다. 단백질은 하나의 open reading frame (ORF)에 의해 발현되며, 전사 시작과
함께 후전사 과정 (post-translation processing)이 일어나 3개의 구조 단백질 (capsid
(C), premembrane (prM), envelope (E))과 7개의 비구조 단백질 (NS1, NS2a, NS2b,
NS3, NS4a, NS4b, NS5)이 만들어진다. 일본뇌염 바이러스 입자는 genomic RNA와
C 단백질의 복합체로 구성된 뉴클레오캡시드가 중심에 위치하고 이를 둘러싼 피막 단
백질로 이루어져 있다. 당화된 prM은 막 단백질과 피막 단백질로 구성되어 있는데 각
단백질의 분자량은 각각 7～8 kDa, 51～60 kDa이며, 피막 단백질의 경우 바이러스의
혈청형을 결정한다. 일곱 개의 비구조 단백질에 대해서는 그 기능이 잘 알려져 있지 않
지만 NS1은 당 단백질로서 바이러스의 복제와 독성에 관여하고, NS3는 helicase,
protease 등의 기능을 가지며, NS5는 RNA-dependent RNA polymerase (RdRP)의
기능을 하는 것으로 보고되어 있다
일본뇌염 바이러스는 단백분해효소 및 포르말린 처리 등에 의해 감염력이 현저히 떨
어지나 -70℃ 이하에서는 안정성이 비교적 오랫동안 유지되며 동결건조하면 10년 이상
감염력을 유지 한다 [1, 2, 5].
일본뇌염 바이러스에 감염되면 중화항체 (neutralizing antibody), 혈구응집억제항체
(haemagglutination inhibition antibody), 보체결합항체 (complement fixation
antibody) 등 세 종류의 항체가 생성되며 이들 항체 중 면역에 직접적으로 관련이 있는
것은 중화항체이다. 마우스를 사용한 실험에서 혈청 중에 극소량의 중화항체만 있어도
10,000 LD50의 바이러스 접종량을 방어한다는 보고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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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상증상
일본뇌염의 잠복기는 7～14일이며 95%는 불현성 감염이고, 불현성 감염자도 대부분
일본뇌염 바이러스에 대한 항체를 획득한다. 뇌염이 발병하게 되면 사망률이 높으며
(10∼35%) 회복되더라도 후유증이 심각하다. 일본뇌염의 증상은 갑작스런 발열로 시
작되어 2～3일 후 체온이 40℃ 이상에 달하게 된다. 일본뇌염은 발병되면 급성으로 진
행하며 병의 진행정도와 시기에 따라 전구기 (2～3일), 급성기 (3～4일), 아급성기 (7～
10일), 회복기 (4～7주)로 구분할 수 있다. 발병초기에는 두통, 발열, 구토 등의 증세가
나타나고 이어서 혼미, 경련, 정신적 혼란 등 의식장애와 혼수에 이르며 10～35%는 발
병 10일 이내에 사망한다 [16]. 일반적으로 고열환자일수록 예후가 나쁘며 60세 이상의
고령자는 치사율이 높다. 일본뇌염 환자 중 경과가 좋은 경우에는 발병 후 약 1주를
전후로 열이 내리며 회복되는 경우도 있으나 언어장애, 판단력 저하, 사지운동 저하 등
의 후유증이 문제가 된다 [7, 10]. 후유증은 소아에게서 높게 나타나며 환자 중 후유증
없이 완전치유 되는 경우는 약 33% 정도이다.

역 학
모기가 바이러스혈증을 가진 동물을 흡혈하면 바이러스가 모기 체내로 유입되고 유
입된 바이러스는 모기의 중장 (midgut)과 타액선 등에서 7～10일간 증식하게 된다. 이
후 바이러스를 보유한 모기가 사람이나 다른 동물을 흡혈할 때 타액을 통해서 전파된
다. 한국과 일본의 일본뇌염 매개모기는 작은 빨간집모기로 알려져 있으나 대만, 중국
대륙, 동남아지역에서는 Culex anulus, Culex pipiens, Culex gelidus 및 일부
Anopheles sp. 등의 모기도 일본뇌염을 매개하는 것으로 보고되어 있다 [12].
일본뇌염은 중국, 한국, 일본을 비롯하여 캄보디아, 라오스, 필리핀, 대만 등 동남아시
아 지역에서 주로 발생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최근에는 인도와 네팔에서 많은 환자
발생이 보고되고 있으며 인근 국가인 방글라데시와 부탄에서의 일본뇌염 환자 발생도
보고되고 있다. WHO는 매년 50,000만 정도의 일본뇌염 환자가 아시아 지역에서 발생
하고 이 중 15,000명 정도가 사망한다고 보고하고 있다 [17].
우리나라에서의 일본뇌염 발생을 살펴보면 1950년대까지는 매년 연 평균 1,556명 발
생에 682명이 사망하여 치사율이 43.8%에 달하였으나, 1960년대에는 이보다 다소 감소
하여 연평균 1,459명 발생하여 460명이 사망, 치사율은 31.5%를 보였다. 일본뇌염 백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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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보급되기 시작한 1970년대에는 환자 발생률이 급격히 감소되어 연 평균 86명 발생
에 치사율도 10% 이하로 떨어졌다. 그러나 1982년에 갑자기 1,197명이라는 15년만의
대유행이 있었으며 [6, 14, 15], 그 후 집중적인 방역활동과 백신 접종 등에 힘입어 현재
까지 환자발생은 급격히 감소하여 매년 2～3명 정도의 환자가 발생하고 있다. 연령별
발생률을 보면 과거에는 5～9세 군에서 전체의 50%를, 14세 이하에서 약 90%를 차지
하였으나, 1980년대에는 14세 이하에서 약 70%, 15세 이상에서는 약 30%로 감수성
연령층이 점차 높아지는 경향을 보이고 있다 [6, 14]. 우리나라의 일본뇌염 유행 시기는
대체로 7월 중순부터 10월 초순까지인데 8월 하순부터 9월 중순까지 1개월 사이에 전
체 환자의 약 80%가 집중적으로 발생하고 있다 [12].

예방 및 관리
일본뇌염 바이러스는 신경세포에 독력과 친화성이 강한 바이러스로 과거 1950～
1960년대에는 2～3년을 주기로 수천 명 씩 발생하여 공중 보건학상 대단히 중요한 전
염병이었다. 1980년대부터 국가 예방접종 면역확대사업 및 매개체 방제관리가 시작된
이후 최근 15년간은 환자가 매우 드물게 발생하고 있다.
우리나라에서 예방접종이 시작된 시기는 1971년부터였으며 1980년까지 접종률은 호
발 연령층인 3～15세 인구의 약 5%에 그쳤으나, 1982년 예방접종 확대사업이 시작되
면서부터는 16.8%에서 1984년 89.1%, 1985년 이후에는 95% 이상의 접종률을 유지하
고 있다. 접종률 80% 이상을 유지하기 시작했던 1984년 이후 3년간은 일본뇌염 환자의
보고가 없었다. 이후 연 0～3명의 환자가 발생되고 있으며 사망 보고 예는 없었다 [3].
지금까지 개발된 일본뇌염 백신은 3종류로 2종류의 불활화 사백신과 1종류의 약독화
생백신이 사용되고 있다 (표 1). 불활화 사백신의 접종은 기본 3회 접종 후 각 국가 마
다 다른 추가접종 방식을 택하고 있다. 약독화 생백신은 생후 12～24개월에 0.5 ㎖씩을
피하에 1주일 간격으로 2회 접종하고 12개월 후 1회 더 접종하여 기초접종을 완료한다.
이후 6세가 되면 위험도를 줄이기 위해 다시 한번 재접종을 권장하고 있으나 학자들
간 논란이 많다.
일본뇌염에 대한 특별한 치료제는 알려져 있지 않으나 대증요법으로 환자의 상태를
유지시켜주는 것이 최선의 치료법이며 환자를 특별히 격리수용할 필요는 없다. 일본뇌
염은 예방접종으로 환자 발생을 줄일 수는 있으나 모기에 물리지 않도록 하는 개인위생
과 모기의 번식과 서식을 방지하는 환경 위생이 중요하다. 특히 가축사육장 등 취약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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역에 대한 살충소독 강화 및 물웅덩이 등 모기 서식처 및 증식 숙주인 돈사의 모기 방
지 등이 중요하다 [2, 12, 14].
표 1. 일본뇌염 백신의 종류
백신종류

바이러스주

불활화 사백신

약독화 생백신
* ： Short-term

배양기원

사용국가

Nakayama
Beijing-1(P1)

Mouse brain

인도, 일본, 한국, 대만, 태국,
베트남, 미국, 캐나다, 호주, 유럽

P3

Primary hamster
kidney cells

중국

SA14-14-2*

Primary hamster
kidney cells

중국

safety of live attenuated Japanese encephalitis vaccine (SA14-14-2).

실험실 진단
일본뇌염 실험실 진단은 환자 진단 및 발생 감시를 위한 목적 등 크게 2가지로 구분
할 수 있다. 환자 진단을 위한 실험은 환자 검체에서 바이러스 분리, 혈중 항체가 측정
및 유전자 검출 방법 등을 수행할 수 있으며, 유행 감시를 목적으로는 증폭숙주인 돼지
에서 일본뇌염 특이항체 측정 및 매개체인 모기에서 바이러스분리 시험 등을 수행한다.

1. 검체
검체의 종류는 바이러스 분리 및 유전자 검출을 위한 검체와 혈청학적 검사를 위한
검체의 두 종류로 구분할 수 있다. 바이러스 분리 및 유전자 검출을 위한 검체는 매개모
기 유제액과 일본뇌염 환자의 혈액, 뇌척수액, 뇌조직 등을 사용할 수 있다. 혈액 및
뇌척수액은 발병 후 5～6일 이내 (발열기, 해열 이전)의 것이 바람직하며 세포배양에
의한 바이러스 분리용 혈액은 헤파린 처리 시험관에 채혈하고 유전자 검사를 위해서는
EDTA 처리 시험관에 채혈 후 0～4℃로 보존하여 검사실로 즉시 수송한다. 뇌 조직은
환자가 사망 직후 가능한 경우 전뇌를 인수하여 무균실에서 소뇌 (cerebellum), 뇌간
(brain stem), 전두엽 (frontal lobe) 등으로 구분하여 채취하고 바이러스 분리용 검체

제6장 일본뇌염 749

는 -70℃ 이하로 보존한다. 항체 검사는 혈청을 사용하며, 일반적으로 급성기 혈청은
발병 직후에 회복기 혈청은 발병 후 10～14일 사이에 채취한다. 채취된 검체는 소량씩
나누어 보존하고 냉동 및 해동을 반복하는 것은 좋지 않다.

2. 검사 방법
일본뇌염 바이러스 검사방법으로는 바이러스 분리, 혈청에서 특이 항체가 검출 및 바
이러스 유전자 검출 방법 등이 있다.

1) 바이러스 분리
(1) 매개모기로부터 바이러스 분리
① 얼음 위에서 작은 빨간집모기 암컷 30마리를 한 pool로 하여 0.01 M 인산완충용
액 0.5 ㎖을 넣어 균질화한다.
② 균질화된 검체를 4℃에서 13,000 rpm으로 15분간 원심 분리한다.
③ 원심 후 상층액을 취하여 항생제 (penicillin 및 streptomycin)를 처리한 후 생후
24시간 이내의 마우스 뇌에 약 0.02 ㎖ 씩 접종한다.
④ 접종 후 3～5일이 지난 후 뇌염 증상을 나타낸 마우스의 뇌를 죽기 직전에 채취하
여 뇌의 1/2은 갈아서 혈구응집시험법 (hemagglutination test, HA)으로 바이러
스가 검출되는지 확인하고, 나머지 1/2의 뇌의 일부는 영아 마우스 뇌와 세포 배
양 실험을 통하여 바이러스 분리를 확인한다. 뇌염 증상을 보이는 마우스의 뇌와
세포 배양액은 따로 취하여 -70℃에 보관한다.
⑥ 모기 유제액을 접종한 마우스가 이상 증세를 보이지 않더라도 검체 접종 후 최소
14일까지 관찰한다.
⑦ 모기채집 장소, 모기 채집일, 검체 접종일, 특이사항 (마우스의 상태), pool 번호,
뇌염 증세를 보이는 마우스 마리 수 등의 내용을 기록하는 일지를 작성한다.
(2) 혈액 검체에서 바이러스 분리
① 채취한 혈액은 4℃, 3,000 rpm에서 5분 간 원심 분리하여 혈청을 분리한다.
② 분리된 혈청을 생후 24시간 이내의 마우스 뇌에 약 0.02 ㎖ 씩 접종한다 (단, 검체
채취나 수송 과정 중에 무균 상태가 유지되지 않았다고 판단되는 경우 항생제를
처리한다). 일반적으로는 희석하지 않고 사용하나 때로는 실험동물에 이종 단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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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 의한 이상 반응을 초래할 수 있으므로 0.01 M 인산완충용액 (pH 7.2)으로 10
배 희석하여 접종하기도 한다.
③ 접종 후 관찰은 전술한 매개모기로부터 바이러스 분리과정 ③～⑥과 같다.
④ 바이러스 분리일지에는 환자 성명, 주민등록번호, 거주지, 발병일, 검체 채취일,
임상 증세, 검체명, 검체 접종일, 특이사항 (마우스의 상태), 뇌염 증세를 보이는
마우스 마리 수 등을 기록하여 둔다.
(3) 뇌척수액에서의 바이러스 분리
① 뇌척수액은 급성초기의 발열기 환자로부터 무균적으로 채취한다 (단, 검체 채취나
수송 과정 중에 무균 상태가 유지되지 않았다고 판단되는 경우 항생제를 처리한다).
② 채취한 뇌척수액은 4℃에서 13,000 rpm으로 10분간 원심 분리하여 1～3일생 젓
먹이 마우스 뇌에 약 0.02 ㎖ 씩 접종한다.
③ 바이러스 분리는 전술한 매개모기로부터 바이러스 분리과정 ③～⑥과 같고, 분리
일지 작성은 전술한 혈액 검체에서 바이러스 분리과정 ④와 같이 한다.
(4) 뇌조직에서의 바이러스분리
① 각 부분별로 분리한 뇌조직은 0.75% 우혈청알부민 (bovine serum albumin, BSA)
을 포함한 0.01 M 인산완충용액 (pH 7.2)을 검체 무게 0.1 g 당 1 ㎖ 첨가하는 양으
로 계산하여 넣은 후 균질화 한다.
② 균질기로 간 검체를 4℃에서 13,000 rpm으로 15분간 원심 한다.
③ 상층액만 취하여 바이러스 분리에 이용한다. 바이러스 분리는 전술한 매개모기로 부
터 바이러스 분리과정 ③～⑥과 같고 분리 일지 작성은 전술한 혈액 검체에서 바이
러스 분리과정 ④와 같이 한다.
(5) 세포 배양에 의한 바이러스 분리
일본뇌염 바이러스는 계태아세포 (chicken embryo primary cell), porcine kidney
cell, BHK-21, Vero, C6/36 세포 등에서 잘 증식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① Multi-웰 플레이트 (6-웰을 주로 사용)에 세포를 70～80% 까지 차도록 단층 배
양한다.
② 배양액을 제거하고 세포 배양용 인산완충용액으로 1회 세척하고 마우스 뇌 유제액
을 만들어 0.2 ㎖ 첨가하여 37℃, 5% CO2 배양기에서 1 시간 흡착한다 (15분마다
한번씩 흔들어서 바이러스가 고루 감염되도록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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③ 감염이 끝난 후 뇌 유제액을 제거한 후 세포 배양용 인산완충용액으로 1회 세척하고
유지 배양액 (2% 우태아혈청 포함 배양액)을 첨가한 후 37℃, 5% CO2 배양기에서
7～10일 간 배양하면서 세포의 병변 현상이 나타나는지 확인한다.
④ 병변 현상이 확인되면 웰 플레이트를 -70℃에서 얼린 후 해동하여 세포를 수거한
후 3,000 rpm, 4℃에서 5분 간 원심 분리하여 상층액만 취한다.
⑤ 상층액은 소량씩 분주하여 -70℃에 보관하고 이후 실험에 사용한다.

2) 혈청학적 검사
일본뇌염 바이러스 감염에 대한 혈청학적인 진단은 병이 진행되는 동안 특이적인
IgM 항체가 검출되거나 급성기 혈청과 회복기 혈청에서 항체가가 4배 이상 증가하
면 양성으로 판정한다. 바이러스에 대한 항체검사는 일반적으로 혈구응집억제시험법
(haemagglutination inhibition test, HI)으로 실시하며 이외에 보체결합시험법 (complement fixation test, CF), 중화항체역가측정시험법 (plaque reduction neutralization test, PRNT), 면역형광항체시험법 (immunofluorescence assay, IFA), IgM
포획효소측정법 (IgM-capture enzyme linked immunosorbent assay, MACELISA), IgG ELISA 등의 방법을 이용하여 항체를 검사한다. 이 중 특이도가 가
장 높은 시험법으로는 중화항체역가측정시험법이 있지만, 이 시험법은 판정까지의
시간이 많이 걸린다는 단점이 있어 일반적인 진단법으로 사용하기는 어렵다. 현재
널리 사용되고 있는 혈구응집억제시험법은 신속하게 일본뇌염 감염 여부를 확인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지만 시약제조가 복잡하고 실험자에 따라 결과에 차이가 많이
나는 단점이 있어 시험법의 개선이 요구되고 있다 (일본뇌염의 일반적인 진단인 혈
구응집억제시험법에 대한 자세한 방법은 감염병 실험실 진단의 일반시험법 제 7장
참조).

3) 유전자 검사 (RT-PCR)
일본뇌염 바이러스 감염 확인을 위해서 이용하는 특이 유전자는 19～535 (5’NCR～
prM 유전자) 염기 부분을 사용하는데, 이 부분은 비교적 변이가 적어 일본뇌염 바이러
스 유전자 검출에 유용하다.
(1) RNA 추출
① 매개모기에서 RNA 추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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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집한 모기는 얼음 위에서 작은 빨간집모기만 분류하여 30마리를 한 pool로 하
여 0.1 M 인산완충용액 (pH 7.2) 500 ㎕를 넣고 균질화한 후 4℃에서 12,000 rpm
으로 15분 동안 원심하고 상층액을 새 시험관으로 옮겨 Trizol LS (GibcoBRL,
USA)를 이용하여 RNA를 추출한다.
② 환자 혈액 및 뇌척수액에서 RNA 추출：
환자 혈액 및 뇌척수액 100 ㎕를 취하고 Trizol LS를 이용하여 RNA를 추출한다.
③ 환자 뇌조직에서 RNA 추출：
환자 뇌조직 0.1 g에 0.1 M 인산완충용액 (pH 7.2) 1 ㎖를 넣고 균질기로 갈아
4℃에서 12,000 rpm으로 15분 동안 원심하고 상층액을 1.5 ㎖의 새 시험관으로
옮기고 Trizol LS를 이용하여 RNA를 추출한다.
(2) 역전사 중합효소연쇄반응 (RT-PCR)
① 검체에서 추출한 RNA 10 ㎕에 일본뇌염 바이러스 3’말단 특이 유전자 부분의
primer (94-3’：10 pmol/㎕) 2 ㎕, 5X Superscript RT buffer 4 ㎕, 10 mM
dNTPs 4 ㎕, 0.1 M DTT 1 ㎕, RNaseOut 1 ㎕, Superscript RT 1 ㎕를 넣
고 42℃에서 1시간 동안 cDNA를 만든다 (표 2).
② 1차 PCR은 cDNA 5 ㎕, 10X PCR buffer 5 ㎕, 10 mM dNTP 2 ㎕, primer
(JEV 19F：10 pmol/㎕) 1 ㎕, primer (JEV 535R：10 pmol/㎕) 1 ㎕, Taq
polymerase 0.5 ㎕를 넣고 증류수로 50 ㎕를 맞춘다. PCR 반응은 94℃ 3분으
로 변성시킨 후 94℃ 1분, 52℃ 1분, 72℃ 2분으로 30회 반복하고 72℃ 10분간
연장시킨다 (표 2).
③ 2차 PCR은 1차 PCR 산물 5 ㎕, 10X PCR buffer 5 ㎕, 10 mM dNTP 2 ㎕,
primer (JEV 135F：10 pmol/㎕) 1 ㎕, primer (JEV 361R：10 pmol/㎕) 1 ㎕,
Taq polymerase 0.5 ㎕를 넣고 증류수로 50 ㎕를 맞춘 후 1차 PCR과 동일한
조건으로 실시한다.
④ 1% 아가로스 겔로 바이러스 유전자 증폭 여부를 확인한다. 1차 PCR 산물은 전
기영동에서 확인되지 않으며, 2차 PCR 산물은 확인 할 수 있다 (그림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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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2. 일본뇌염 바이러스 진단을 위한 primer
표적 유전자

산물 크기
(bp)

용도

염기서열(5’→3’)

94-3’

cDNA합성

AGATCCTGTGTTCTTCCTCA
CCACCAGCTACA

5’NCR～prM

JEV 19F
JEV 535R

1차 PCR

ACTTCTTGGCTTAGTATCGT
GCAATGTCCGTGTTGTT

500

prM

JEV 135F
JEV 361R

2차 PCR

ATCAATATGCTGAAACGCGG
CCAAGTTCTCGTTTGAAACT

220

Primer

+

-

M

220bp

그림 1. 마우스 뇌유제액을 이용한 RT-PCR 결과
M：1 kb ladder, +：마우스 뇌 접종 바이러스 (K94P05), -：Negative contro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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