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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   록 

 

서론: 폐구균은 소아 세균 질환의 가장 흔한 원인 중 하나로서, 

이를 예방하기 위해 소아에서 흔히 감염을 일으키는 혈청형들을 

포함한 피막다당-단백결합 백신을 사용하여 침습성 질환을 상당히 

감소시켰으나, 백신에 포함되지 않은 혈청형들에 의한 질환을 

예방하기 위한 새로운 백신의 개발이 필요하다. 이에 폐구균 단백 

백신에 대한 관심이 증대되고 있고, 그 후보 단백으로서 가장 

관심을 받고 있는 것이 pneumolysin (Ply), pneumococcal 

histidine triad protein D (PhtD), pneumococcal surface protein 

A (PspA), pneumococcal surface protein C (PspC) 등의 병독성 

단백들이다. 본 연구에서는 Ply, PhtD 및 PspA의 유전적 다양성을 

확인하고 그에 따른 항원성의 차이를 평가하고자 하였다. 

방법: 1991년 1월 1일부터 2011년 12월 31일까지 21년간 

서울대학교어린이병원에 방문한 소아들로부터 분리되어 보관 중인 

폐구균 중 침습성 질환에서 분리된 171 균주가 연구에 포함되었다. 

Quellung 피막반응으로 혈청형을 결정하였고, 최근에 발견된 

새로운 혈청형 6C와 6D는 해당 혈청형 특이 피막 유전자의 

염기서열분석을 통해 결정하였다. Ply, PhtD, PspA 유전자를 각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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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폭하고 염기서열을 결정하여 각 단백들의 대립유전자형(allele 

type)으로 분류한 후 계통학적 분석을 시행하였다. 또한, 

염기서열에서 유추된 아미노산서열을 이용하여 각 대립유전자형의 

항원성값 도표를 그리고 이를 상호 비교 분석하였다.  

결과: 총 171개의 대상 균주들로부터 27개의 혈청형이 인지되었

으며, 흔한 혈청형은 19A (n=31, 18.1%), 23F (n=24, 14.0%), 

6B (n=17, 9.9%), 14 (n=16, 9.4%), 6A (n=13, 7.6%), 19F 

(n=13, 7.6%), 9V (n=11, 6.4%), 15C (n=6, 3.5%), 6D (n=5, 

2.9%), 24F (n=4, 2.3%), 34 (n=4, 2.3%) 등이었다. Ply의 대립

유전자형에는 1 (n=64, 37.4%), 2 (n=85, 49.7%), 3 (n=4, 

2.3%), 9 (n=14, 8.2%), 10 (n=1, 0.6%)이 있었으며, 본 연구에서 

새롭게 규명된 19 (n=2, 1.2%)와 20 (n=1, 0.6%)도 있었다. 이들

을 계통학적 분석을 통해서 6개의 계통군(clade)으로 구분할 수 있

었으며, 이는 multilocus sequence typing의 clonal complex type

과 유사한 분포 양상을 보였으나 혈청형과는 큰 연관성을 보이지 

않았다. Ply의 대립유전자형에 따른 항원성값 도표를 분석한 결과는 

대상 균주의 97.1%인 166 균주가 동일한 항원성을 보였다. 한편 

PhtD 및 PspA의 분석은 기본적으로 5세 미만의 소아에서 검출된 

폐구균을 대상으로 하였고, 같은 연도에 검출된 동일한 혈청형의 폐

구균 균주가 여러 개 있을 경우에는 그 중 임의로 한 균주씩만을 

포함하여 총 90개의 균주들에 대해 분석을 시행하였다. 그리고 이 

결과 및 기존에 알려져 있는 염기서열로부터 각 단백의 뉴클레오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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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드 개수(base pair, bp)에 따라 대립유전자형을 분류하였다. PhtD

에는 12가지의 대립유전자형이 있었고 이 중 대립유전자형 5 

(2,517 bp, n=63, 64.9%)가 가장 흔하였으며, 다음으로 9 (2,550 

bp, n=5, 5.2%), 2 (2,520 bp, n=4, 4.1%), 8 (2,547 bp, n=4, 

4.1%) 등의 순이었다. 가장 많은 균주들이 속한 대립유전자형 5의 

상동성은 98%이상이었고, 서로 다른 대립유전자형들 사이에도 그 

유전적 다양성 및 항원성 양상의 차이는 미미하였다. 반면 PspA는 

28가지의 대립유전자형으로 분류할 수 있었고, 대립유전자형에 따

라 뉴클레오타이드 수가 1719 – 2268개로 다양하였다. 흔한 대립

유전자형은 22 (2,175 bp, n=18, 20.0%), 12 (1,899 bp, n=11, 

12.2%), 23 (2,178 bp, n=11, 12.2%) 등이었다. PspA는 대립유전

자형들 간에 그 크기 및 염기서열뿐만 아니라 항원성에도 많은 차

이가 있어서 적어도 6가지 이상의 상이한 항원성값 도표를 나타내

었다. 

결론: 본 연구 대상 침습성 폐구균들에서 Ply 및 PhtD 염기서열

의 상동성이 높고 항원성은 매우 유사하였으나, PspA는 대립유전자

형들 간 염기서열 및 항원성에 있어 비교적 큰 차이가 존재하였다. 

따라서 Ply 및 PhtD가 향후 단백 백신 후보로서 PspA에 비해 항

원성 면에서 유리할 것으로 보이며, 다양한 폐구균 균주들을 이용한 

상기 주요 병독성 단백들의 유전적 다양성에 대한 연구가 지속되어

야 할 것으로 생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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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   론 

 

폐구균은 소아 및 성인에서 균혈증, 수막염, 폐렴 등의 침습성 

세균 감염 질환을 일으키는 가장 흔한 원인 중 하나이며, 또 

중이염, 부비동염 등을 흔히 일으켜서 미생물 중에 임상적으로 가장 

중요한 병원체이다.1 폐구균의 피막 다당은 인체 감염에 있어서 

중요한 병독성 인자이며, 혈청형을 결정하는 기준으로 현재까지 

94가지의 폐구균 혈청형이 알려져 있다. 이 중 수막염, 패혈증 등 

침습성 질환의 대부분에서 원인이 되는 것은 15여 종류의 제한된 

혈청형들이다. 이 혈청형의 분포는 조사 시기, 연령 및 지역에 따라 

차이가 있고 예방 백신의 사용에 의해서도 크게 영향을 받게 된다. 

혈청형의 분포가 변화하는 기전은 흔하지 않던 혈청형에 속하는 

특정한 클론이 증식하거나, 흔한 혈청형에 속하는 클론이 흔하지 

않던 혈청형과의 피막 유전자 재조합(recombination)을 통해 

일종의 변형(variant)을 만들어내는 것으로 생각되고 있다.2-4  

한편 현재 사용되고 있는 폐구균 단백결합백신은 피막 다당을 

정제하고 운반단백을 결합시키는 방법으로 만들어지며, 그 결과 각 

혈청형에 따른 특이 면역반응을 제공하게 된다. 2000년대에 들어 

전 세계적으로 7가 폐구균 단백결합백신(7-valent pneumococcal 

conjugated vaccine, PCV7)이 광범위하게 사용되면서, 백신에 

포함된 혈청형에 의한 폐구균 질환의 빈도가 현저히 감소하고 

있다.5 그러나, 일부 국가에서 백신에 포함되지 않는 혈청형, 특히 

19A에 의한 침습성 폐구균 질환은 증가하고 있으며, PCV7 도입 

이후에 미국에서 분리된 일부 19A 혈청형의 multi-locu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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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equence typing (MLST) 유전형 (sequence type, ST)은 백신에 

포함된 다른 혈청형들의 ST를 동일하게 가지고 있는 균주들이 

있어서, 이들 19A 혈청형 균주들은 다른 혈청형의 균주들이 19A 

피막 다당 유전자를 받아들여 생성된 것으로 이해되고 있다.6 

최근에는 이 19A 혈청형을 포함하는 13가 폐구균 단백결합백신 

(PCV13)이 광범위하게 사용되고 있어서, 폐구균의 침습성 질환의 

역학에 또 다른 변화가 일어나게 될지 주목된다.7  

이렇게 끊임없이 변화하는 혈청형 분포에 따라 새로운 백신을 

계속 생산해 낼 수는 없으므로, 혈청형에 상관없이 모든 폐구균에 

예방 효과를 보일 수 있는 백신(universal vaccine)에 대한 관심이 

증대되었다.8 이러한 백신에 사용될 수 있는 후보로서, 모든 

폐구균에 포함되어 있으면서 주요 병독성 인자로 작용하여 특히 

침습성 균주들에서 잘 발현되고 그 유전형 및 항원성의 다양성이 

적은 몇 가지 단백들이 거론되어 왔으며, 실제로 이런 물질들을 

이용한 새로운 백신들이 이미 개발 중에 있다.8-11 Pneumolysin 

(Ply), pneumococcal histidine triad protein D/E (PhtD/PhtE), 

pneumococcal surface protein A/C (PspA/PspC), pneumococcal 

surface adhesion A (PsaA), choline-binding protein E (CbpE) 

등이 이러한 백신 후보로 주목 받고 있는 대표적인 병독성 

단백들이다.12 

이 중 Ply는 피막 다당과 더불어 폐구균의 가장 중요한 병독성 

인자로 알려져 있는 단백이다. Ply는 53kDa의 기공-형성 

독소(pore-forming toxin)로서, 다양한 세포들에 대해 독성을 

가지며, 보체계의 활성 및 염증 반응에도 관여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13,14 Ply는 현재까지 혈청형과 유전형에 상관없이 모든 임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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폐구균 균주로부터 확인이 되었지만, 최근 몇몇 연구들에서는 

용혈성이 없는 특이 균주들도 보고된 바 있다.15,16 한편 Ply의 

유전적 다양성에 대한 최근의 연구들에서는 그 아미노산서열의 

변이에 따라 18개의 변형이 있음을 확인하였고, 균주들 간 

아미노산서열의 다양성은 크지 않은 것으로 보고하였다.15,17 또한 

이미 동물 모델들을 통해서 Ply에 대한 면역 형성이 폐구균 

감염으로 인한 사망을 막거나 적어도 지연시킬 수 있음을 

확인하였다.18 최근의 또 다른 동물 실험들에서는 Ply를 이용한 

능동면역(active immunization)이 폐구균성 각막염(keratitis) 및 

폐손상을 효과적으로 예방한 결과들을 보여 주었다.19,20 한편 

폐구균에 감염된 환자들에서는 정상인에 비하여 Ply에 대한 특이 

IgG 역시 낮은 것이 확인되었고,21 모체에 anti-Ply antibody가 

많을수록 그 자녀에서 폐구균 집락률이 낮았다는 보고도 있었다.22  

PhtD는 폐구균의 표면에 노출되어 있는 대표적인 단백으로서 

histidine triad motif를 가지고 있는 것이 특징이다. 아직 그 정확한 

기능에 대해서는 알려진 바가 없으나, 주로 폐구균이 호흡기 

상피세포에 부착하는데 작용하여 병원성을 증가시키는 역할을 하는 

것으로 생각되고 있다.23 지금까지 여러 동물 모델들을 통하여 이 

단백에 대한 면역이 패혈증과 폐렴은 물론이고 비인두 집락화까지 

예방할 수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9,24,25 또한 폐구균의 자연 감염 

후 소아와 성인에서 PhtD에 대한 항체가 형성됨이 확인된 바 

있다.26,27 최근 동물 모델을 통해 PhtD가 다른 백신 후보 단백들에 

비하여 침습성 폐구균 질환에 대해 더 높은 예방 효과를 갖는 것을 

확인하였으며, 항 피막 다당 항체와 함께 투여되었을 때 상승효과를 

보임을 보고하였다.28,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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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spA 또한 오래 전부터 관심을 받아온 폐구균의 주요 병독성 

인자 중 하나이며, 주로 보체계의 활성화에 관여하여 이 단백에 

대한 항체가 폐구균 질환으로부터의 면역 방어에 유용하게 활용될 

수 있음이 알려져 있다.30-33 또한 PspA의 유전적 다양성을 통해 

폐구균의 분자생물학적 특징 및 역학을 이해하려는 연구들이 각 

나라 별로 많이 시행되어 왔다.34-40 우리나라에서도 PspA의 

유전적 다양성을 관찰한 연구들이 있으며,41,42 이 연구들에서는 

국내 분리 폐구균 균주들의 PspA 아미노산서열이 Genbank의 표준 

균주들에 비해 항원학적 변이를 유발하는 부위로 알려진 N 

말단부위의 상동성이 비교적 낮은 것으로 확인되었다. 그러나 다른 

국외 연구들에서의 결과와 같이 대부분의 균주들이 family 1과 

family 2에 속하고 family 3는 거의 없는 것으로 보고하였다. 

최근의 연구들은 이 3개의 family에 더하여 6개의 계통군 

(clade)으로 세분화하여 PspA의 유전형을 결정하는 분류법이 주로 

사용되고 있다.35-40 

그 밖에 PspC, PsaA, CbpE 등도 폐구균의 주요 병독성 단백들로 

차세대 단백질 백신의 후보로서 관심을 받고 있으며 그 면역원성 

및 예방 효과, 유전적 다양성 등에 관한 연구들이 꾸준히 진행되고 

있다.26,43 본 연구에서는 이러한 여러 백신 후보 단백들 중 개발 

단계에서 앞서 있고 미래의 주요 백신 후보로서 유력한 단백들, 즉 

Ply, PhtD 및 PspA의 유전적 다양성을 확인하고 그 항원성의 

특징을 비교 분석하고자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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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 재료 및 방법 

 

1. 대상 환자 및 검체 

1991년 1월 1일부터 2011년 12월 31일까지 21년간 

서울대학교어린이병원에서 침습성 폐구균 질환으로 진단받은 

소아들로부터 분리된 폐구균 171균주를 대상으로 연구를 

시행하였다.  

이 균주들은 용혈성과 집락 형태, 그람(Gram) 염색 소견, 

카탈라제(catalase) 검사, 옵토친(BBL Microbiology systems, 

Cockeysville, USA) 디스크 감수성 등 생화학적 검사를 이용하여 

폐구균으로 동정하였다. 동정된 균은 순수 배양 후 -80℃에 

보관하였으며, 해동 후 재배양하여 연구에 사용하였다. 

 

 

2. 혈청형 결정 

Quellung 피막반응을 이용한 혈청형 결정법을 사용하였다. 

덴마크의 Statens Serum Institute (SSI)에서 폐구균의 

혈청군(serogroup)을 결정하는데 필요한 항혈청모음(antisera 

pools)을 구매하여 각 균주의 혈청군을 결정하였다. 같은 군 안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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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른 혈청형이 없는 경우에는 항혈청모음과의 반응 결과에 따라 

혈청형이 결정되었다. 여러 가지 혈청형이 포함된 혈청군에 속하는 

균주는 추가로 혈청형을 결정하는 항혈청(factor sera)을 이용하여 

혈청형을 결정하였다. SSI로부터 혈청군-결정용 항혈청모음과 일부 

혈청군에 대한 혈청형 결정용 항혈청을 구매하여, 다음과 같이 

quellung reaction과 "Chessboard Method"을 이용하는 방법으로 

혈청군과 혈청형을 결정하였다.44  

먼저 1-4 μl의 균주 배양액(broth culture)을 slide위에 놓고 

동량의 항혈청(모음)을 넣어서 잘 섞었다. 균 배양액과 항혈청 

혼합액을 cover glass로 덮은 후 immersion oil용 lens (100x 

용)를 사용하여 위상차 현미경(phase contrast microscope)으로 

관찰하였다. 균주의 피막(capsule)이 부푸는 것이 관찰되면 양성 

반응으로 판독하였다. 

한편, 혈청군 6 중 최근에 새로 발견되었고 quellung 

피막반응으로는 혈청형 결정이 안 되는 6C와 6D의 혈청형 결정을 

위해 다음과 같은 방법을 사용하였다. 기존의 방법으로 6A 또는 

6B로 확인된 균주들에 대해 wciN 유전자에 대한 시발체 F: 5′-

TAC CAT GCA GGG TGG AAT GT-3′, R: 5′-CCA TCC 

TTC GAG TAT TGC-3′을 이용하여 첫 번째 종합효소연쇄반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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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lymerase chain reaction; PCR)을 수행하고, 이어서 wciP 

유전자에 대한 시발체 F: 5′-AAT TTG TAT TTT ATT CAT 

GCC TAT ATC TGG -3′, R: 5′-TTA GCG GAG ATA ATT 

TAA AAT GAT GAC TA-3′을 이용하여 두 번째 PCR 및 

염기서열분석을 진행하였다. WciN gene에 대한 PCR에서 2,000 

base pair (bp) 이상의 생산물을 보인 균주들은 quelling 

reaction의 결과대로 혈청형 6A 및 6B로 결정하였고, 1,800 bp 

정도의 생산물을 보인 균주들 중 WciP 유전자 염기서열분석에서 

584번째 염기가 G인 경우는 혈청형 6C로, A인 경우는 혈청형 

6D로 결정하였다.45   

 

 

3. Pneumolysin (Ply) 유전자 분석 

폐구균의 집락을 채취하여 수정 염침전방법(modified salt 

precipitation method) (Puregene, Gentra, UK)으로 DNA를 

추출하여 정량하였다. 1.7 mL 세침관(microfuse tube)에 100 μL의 

증류수를 넣고 여기에 폐구균 집락을 부유시켰다. 100℃에서 5분간 

가열한 후 500 μL의 핵산 용해액(nucleic acid lysis solution)을 

첨가하여 65℃에서 15분간 반응시켰다. 다시 200 μL의 단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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침전용액(protein precipitation solution)을 첨가한 후 얼음에 넣어 

냉각하였으며 13,200 rpm으로 5분간 원심분리하여 상청액을 

얻었다. 이 상청액을 100% 이소프로파놀롤(isopropranolol) 700 

μL와 혼합하여 다시 한번 3분간 원심분리하였고, 이 때 얻은 

침전물을 70% 에타놀(ethanol)로 세척한 후 다시 1분간 

원심분리하여 최종 DNA를 추출하였다.   

Ply에 대해서는 Jefferies 등이 시행한 방법을 기본으로 분석 

기법을 구축하였다.17 앞서 추출한 171개의 폐구균 DNA와 다음의 

시발체들(Table 1)을 이용하여 PCR 및 염기서열분석을 시행 

하였다. Ply_9Y와 Ply_9Z 시발체를 이용하여 1,434 bp의 Ply 

유전자를 증폭해내고 이 PCR 산물을 Ply_9Y와 Ply_4V 시발체를 

이용하여 각각 한 번씩 염기서열분석을 시행하여 총 1,416 bp의 

Ply 유전자 염기서열을 결정하였다.  

PCR 시행 시 다음의 재료들을 각 비율대로 혼합하여 반응 

혼합물(master mix)을 만들었다; ddH2O 11.0 μL, 10X 반응 

완충액(reaction buffer) 2.0 μL, 25 mM MgCl2 1.4 μL, dNTP (2.5 

mM) 1.6 μL, Taq 중합효소(polymerase) 0.2 μL, 전방-시발체(10 

pmole/μL) 0.4 μL, 후방-시발체(10 pmole/μL) 0.4 μL, DNA 3.0 

μL. 이렇게 만들어진 반응 혼합물을 이용하여 다음과 같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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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건으로 PCR을 시행하였다. 95.0℃, 5 분간의 초기 

열변성(denaturation)후, 증폭의 첫 단계로 열 변성을 위해 95.0℃, 

30초, 다음 단계로 결합(annealing)을 위해 54℃, 30초, 합성 

(extension)을 위해 72.0℃, 90초 시행하여 앞의 열변성부터 

합성의 과정이 총 35 주기(cycles)동안 반복되도록 하였다. 이후 

72.0℃, 10분간의 최종 합성(final extension) 과정을 거쳤다. 

다음으로, 증폭된 PCR 생산물을 1.0% 한천 겔(agarose gel)을 

사용하여 100 V에서 40분간 전기영동 한 후 1,434 bp의 PCR 

생산물을 확인하였다. 이 PCR 생산물들을 AccuPrep PCR 

Purification Kit (Bioneer, Daejeon, Korea)을 사용하여 정제한 후 

염기서열분석을 시행하였다. 염기서열분석을 위한 PCR 반응은 

Thermal Cycler (MJ research, Waltham, USA)를 사용하여 

시행하였으며, 염기서열반응은 BigDye(R) Terminator v3.1 Cycle 

Sequencing Kit (Applied Biosystems, Inc, Foster City, USA)을 

이용하여 진행하였다. 반응 후에는 반응 산물을 Sephadex 

column을 이용하여 정제한 후에 ABI 3730xl automated 

sequencer (Applied Biosystems, Inc)에서 전기영동 한 후 자료는 

Sequencing analysis v3.3 (Applied Biosystems, Inc)으로 

분석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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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1. Oligonucleotide primers used for polymerase chain 

reaction and sequencing in this study 

Target 

gene 

Primer 

name 
Sequence (5’  3’) Reference 

Ply 

Ply_9Y CGGGATCCGGCAAATAAAGCAGTAAATGACTTT 

17
17

 Ply_9Z GACGGAGCTCGACTAGTCATTTTCTACCTTATC 

Ply_4V CAATACAGAAGTGAAGGCGG 

PhtD 

PhtD_F2 GACCCACAAAATGACAAGACC 

This study 

PhtD_F3 TCGTTATATCCCAGCCAAGG 

PhtD_F4 AACCAAATGCGCAAATTACC 

PhtD_R2 TCCTTATTTTCCTGCGAACG 

PhtD_R3 

PhtD_R4 

GGAGGGGTCAAACCTTTCTC 

GGTTGAGCTGGATTTGCATT 

PspA 

PspA_F2 AAAGATTGTCCGCAGGCTTA 

This study 

PspA_F3 GCCCTGATGGAGATGAAGAA 

PspA_F4 CCTGCTATTCAAGCTGGTGTT 

PspA_R2 TTGAAGGTCGTGTGTGCTTC 

PspA_R3 ATCACATCGTAGCCCTGCTC 

LSM2 GCGCGTCGACGGCTTAAACCCATTCACCATTGG 

40
40

 

SKH2 CCACATACCGTTTTCTTGTTTCCAGC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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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Pneumococcal histidine triad protein D (PhtD) 

유전자 분석 

유전적 다양성이 일반적으로 Ply 보다 큰 것으로 알려져 있는 

PhtD와 PspA에 대해서는 5세 미만의 소아에서 검출된 폐구균만을 

대상으로 하였고, 그 중 같은 연도에 검출된 동일한 혈청형의 

폐구균 균주가 여러 개 있을 경우에는 임의로 한 균주씩만을 

포함하여 총 90개의 균주들에 대해 분석을 시행하였다. 앞에서 

추출한 폐구균의 DNA와 2가지의 시발체 조합(Table 1)을 

이용하여 총 2.5 kb 정도의 PhtD 염기서열을 완전히 포함하는 2.9 

kb의 단편(segment)으로 증폭하였다. 이는 PhtD의 5’말단과 

3’말단의 염기서열을 보다 정확히 읽어내고자 한 것으로, PhtD의 

염기서열에 더하여 5’말단으로는 80 bp정도, 3’말단으로는 300 

bp정도를 더 포함하는 단편을 증폭하도록 설계되었다. 먼저 

PhtD_F2와 PhtD_R3를 이용하여 1,854 bp의 5’부위 단편 

(PhtD_I)을 증폭하였고, PhtD_F3와 PhtD_R2를 이용하여 1,616 

bp의 3’부위 단편(PhtD_II)을 증폭하였다. PCR 조건 및 염기서열 

분석 방법은 Ply 분석 시와 동일하게 시행하였다. PhtD_I 단편은 

PCR 시발체인 PhtD_F2와 PhtD_R3를 이용하여 각각 전방 

(forward)과 후방(backward)으로 1,000 bp 정도의 염기서열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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읽도록 하였고, PhtD_II 단편은 새로 제작한 PhtD_F4 시발체를 

이용하여 염기서열을 분석하였다. PhtD_I 단편에 대한 시발체 

PhtD_F2의 염기서열분석이 잘 이루어지지 않는 균주들에 대하여 

시발체 PhtD_R4를 이용하여 추가 염기서열분석을 시행하였고, 이 

모든 결과들을 종합하여 PhtD의 전체 염기서열을 결정하였다.  

 

 

5. Pneumococcal surface protein A (PspA) 유전자 

분석 

PhtD 분석에 사용된 5세 미만의 소아에서 분리한 90개의 폐구균 

균주들을 대상으로 PCR 및 염기서열분석을 시행하였다. 기존의 

PspA에 대한 연구들은 대부분 3가지 시발체 조합을 가지고 그 

반응 여부에 따라 family형을 나누고, 실제적인 염기서열분석은 

주로 5’부위의 300 bp 정도의 ‘계통군 결정부위(clade defining 

region)’에 대해서만 시행하여 유전형을 나누었던 바,35,38-40 이러한 

연구들에서 사용한 방법으로는 PspA 유전자의 전체 염기서열을 

분석할 수 없어 새로운 시발체 조합 및 PCR 조건을 산출하였다 

(Table 1). Genbank로부터 얻은 D39 표준주의 염기서열을 근거로 

약 2.0 kb 정도의 PspA 유전자를 모두 포함하여 약 2.5 kb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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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편을 증폭할 수 있는 시발체 조합 PspA_F2와 PspA_R2를 

제작하였다. 이 시발체 조합에 반응하지 않는 균주들에 대해서는 두 

번째 시발체 조합인 PspA_F4와 PspA_R3를 이용하여 앞선 

반응에서보다 약 0.4 kb 더 큰 2.9 kb 정도의 단편을 증폭하였다. 

PspA의 염기서열이 기존의 family형에 따라서 차이가 많은 것으로 

알려져 있어서 PspA 유전자 내부에서는 모든 균주에 반응하는 

시발체 조합을 선택하기가 어렵다는 판단 하에 앞서 제시한 시발체 

조합들만을 이용하여 비교적 큰 단편을 한번에 증폭해내고자 

하였다. 결합반응(annealing) 온도를 58℃로 설정한 것 외에는 

반응 혼합물의 조성과 PCR 조건 등을 Ply 및 PhtD 유전자 분석 

시와 동일하게 유지하였다. 이렇게 증폭된 PspA 유전자를 포함한 

단편에 대하여 PCR 시발체인 PspA_F2와 PspA_R2를 이용하여 

각각 전방과 후방으로 염기서열분석을 시행하였고, 중간부위의 

염기서열을 보다 정확히 읽어내기 위하여 추가로 제작된 

PspA_F3와 기존의 연구들에서 family형에 상관없이 모든 PspA 

유전자에 결합할 수 있는 시발체로 제시한 LSM2와 SKH2를 

이용하여 추가 염기서열분석을 시행하였다.  

 

 



14 

 

6. 대립유전자형 결정 

이렇게 최종 분석된 3가지 단백의 염기서열들을 통해 아미노산 

배열을 분석하고, 이를 바탕으로 각 대립유전자형을 결정하였다. 

Ply에 대해서는 기존의 분류법이 존재하므로 이 분류법을 그대로 

적용하여 번호를 부여하였고, PhtD와 PspA에 대해서는 아직까지 

전체 염기서열을 이용한 분류가 이루어진 바 없으므로, Ply 

분류법에서 염기서열 비교의 기준으로 사용한 D39 표준주의 

서열을 대립유전자형 1로 정의하고, PhtD와 PspA의 전체 

뉴클레오타이드 개수에 따라 대립유전자형을 나누었다.  

 

 

7. Multi-locus sequence typing (MLST) 

 이전 연구를 통해 대상 폐구균 중 99개의 균주들에 대한 MLST 

결과가 이미 존재하므로, 이 자료를 상기 균주 모두에 대해 분석을 

시행한 Ply의 대립유전자형과 비교 분석하였다. 이전 연구에서 

MLST 분석은 간략히 다음과 같은 방법으로 시행하였다.46 

폐구균의 DNA를 추출한 다음 7개의 house-keeping genes, 즉 

aroE (shikimate dehydrogenase), gdh (glucose-6-phosphate 

dehydrogenase), recP (transketolase), xpt (xanthine phosph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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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ibosyltransferase), ddl (D-alanine-D-alanine ligase), gki 

(glucose kinase), spi (signal peptidase I)의 내부단편 (internal 

fragments)을 증폭하고 정제한 후 염기서열을 결정하였다. 이 

결과를 MLST web (http://www.mlst.net)에 접속하여 폐구균의 

데이터베이스에서 각 균주의 대립유전자와 ST를 결정하였다. ST는 

7개 위치(locus)의 대립 유전자들의 조합에 의해 번호가 

부여되었고, clonal complex (CC)는 7개 대립 유전자중 5개가 

공통된 ST들의 집단으로 정의하였다.  

 

 

8. 계통학적 분석 

MEGA5 program을 이용하여 neighbor joining method를 통해 

각 단백의 대립유전자형들에 대한 계통학적 분석을 시행하였다. 

또한 계통수를 그리고 유사한 계통군끼리 임의로 묶어서 각 

대립유전자형들을 다시 한 번 분류하였다.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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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 항원성 분석 

염기 서열에서 유추된 아미노산서열을 이용하여 특정 단백의 

항원 부위를 추정할 수 있음이 알려져 있다. 주요한 항원 결정 

부위를 찾는 방법에는 여러 가지가 있으나 친수성값(hydrophilicity 

value)을 이용한 항원성값(antigenicity value)를 구하는 방법이 

널리 쓰이고 있다. 이러한 항원성값이 높을수록 항체가 해당부위를 

발견해서 결합할 가능성이 높아지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48  

기존의 연구들에서 표준주로서 주로 사용된 D39의 염기서열과 

비교하여 각 대립유전자형에 따른 항원성값을 CLC Main 

Workbench ver 6.6.5 (CLC bio, Aarhus, Denmark) 프로그램을 

이용하여 구하였으며, D39와 우리나라의 임상주들 사이에 존재하는 

유전적 변이가 항원성의 변화를 초래하는지 여부를 추정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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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   과 

 

1. 대상 균주의 혈청형 분포 

총 171개의 대상 균주들은 27가지의 혈청형에 속하였다. 그 

분포는 19A (n=31, 18.1%), 23F (n=24, 14.0%), 6B (n=17, 

9.9%), 14 (n=16, 9.4%), 6A (n=13, 7.6%), 19F (n=13, 7.6%), 

9V (n=11, 6.4%), 15C (n=6, 3.5%), 6D (n=5, 2.9%), 24F 

(n=4, 2.3%), 34 (n=4, 2.3%), 11A (n=3, 1.8%), 12F (n=3, 

1.8%) 순이었으며, 1, 3, 10A, 10B, 18C, 23A, 35B가 각 

2균주씩(1.2%), 5, 6C, 7F, 10F, 13, 15B, 20이 각 1균주씩(0.6%) 

있었다(Figur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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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1. Serotype distribution of invasive pneumococcal 

isolates in Seoul National University Children’s Hospital, 1991-

20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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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Ply의 유전자 분석 

2.1. Ply의 대립유전자형 분류 

 기존의 연구에서17 제시한 바 대로 D39 표준주의 아미노산서열을 

기준으로 나눈 18개의 대립유전자형들과 대상 검체들의 Ply 유전자 

아미노산서열을 비교하였다(Figure 2). 본 연구 대상 검체들에서는 

이 중 대립유전자형 1, 2, 3, 9, 10이 있었고, 새로운 대립 

유전자형이 두 개가 발견되었으며 이들을 각각 대립유전자형 19와 

20으로 분류하였다.  

 한편, 본 연구에서 확인된 대립유전자형들에 대해서는 추가로 

염기서열의 차이에 따라 세부적인 분류를 시행하여 대립유전자형에 

소수점 이하로 순서대로 숫자를 부여하였다. 그 결과 대립유전자형 

1과 2에는 각각 9개, 11개의 아형(subtype)이 인지되었고, 3, 9, 

10에서는 각각 2개의 아형이 인지되었다(Figure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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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2. Allele types and corresponding variations at amino 

acid sequences of pneumolysin (Ply). Amino acid sequence of 

allele type 1 (D39 strain) was compared with that of other 

allele types. Novel allele types, 19 and 20 are indicated by 

shaded rows. 

Note. Del, single amino acid deletion; INS, amino acid inser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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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 N E

13 D 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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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 D

16 R S A 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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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 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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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3. Allele subtypes and corresponding variations at 

nucleotide sequences of pneumolysin (Ply) identified in our 

isolates 

Note. Del, single amino acid deletion; INS, amino acid insertion 

1.0 1.1 1.2 1.3 1.4 1.5 1.6 1.7 1.8 2.0 2.1 2.2 2.3 2.4 2.5 2.6 2.7 2.8 2.9 2.10 3.0 3.1 9.0 9.1 10.0 10.1 19 20

78 A G

96 C T

108 T G

157 T C

168 T C

183 T C

186 A G

189 A G

201 C T

261 C T T

276 C T T T T

327 C T

345 G A

351 C T T

363 A G

396 T C

411 T C

459 C A A A A

461 C T T

515 C T T

555 A G G

558 C T T T A A T T

588 G A A A

609 C T

615 T C C C C C C C C C C C C C C C

671 A G G G

672 A G G G

729 G A

732 C T T

735 A G

756 C T

793 G T T T T

801 A G G

810 C del del del del

812 A G G G G

813 G del del del del

814 G del del del del

815 T del del del del

816 A del del del del

817 G del del del del

828 A G

837 G A A A A A A

924 T C

966 A C C C C

978 C T

1011 T G

1032 T

1038 T C C C C C C C C C C C C

1056 G A

1065 T G

1096 G A

1114 G A

1119 C T T T

1128 T C

1138 G A A A A A A A A A A A A

1156 C T

1164 T C C C C

1212 G A A A A A A A

1221 C T

1257 T C C C C

1272 A G

1290 G A

1296 C T

1356 G T

1374 A G

1380 C T

1386 T G G

1395 A G G G G G G

Allele subtypeNucleotide

posi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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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 Ply 대립유전자형의 분포 및 계통학적 분석 

Ply 대립유전자형의 분포는 1 (n=64, 37.4%), 2 (n=85, 49.7%), 

3 (n=4, 2.3%), 9 (n=14, 8.2%), 10 (n=1, 0.6%)이었고, 새로운 

대립유전자형인 19 (n=2, 1.2%)와 20 (n=1, 0.6%) 등이었다. 이 

중 대립유전자형 19 에 해당하는 것은 혈청형 15B 와 15C 가 각각 

한 균주씩 이었으며, 20 에 해당하는 것은 혈청형 35B 한 균주였다.  

한편 총 171 개의 대상 균주들 중 기존에 MLST 분석이 완료되어 

그 결과를 알고 있는 99 개의 균주들에서, Ply 의 염기서열에 따라 

세분한 대립유전자아형을 비교하고 계통학적 분류를 통해 

cluster 를 이루는 유전형들끼리 묶어 새로운 Ply 계통군 분류를 

시행하였다(Table 2, Figure 4). 계통학적 분류상 대립유전자형 

1 과 9, 그리고 19 가 가장 가까운 계통군(A2, A3, A4)을 

형성하였고, 대립유전자형 2 는 이와는 조금 다른 계통군(A1)을 

형성하였다. 한편 대립유전자형 3 과 10 은 비교적 거리가 먼 

계통군(B1, B2)을 구성하였으며, 대립유전자형 20 이 다른 모든 

대립유전자형들과 가장 구별되는 양상을 보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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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2. Comparison of pneumolysin (Ply) allele types and 

multi-locus sequence typing (MLST) results in 99 invasive 

isolates 

STOCK SEROTYPE CC ST Ply Subtype Ply Clade 

95-039 14 81 3178 1.1 A2 

95-072 6A 3115 3115 2.6 A1 

95-084 23F 81 81 1.1 A2 

95-124 6A S 3166 2.4 A1 

95-141 6A 3115 3115 2.4 A1 

96-012 23F 81 3415 1.1 A2 

96-038 19F 271 271 2.3 A1 

96-039 14 81 81 1.1 A2 

96-047 6D S 3171 2.5 A1 

96-049 14 554 343 2.0 A1 

96-095 14 271 328 2.3 A1 

96-098 23F 81 81 1.1 A2 

97-010 19F S 2399 2.3 A1 

97-011 14 271 328 2.3 A1 

97-019 6B S 3169 1.7 A3 

97-033 23F 81 81 1.1 A2 

97-041 6D S 3171 2.5 A1 

97-054 6D  S 3171 2.5 A1 

97-055 23F 81 81 1.1 A2 

97-056 19F 271 236 2.3 A1 

97-057 6D S 3171 2.5 A1 

97-064 6B 90 90 1.2 A4 

97-092 6B 90 1624 1.2 A4 

97-097 19A S 1374 2.8 A1 

97-102 23F 880 880 2.4 A1 

97-113 23F 81 3392 1.1 A2 

98-001 14 554 554 2.0 A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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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8-021 23F 81 81 1.1 A2 

98-090 9V 166 166 9.0 A3 

99-003 6B 90 90 1.2 A4 

99-018 23F 880 880 2.4 A1 

99-036 5 S 3394 2.9 A1 

99-049 19A 271 320 2.3 A1 

99-128 14 554 554 2.0 A1 

00-001 9V 166 3383 9.0 A3 

00-012 14 554 3388 2.0 A1 

00-022 19F 271 271 2.3 A1 

00-043 9V 166 166 9.0 A3 

00-058 6A 81 81 1.1 A2 

00-088 6A 81 81 1.1 A2 

00-093 19A 271 320 2.3 A1 

00-100 23F 81 81 1.1 A2 

00-109 15C 81 83 1.1 A2 

00-143 35B S 558 1.7 A3 

00-149 6B S 3173 1.8 A3 

00-186 15C 81 83 1.1 A2 

01-010 6B S 3169 1.7 A3 

01-017 6B 90 95 1.7 A3 

01-024 19A 271 320 2.3 A1 

01-053 6B S 3173 1.8 A3 

01-063 23F 880 880 2.4 A1 

01-092 19A 271 320 2.3 A1 

01-189 6D S 3168 2.4 A1 

01-201 19F 271 271 2.3 A1 

01-325 19A 271 320 2.3 A1 

02-076 34 S 3116 2.3 A1 

02-240 14 554 554 2.0 A1 

02-281 19A 271 320 2.3 A1 

02-467 6B  S 3173 1.8 A3 

02-519 19F 271 236 2.3 A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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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2-523 19A 271 320 2.3 A1 

02-593 6A S 5833 1.8 A3 

02-624 23F 880 880 2.4 A1 

02-700 23F 880 880 2.4 A1 

03-006 23F 880 880 2.4 A1 

03-020 14 554 3177 2.0 A1 

03-030 19A 271 320 2.3 A1 

03-043 18C S 3180 1.1 A2 

03-089 14 S 13 2.3 A1 

03-152 6A S 855 2.6 A1 

03-176 19A 271 320 2.7 A1 

03-245 13 81 189 1.1 A2 

03-290 6B 90 1624 1.2 A4 

03-292 6A 81 2842 1.1 A2 

04-073 6A S 855 2.6 A1 

04-100 19A 554 343 2.3 A1 

04-154 23F 880 880 2.4 A1 

05-077 14 554 3177 1.8 A3 

05-097 6B 90 3175 1.2 A4 

05-175 15C 81 83 1.1 A2 

05-233 6A 81 81 1.1 A2 

05-276 6B 90 6917 1.2 A4 

06-112 6B S 3173 1.8 A3 

07-059 6B S 3173 1.8 A3 

07-065 19A 271 320 2.3 A1 

07-097 6B 90 1624 1.2 A4 

07-184 19A 271 320 2.3 A1 

08-016 19A 271 320v 2.3 A1 

08-039 6A 81 2842 1.1 A2 

08-207 6C S 5241 1.4 A4 

08-443 6B 90 1624 1.2 A4 

09-194 19A 271 320 2.3 A1 

09-218 19A 271 320 2.3 A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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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112 6A 81 81 1.1 A2 

10-200 19A 271 320 2.3 A1 

10-478 19A 271 320 2.3 A1 

10-489 19A 271 320 2.3 A1 

10-512 6A 81 2842 1.1 A2 

10-518 19A 271 320 2.3 A1 

CC, clonal complex; ST, sequence type; S, singlet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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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4. Phylogenetic analysis of all pneumolysin (Ply) 

alleles from 171 pneumococcal isolates. Phylogenetic and 

molecular evolutionary analyses were conducted with the 

MEGA5 program by the Neighbor-Joining method. The 

numbers at the ends of tree and characters (A, B, and C) in 

square boxes indicate allele subtype and clade type of Ply, 

respectively. The bar in the bottom represents the genetic 

distan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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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 MLST 및 혈청형과 Ply 대립유전자형 간의 비교 

10개 이상의 균주들이 포함된 혈청형인 6A, 6B, 14, 19A, 23F에 

대해서 MLST 결과와 Ply 대립유전자형 및 계통군을 비교하였다. 

PhtD와 PspA에 대해서는 같은 혈청형에 포함된 다수의 균주들을 

분석하지 않았기 때문에 이 비교에서는 제외하였다. 혈청형 6A와 

14에는 A1, A2, A3 계통군이 포함되어 있었고 대립유전자형도 

다양하게 포함되어 있었다. 이들 중 6A의 ST3115를 제외하고는 

같은 ST의 균주들이 다른 Ply 대립유전자형을 갖는 경우는 없었다. 

전반적으로 Ply 대립유전자형은 MLST의 CC보다는 좀 더 

세분화되었지만 ST보다는 덜 세분화된 양상을 보여주었다(Figure 

5A, 5C). 한편 Ply 계통군은 MLST의 CC와 유사한 분류양상을 

나타내었다. 혈청형 6B의 경우에는 ST95 1균주와 ST3169 

2균주가 Ply 대립유전자형 1.7을 공유하는 것 외에는 CC에 따라서 

Ply 대립유전자형과 계통군이 분명히 나뉘는 양상을 보였고, ST는 

이보다 훨씬 세분된 결과를 나타내었다(Figure 5B). 반면에 혈청형 

19A의 MLST 및 Ply 대립유전자형 분류 결과는 매우 단일한 

양상을 보여서, 17개의 균주(85%)가 CC271의 ST320에 Ply 

대립유전자형 2.3, 계통군 A1에 해당하였다. 그러나 이들 중 18번 

균주에서 MLST는 전체 19A균주와 같은 ST320에 해당하지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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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ly 대립유전자형은 2.3이 아닌 2.7에 해당하였고, 19번 

균주에서는 반대로 Ply 대립유전자형은 다른 균주들과 같은 2.3에 

해당하였으나 MLST는 ST343에 해당하는 상이한 결과를 

보여주었다(Figure 5D). 마지막으로 혈청형 23F 또한 CC81과 

CC880 두 개의 유전형에 따라 Ply 대립유전자형과 계통군이 

명확하게 구분되는 양상을 보였다(Figure 5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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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D) 

 (E) 

 

Figure 5. Comparison of multi-locus sequence typing (MLST) 

results and pneumolysin (Ply) allele types in serotype 6A, 6B, 

14, 19A, and 23F 

Note. CC, clonal complex; ST, sequence typ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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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PhtD 유전자 분석 

3.1. PhtD 대립유전자형의 분류 및 분포  

현재까지 PhtD 에 대하여 유전형을 분석한 자료는 없으므로, 

Genbank 로부터 기존에 알려진 6 개의 PhtD 염기서열을 이용하여 

그 뉴클레오타이드 개수에 따라 먼저 1 부터 5 까지 대립유전자형을 

나누었고, 이 중 Ply 유전형 분석에서 대립유전자형 1 로서 기준 

균주로 사용된 D39 표준주의 2,562 bp size 를 대립유전자형 1 로 

정하였다. 5 세 미만의 소아에서 분리된 90 개의 균주들에 대하여 

분석을 시행한 결과 총 12 가지의 대립유전자형으로 분류할 수 

있었다(Table 3). PhtD 대립유전자형의 분포는 1 (n=1, 1.0%), 2 

(n=4, 4.1%), 3 (n=3, 3.1%), 5 (n=63, 64.9%), 6 (n=2, 2.1%), 

7 (n=3, 3.1%), 8 (n=4, 4.1%), 9 (n=5, 5.1%), 10 (n=1, 1.0%), 

11 (n=1, 1.0%), 12 (n=3, 3.1%)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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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3. Allele types of pneumococcal histidine triad protein D 

(PhtD) according to nucleotide numbers and its distribution 

Allele Size (bp) n % 

1 2562 1 1.0 

2 2520 4 4.1 

3 2526 3 3.1 

4 2529 0 0 

5 2517 63 64.9 

6 2499 2 2.1 

7 2505 3 3.1 

8 2547 4 4.1 

9 2550 5 5.2 

10 2568 1 1.0 

11 2532 1 1.0 

12 2571 3 3.1 

 

 

2 개 이상의 균주를 포함하는 대립유전자형들을 그 염기서열의 

차이에 따라 아형으로 나누고 소수점 이하로 문자 및 숫자를 

부여하였다. 대립유전자형 5 는 염기서열에 따라서는 15 가지, 

아미노산서열에 따라서는 14 가지의 아형으로 나뉘었고, 나머지 

대립유전자형들은 동일하게 2-5 개의 아형으로 나뉘었다. 각 

아형들 간의 염기서열 및 아미노산서열의 상동성은 모든 

대립유전자형에서 각각 95% 이상(95.2%-99.9%, 93.5%-100.0%) 

으로 매우 높았다(Figure 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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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llele 6 

 

 

Allele 7 

 

 

Allele 8 

 

 

Allele 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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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6 

 

Figure 6. Pairwise comparison of nucleotide and amino acid 

sequences in individual pneumococcal histidine triad protein D 

(PhtD) allele 2, 3, 5, 6, 7, 8, 9, and 12. Comparisons of 

nucleotide were presented in left (upper in allele 5) and those 

of amino acid in right (lower in allele 5). Above the diagonal, 

values represent percent identity for nucleotide and amino acid 

sequence. Under and at the diagonal, values represent identical 

number of nucleotide and amino acid sequences. Red boxes 

indicate the relatively high identity and purple boxes indicate 

the relatively low identit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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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2. PhtD 대립유전자형들의 정렬(alignment) 및 

계통학적 분석 

PhtD 의 각 대립유전자형들에서 염기서열 및 아미노산서열의 

상동성이 매우 높았으므로(Figure 6), 각 대립유전자형들 중 한 

균주씩만을 임으로 선택 후 정렬하여 대립유전자형들 간 염기서열 

및 아미노산서열의 차이를 분석하였다. 그 결과 염기서열은 

91.3%-98.0%의 상동성을, 아미노산서열은 90.3%-98.7%의 

상동성을 나타내었다(Figure 7). 각 대립유전자형들간에 아미노산 

서열의 차이는 주로 160-190 a.a, 360-380 a.a, 그리고 700-

730 a.a, 부위에 존재하였다(Figure 8). 한편, 염기서열을 바탕으로 

계통학적 분석을 시행하여 3 가지의 계통군으로 분류할 수 있었으며, 

대립유전자형 5 가 속한 계통군 B 에 총 81 균주(90.0%)가 

포함되어 대부분의 균주들이 비교적 단일한 염기구조를 갖는 것을 

알 수 있었다. 여기서 대립유전자형 10 의 염기서열이 다른 

대립유전자형들과 가장 구별되는 결과를 보여주었다(Figure 9). 

 

 

 



38 

 

 

(A)

 

(B) 

 

Figure 7. Pairwise comparison of nucleotide (A) and amino acid 

(B) sequences in all pneumococcal histidine triad protein D 

(PhtD) allele types. Above the diagonal, values represent 

percent identity for nucleotide and amino acid sequence. Under 

and at the diagonal, values represent identical number of 

nucleotide and amino acid sequences. Red boxes indicate the 

relatively high identity and purple boxes indicate the relatively 

low identity. 



39 

 

 

Figure 8. Amino acid sequence alignment for all pneumococcal 

histidine triad protein D (PhtD) allele typ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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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9. Phylogenetic analysis of all pneumococcal histidine 

triad protein D (PhtD) alleles. Phylogenetic and molecular 

evolutionary analyses were conducted with the MEGA5 

program by the Neighbor-Joining method. The numbers at the 

ends of tree and characters (A, B, and C) in square boxes 

indicate allele subtype and clade type of Ply, respectively. The 

bar in the bottom represents the genetic distan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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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PspA  유전자 분석 

4.1. PspA 대립유전자형의 분류 및 분포  

 PspA에 대한 유전형 분석은 지금까지 주로 3가지 시발체 조합, 

즉 LSM12/SKH63, LSM12/SKH52, SKH41/SKH42에 대한 

증폭여부에 따라 각각을 family 1, 2, 3로 구분해 왔다. 그리고 

2000년대에 들어서는 600-900 bp 부근의 염기서열을 ‘계통군 

결정부위(clade-defining region)’로 정하고 6개의 계통군으로 

세분화된 유전형으로 분류하고 있다. 본 연구에서는 PspA 유전자의 

전체 염기서열의 뉴클레오타이드 개수에 따라 대립유전자형을 

나누고, 이것을 기존의 계통군 결정부위에 따른 분류와 

비교하였다(Table 4, Figure 10). 대립유전자형 1은 D39 표준주의 

염기서열로 정하였고, 그 크기는 1,719 bp 였다. PhtD 분석과 

마찬가지로 5세 미만의 소아에서 분리된 90개 균주들에 대해 

분석을 시행하여 28가지의 대립유전자형을 확인할 수 있었다. 

대립유전자형 22 (n=18, 20.0%), 12 (n=11, 12.2%), 23 (n=11, 

12.2%), 14 (n=6, 6.7%)가 비교적 흔하였고 나머지 대립 

유전자형들은 모두 1-3개의 균주만을 포함하였다. 기존의 

분류체계로는 대부분 계통군 1 (n=31, 34.4%)과 3 (n=48, 

53.3%)에 속하였고, 계통군 2와 6은 발견되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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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4. Allele types of pneumococcal surface protein A 

(PspA) according to nucleotide numbers, its distribution, and 

conventional clade and family types 

Allele Size (bp) n Clade Family 

1 1719 1 1 

1 

2 1779 3 1 

3 1806 1 1 

4 1827 1 1 

5 1836 2 1 

6 1839 1 1 

7 1851 1 1 

8 1857 4 1 

9 1869 1 1 

10 1887 3 1 

11 1896 2 1 

12 1899 11 1 

13 1905 1 3 

2 

14 1935 6 3 

15 2019 2 3 

16 2049 3 5 

17 2052 1 3 

18 2094 3 4 

19 2124 1 4 

20 2130 1 4 

21 2166 3 5 

22 2175 18 3 

3 

3 

3 

3 

3 

3 

23 2178 11 

24 2211 2 

25 2214 2 

26 2241 3 

27 2247 1 

28 2268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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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10. Phylogenetic analysis of pneumococcal surface 

protein A (PspA) gene clade defining region for conventional 

PspA clade typing. The bar in the bottom represents the 

genetic distan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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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2. PspA 대립유전자형들의 정렬 및 계통학적 분석 

같은 PspA 대립유전자형을 갖는 균주들 간에는 염기서열의 

상동성이 99.5% 이상(99.5%-100.0%)으로 매우 높았으므로(자료 

생략) 각 대립유전자형들 중 한 균주씩만 임으로 선택하여 그 

염기서열 및 아미노산서열을 정렬하고 상동성을 평가하였다(Figure 

11). 염기서열에 있어서 기존의 분류법으로 family 1 에 속하는 

대립유전자형 1 에서 12 까지는 58.3%-98.7%의 상동성을 보였고, 

family 2 에 속하는 나머지 대립유전자형들은 55.7%-99.5%의 

상동성을 보였으며, family 1 과 2 간 염기서열의 상동성은 42.4%-

61.8%에 불과하였다. 한편 아미노산서열은 family 1 이 56.8%-

98.7%, family 2 가 49.7%-99.6%의 상동성을 보였고, family 1 과 

2 간에는 37.3%-55.7%의 상동성을 보였다. 

계통적 분석에서는 대립유전자형 14, 17, 19, 20, 23, 24, 27 이 

하나의 계통군 A 를 이루었고, 대립유전자형 13, 15, 22, 25, 26, 

28 이 계통군 B, 대립유전자형 16, 18, 21 이 계통군 C, 대립 

유전자형 6, 8, 9, 11 이 계통군 D, 대립유전자형 3, 4, 10 이 계통군 

E, 그리고 대립유전자형 1, 2, 5, 7, 12 가 계통군 F 를 이루었다.  

계통군 A 와 B 에 각각 23 개(25.6%), 27 개(30.0%)의 균주가 

포함되어 가장 흔한 계통군으로 나타났다(Figure 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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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Figure 11. Nucleotide (A) and amino acid (B) sequence pairwise comparison in all pneumococcal surface protein A 

(PspA) allele types. Above the diagonal, values represent percent identity for nucleotide and amino acid sequen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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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 

Under and at the diagonal, values represent identical number of nucleotide and amino acid sequences. Red boxes 

indicate the relatively high identity and purple boxes indicate the relatively low identit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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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12. Phylogenetic analysis of all pneumococcal surface 

protein A (PspA) alleles. Phylogenetic and molecular 

evolutionary analyses were conducted with the MEGA5 

program by the Neighbor-Joining method. The numbers at the 

ends of tree and characters (A, B, C, D, E, and F) in square 

boxes indicate allele subtype and clade type of PspA, 

respectively. The bar in the bottom represents the genetic 

distan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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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항원성값 분석 

5.1. Ply의 항원성값 양상 분석 

기존에 알려진 Ply의 대립유전자형들 및 본 연구에서 새로 

발견된 대립유전자형 19와 20의 염기서열을 이용하여 Ply 단백의 

항원성값 도표를 분석하였다. 그 결과 대립유전자형 1, 2, 4, 7, 8, 

9, 11, 12, 13, 14, 15, 17, 18, 19, 20은 동일한 항원성값 양상을 

나타냈고, 대립유전자형 3과 10은 280-290 a.a.에서 항원성값이 

약간 감소한 양상을 보였다(Figure 13). 대립유전자형 5는 여기에 

추가로 140-160 a.a.에서 오히려 항원성값이 증가한 양상을 

보였으며, 대립유전자형 6은 160-180 a.a.와 260-280 a.a.에서 

항원성값이 감소한 결과를 보여주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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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13. Comparison of antigenicity plot of pneumolysin (Ply) 

alleles. The vertical axis represents antigenicity values. Closed 

black arrows indicate the residues of different antigenicity 

values from reference sequence of D39 strain (allel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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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2. PhtD의 항원성값 양상 분석 

 PhtD의 모든 대립유전자형들에서 각 아형들은 서로 동일한 

항원성값 양상을 보였고(자료 생략), 다른 대립유전자형들간 

항원성값 도표를 비교하였을 때도 매우 유사한 양상을 보여서, 

190-200 a.a. 부위와 700-800 a.a. 부위에서만 미미한 

항원성값의 차이를 나타내었다(Figure 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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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14. Comparison of antigenicity plot of pneumococcal 

histidine triad protein D (PhtD) alleles. The vertical axis 

represents antigenicity values. Closed black arrows indicate the 

residues of different antigenicity values from reference 

sequence of D39 strain (allel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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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3. PspA의 항원성 양상 분석 

 PspA도 크기에 따라 나뉜 각 대립유전자형들은 단일한 항원성값 

양상을 나타냈으나(자료 생략), 다른 대립유전자형들 간에는 

항원성값 도표에 비교적 큰 차이가 있었다. D39 표준주 

(대립유전자형 1)의 아미노산서열을 기준으로 항원성값 도표를 

비교해 보았을 때 크게 6가지의 양상으로 나눌 수가 있었고, 그 중 

대립유전자형 2, 5, 6, 10, 12가 보인 항원성값 도표가 표준주와 

가장 유사하여 100번째와 250번째 a.a. 부위에서만 항원성값이 

다소 감소한 양상을 보였고, 300번째 a.a. 부위에서는 항원성값이 

증가한 양상을 보였다. 나머지 대립유전자형들이 보인 항원성값 

도표들은 표준주와 더 많은 부위에서 차이를 보였으나, 

대립유전자형 11, 13, 14, 15, 28의 항원성값 도표와 대립유전자형 

20, 22, 23, 24, 25, 26의 항원성값 도표는 300-400 a.a. 부위를 

제외하고는 서로 매우 유사한 양상을 나타내었다(Figure 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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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15. Comparison of antigenicity plot of pneumococcal 

surface protein A (PspA) alleles. The vertical axis represents 

antigenicity values. Closed black arrows indicate the residues of 

different antigenicity values from reference sequence of D39 

strain (allel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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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     찰 

 

 폐구균은 급성 세균 감염 질환의 주요 원인 중 하나로, 폐렴, 

균혈증 및 수막염 등의 침습성 질환을 흔히 일으켜서 임상적으로 

가장 중요한 세균 중 하나이다.1 따라서 일찍부터 그 진단 및 

치료를 위한 연구들이 활발히 진행되어 왔고, 1911년부터 효과적인 

폐구균 백신을 개발하기 위한 노력이 있어왔지만 1940년대 

페니실린 개발과 함께 백신에 대한 관심은 감소하였다. 그러나 

내성균의 출현 등의 문제로 항생제 치료에도 불구하고 많은 

환자들이 사망하는 것을 계기로 백신 개발에 대한 노력이 다시 

증대되었고, 미국에서는 1977년에 처음으로 14가 폐구균 다당 

백신이 허가된 후 1983년에 23가 다당 백신이 허가되었다. 그 

이후 2000년에 7가 단백결합 백신이 허가되어 사용되다가 

2010년부터는 13가 단백결합 백신이 사용되고 있다. 우리나라 

에서는 23가 다당 백신이 1990년대 초에 도입되었고, 2003년에 

7가 단백결합 백신이 허가되었으며, 2010년에 10가 단백결합 

백신과 13가 단백결합 백신이 허가되어 현재 사용 중에 있다.7,8  

그러나 이러한 끊임없는 백신 개발 노력에도 불구하고 침습성 

폐구균의 역학은 계속 변화하고 있으며, 따라서 혈청형에 관계없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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폐구균 질환을 효과적으로 예방할 수 있는 단백 백신에 대한 

관심이 증대되고 있다. 그 후보 단백으로서 가장 관심을 받고 시험 

대상이 되고 있는 것이 본 연구에서 분석한 Ply, PhtD, PspA 등의 

단백들이다. 이러한 폐구균의 주요 병독성 단백들이 백신 항원으로 

활용되기 위해서는 각 단백들에 대한 분자생물학적 역학 자료들이 

많이 축적되어야 할 시점이다.17,49 

 본 연구에서는 침습성 질환을 일으킨 다양한 혈청형의 폐구균 171 

균주를 대상으로 Ply, PhtD 및 PspA 유전자 염기서열의 다양성 및 

대립유전자형간 항원성의 차이를 비교분석 하였다. Ply의 경우 

대부분의 균주들이 380번 아미노산에만 차이를 갖는 대립유전자형 

1 (n=64, 37.4%)과 2 (n=85, 49.7%)에 속하였으며, 그 다음으로 

많은 수가 포함된 대립유전자형 9 (n=14, 8.2%)도 대립유전자형 

1과 267번 아미노산에만 차이를 보여, 결국 162 균주(94.7%)의 

아미노산서열이 99.8%의 상동성을 나타내었다. 그 외에는 대립 

유전자형 3과 10이 각각 4균주, 1균주에서 발견되었고, 기존에 

보고된 적이 없는 새로운 대립유전자형이 두 개 발견되어 각각을 

19와 20으로 분류하였다. 본 연구에서는 지금까지 알려진 Ply의 

모든 대립유전자형들에 대해서 아미노산의 친수성값을 이용한 

항원성값 분석을 시행하였으며, 대부분 동일한 항원성값 양상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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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타냈다. 다만 대립유전자형 3, 5, 6, 10이 전체 항원성값 양상과 

약간의 차이를 보였는데, 특히 본 연구 대상 균주들에서 확인 

가능하였던 대립유전자형 3과 10은 다른 대립유전자형들과 270-

280 a.a. 근처에서 항원성값이 약간 감소한 결과만을 보여 주었다. 

본 연구에서 대립유전자형 3과 10은 각각 2균주씩으로, 이들을 

제외한 167균주(97.7%)는 그 Ply 유전자의 염기서열 및 항원성 

값 양상이 매우 유사한 바, 국내 분리 침습성 폐구균 균주들에서 

Ply 유전자의 다양성은 제한되어 있음을 알 수 있었다. 

 PhtD와 PspA의 경우에는 기존에 전체 염기서열을 이용한 분석이 

이루어진 바 없으므로 새로운 분류법을 고안하였고, 이들 유전자의 

크기가 비교적 다양한 것에 착안하여 그 뉴클레오타이드의 크기에 

따라 대립유전자형을 할당하였다. PhtD의 경우에는 2,517 bp의 

크기를 갖는 대립유전자형 5가 65% 정도를 차지하였으며, 이들은 

염기서열 및 항원성값 양상에 있어서 매우 단일한 형태를 갖고 

있었다. 다른 크기의 대립유전자형들 간에도 항원성값 양상은 매우 

유사하여 2-3 부위에서 미미한 차이만을 보였으며, 따라서 국내 

분리 침습성 폐구균 균주들에서 PhtD 유전자의 항원성 또한 매우 

단일함을 확인할 수 있었다. 

 그러나 PspA의 경우에는 특정 대립유전자형에 치우치지 않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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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양한 크기의 대립유전자형들이 비교적 고르게 발견되었을 뿐만 

아니라 그 아미노산서열에 있어서도 대립유전자형들 간 큰 차이를 

보였다. 이로 인해 대립유전자형에 따른 항원성값 양상의 차이가 

앞서 분석한 Ply, PhtD 보다 유의하게 많았으며, 기존의 

연구들에서35,41 PspA의 주된 항원성 부위로 지목된 N-말단의 수백 

bp 이내에 이러한 차이가 주로 존재하였다. 국내 침습성 폐구균 

균주들의 PspA의 유전적 다양성은 비교적 큰 것으로 보이며, 향후 

백신 물질로써의 효용성이 Ply나 PhtD에 비하여 떨어질 것으로 

생각된다. PspA를 백신 물질로 활용하고자 한다면 각 국가별로 

주요 대립유전자형들을 다수 포함하는 방식으로 진행해야 할 

것으로 생각된다.   

한편, 본 연구에서 10개 이상의 균주들이 포함된 몇 가지 

혈청형들에 대해 Ply의 대립유전자형과 기존의 MLST 결과를 비교 

분석해 본 결과, Ply의 대립유전자형은 MLST의 CC와 매우 유사한 

분류 양상을 보임을 확인할 수 있었다. 또한 Ply 대립유전자형은 

CC와 ST 중간 정도의 세분화된 결과를 보여주어서, 폐구균의 

유전형을 이해하는데 있어서 MLST 결과에 추가적인 수단으로 

활용될 수 있을 것으로 생각된다. MLST가 현재 폐구균을 비롯한 

많은 세균들에서 그 유전형을 확인하고 균주 간 비교 분석하는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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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장 유용한 방법으로 사용되고 있으나, 전 유전체 염기서열분석 

(whole genome sequencing)에 비해서는 그 정확성이 떨어질 수 

밖에 없음은 잘 알려져 있는 사실이다.46 이는 수천 kb에 이르는 

세균의 유전적 구조를 1 kb 정도에 불과한 7개의 유전자를 가지고 

유추하는 비약에 근거하는 것으로, 비용과 시간적인 면에서의 

MLST의 장점을 살리면서 좀 더 정확한 유전적 구조를 유추하기 

위해서는 각 세균의 주요 단백들을 이용한 유전형 분석이 필요하다. 

이를 위해 폐구균에서도 주로 다양한 병독성 단백들에 대한 유전형 

분석이 많이 이루어지고 있으며, 그 중에서도 모든 혈청형에 걸쳐 

비교적 그 염기서열이 잘 보존되어 있는 Ply 유전자에 대한 

분석들이 최근 이루어진 바 있다.17,36 그러나 이들 연구들에서는 

아미노산서열에 근거한 대립유전자형을 제시함으로써 MLST 보다 

훨씬 포괄적인 분류만이 가능하였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기존의 

분류법에 기초하면서 염기서열에 근거하여 더 세부적인 대립유전자 

아형 분류를 시도하였고, 그 결과 앞서 언급한 바와 같이 폐구균의 

유전적 구조 및 클론의 변화와 전파 양상을 유추하는데 유용하게 

활용될 수 있는 새로운 자료를 생산해 냈다. 

 현재 Ply, PhtD 및 PspA 등의 병독성 단백을 이용한 백신 생산 

및 임상 시험이 활발히 진행 중에 있는 바, 다양한 폐구균 균주들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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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용한 상기 주요 병독성 단백들의 다형성에 대한 연구가 

지속되어야 할 것으로 생각된다. 이를 통해 향후 단백질 백신의 

면역원성 및 적용범위에 대한 간접적인 평가를 내리고, 더 나아가 

가장 유용한 백신 후보 물질을 결정하는데 있어서 중요한 역할을 

하게 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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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Introduction: Streptococcus pneumoniae is one of the most 

important pathogens in invasive and non-invasive infectious 

diseases. The currently available protein conjugated 

polysaccharide vaccines have only limited serotype coverage. A 

protein-based universal vaccine could be a feasible and 

preferable alternative to broaden the protection. Among the 

several S. pneumoniae virulence proteins that have been 

thoroughly investigated, pneumolysin (Ply), pneumococcal 

histidine triad protein D (PhtD), pneumococcal surface protein 

A (PspA), and pneumococcal surface protein C (PspC) are 

considered to be next-generation protein vaccine candidates. 

Understanding the molecular epidemiologic characteristics of 

these major virulence factors may be critical to evaluating their 

usefulness as a vaccine candidate. With this background, we 

aimed to analyze the genetic diversity of Ply, PhtD, and PspA 

and evaluate their antigenic homogeneity. 

Methods: Ongoing hospital-wide surveillance has been 

implemented to monitor pneumococcal diseases as a part of 

routine clinical care at Seoul National University Children’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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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ospital since 1991. A total of 171 isolates of invasive 

pneumococcal disease were retrieved from the stock obtained 

during the period between 1991 and 2011. Serotype was 

typically determined by the quellung reaction and additional 

sequencing for serotype-specific capsular genes of serotypes 

6C and 6D. Sequencing and allele typing for Ply, PhtD, and 

PspA were performed using known and newly designed 

primers. Phylogenetic analysis was performed for each 

virulence gene. Antigenicity was compared for each allele of 

Ply, PhtD, and PspA. 

Results: A total of 27 serotypes were identified from 171 

invasive pneumococcal isolates; 19A (n=31, 18.1%), 23F 

(n=24, 14.0%), 6B (n=17, 9.9%), 14 (n=16, 9.4%), 6A (n=13, 

7.6%), 19F (n=13, 7.6%), 9V (n=11, 6.4%), 15C (n=6, 3.5%), 

6D (n=5, 2.9%), 24F (n=4, 2.3%), and 34 (n=4, 2.3%) were 

common serotypes. Ply allele 1 (n=64, 37.4%), 2 (n=85, 

49.7%), 3 (n=4, 2.3%), 9 (n=14, 8.2%), 10 (n=1, 0.6%), and 

newly assigned 19 (n=2, 1.2%) and 20 (n=1, 0.6%) were 

identified from our isolates. Among them, 149 isolates (87.1%) 

were allele 1 or 2, which differ in only one amino acid. There 

were six Ply clades in phylogenetic analysis. This clade typing 

for Ply was compatible with multilocus sequence typing, bu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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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ore precise than clonal complex type. The antigenicity of Ply 

was homogeneous in most allele types except alleles 3, 5, 6, 

and 10, which differed slightly from the reference strain (D39).  

PhtD and PspA were analyzed in 90 isolates, obtained from 

children younger than 5 years and selected with regard to 

serotype. Allele types for PhtD and PspA were newly assigned 

in this study according to nucleotide size. An Analysis of the 

PhtD gene revealed 12 allele types. Allele 5 (2,517 bp, n=63, 

64.9%) was most common, followed by allele 9 (2,550 bp, n=5, 

5.2%), 2 (2,520 bp, n=4, 4.1%), and 8 (2,547 bp, n=4, 4.1%). 

The sequences and antigenicities of PhtD alleles were relatively 

homogeneous and were similar to those of Ply. However, the 

sequence variation and the differences in the antigenic patterns 

of PspA were much more prominent than those of Ply or PhtD. 

There were 28 allele types as based on size, which was 

variable from 1,719 to 2,241 bp. Common allele types were 22 

(2,175 bp, n=18, 20.0%), 12 (1,899 bp, n=11, 12.2%), and 23 

(2,178 bp, n=11, 12.2%). Six different antigenicity plots of 

PspA alleles were identified. 

Conclusions: The genetic and antigenic diversity of Ply and 

PhtD was limited, but the diversity of PspA was much more 

variable. As candidates for the development of a universal 



75 

 

protein vaccine, the Ply and PhtD genes may have more 

potential to broaden the coverage than the PspA gene. Further 

large studies of pneumococcal isolates of more diverse 

serotypes and geographic origins are need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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