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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문초록

일본뇌염 바이러스는 대부분 무증상 감염이나 질병으로 발전할 경우

30%가 사망하고 생존자 중 1/3 이상에서 신경계 합병증을 나타내는

모기 매개 감염병이다. 일본뇌염 바이러스 전파 경로에는 돼지, 새가

숙주로 작용하며 Culex속 모기가 주 매개체로 작용한다. 국내에서는

1970년대까지 수천 명의 환자가 발생하였으나 백신 도입 이후 발생 수가

급감하여 약 10명의 환자 발생만이 보고되었다. 그러나 2010년 이후

일본뇌염 환자 발생이 증가하고 있다.

본 연구에서는 국내 일본뇌염 환자 발생 양상의 변화 및 이에

기여하는 요인을 분석하고자 매개 모기 현황, 국내 돼지 사육 현황, 야생

조류에 관련된 통계 자료를 수집하였고 또한 일본뇌염 항체양성률,

일본뇌염 바이러스 유전형 변화에 대한 다른 연구 결과를 수집하여

분석하였다.

2011-2016년 사이 매년 평균 21.8명의 환자가 발생하는 것으로

질병관리본부에 보고되었으며 과거보다 40대 이상, 대도시를 중심으로

발생하는 변화된 양상을 보인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의 데이터에 따르면

질병관리본부의 약 1.8배 더 많은 수의 환자가 보고되었는데 이는 신고

방법에 의한 차이로 검사실 검사로 확진되지 않은 환자가 존재할 수

있다고 볼 수 있다. 연령대별로 항체양성률을 확인한 연구에서는

연령대가 높아질수록 양성률이 떨어지는 것을 제시하였다.

질병관리본부의 일본뇌염 관리 지침은 작은빨간집모기(Culex

tritaeniorhynchus)에 초점을 두고 있기 때문에 Culex

tritaeniorhynchus의 분포 현황과 일본뇌염 환자 수와의 상관관계를

확인하였으나 유의미한 상관관계를 보이지 않으며 (r=-0.529, n=6,

P=0.280), 또한 서울에서 2011-2016년 사이 서울에서 Culex



tritaeniorhynchus가 채집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되어 다른 매개 모기의

기여 가능성을 제시하였다.

돼지는 일본뇌염 바이러스의 증폭 숙주로 잘 알려져 있으나 최근 돼지

사육이 적은 대도시에서의 인구당 발생률이 높은 것과 관련하여 시도별

돼지 두수와 인구당 발생률이 유의미한 상관관계를 보이지 않아

(r=-0.005, n=16, P=0.986), 최근 변화하는 일본뇌염 환자의 특성에

주요하게 기여하지 않음을 제시하였다.

이에 따라 자연 숙주로 알려진 야생 조류, 왜가릿과의 연관성을

확인하기 위하여 시도별 왜가릿과의 둥지 수와 인구당 발생률이

유의미한 상관관계를 보이는 것을 확인하였다 (r=0.782, n=10, P=0.008).

그러나 왜가릿과의 일본뇌염 감염 현황에 대한 연구가 진행되고 있지

않아 다른 야생 조류에서의 일본뇌염 항체보유율을 확인한 다른 연구

결과를 통해서 조류가 돼지보다 도심 내 일본뇌염 전파와 관련하여 더

중요한 잠재적 요인이 될 수 있음을 제시하였다.

일본뇌염 바이러스는 단일혈청형을 가지나 외피 유전자 서열에 따라

5개로 분류되며 국내 일본뇌염 바이러스 유전형 분석과 관련된 여러

연구에 따르면 1951년 이전에는 유전형 Ⅱ, Ⅲ이 분리되었으며

1980년대에는 유전형 Ⅲ이 주로 분리되었고 1990년대에는 유전형 Ⅰ,

2010년 이후에는 유전형 Ⅴ가 분리되기 시작하였다. 이런 유전형의

변화는 중국에서의 변화를 뒤따르는 경향이 있었다. 그러나 국내

일본뇌염 환자 및 야생조류에서의 바이러스 유전형에 대한 분석은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

단편적인 결과들을 통하여 국내 일본뇌염 환자 발생의 증가와 관련하여

돼지보다는 왜가릿과를 포함한 야생 조류 및 유전형의 변화 등이

기여하고 있을 가능성을 제시하였고 현재 일본뇌염 주의보 및 경보 발령

기준은 돼지 및 Culex tritaeniorhynchus에 집중되어 있어 야생 조류 및

매개 모기, 유전형에 대한 추가적인 연구를 통하여 다른 요인들 또한

일본뇌염 관리 지침에 반영되어야 할 것이다.



주요어 : 일본뇌염, 모기매개감염병, 재출현감염병, 잠재적요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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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 론

일본뇌염은 모기를 매개체로 전파되는 인수공통감염병으로

플라비바이러스과(Flaviviridae)에 속하는 일본뇌염 바이러스(Japanese

encephalitis virus)에 의해 일어나며 바이러스는 돼지, 물새에서

증폭되어 모기를 매개로 사람이나 말에게 전파될 수 있는데 사람이나

말은 종말 숙주로 바이러스를 다른 개체에 전파할 수 없다 (Endy et al.,

2002; Misra et al., 2010). 임상적 특징은 비특이적 열성 증상부터 종종

발작을 동반한 중증 수뇌 뇌척수염(meningoencephalopmyelitis),

소아마비 유사 증상을 나타낼 수 있다 (Solomon et al., 2002; Solomon

et al., 1998). 일본뇌염 바이러스 감염 시 무증상 감염이 대부분이며

감염자 250명 중 1명에서만 증상이 나타나며 질병으로 발전할 경우

30%가 사망하고 생존자 중 1/3 이상에서 신경계 합병증이 나타난다.

(Kliegman et al., 2011).

일본뇌염 바이러스의 자연 숙주로 1950년대 일본에서

해오라기(Nycticorax nycticorax), 쇠백로(Egretta garzetta) 등의

물새에서 감염이 확인되었고 이후 기본 자연 숙주로 여겨지고 있다

(Buescher et al., 1959). 이 외에도 오리, 참새, 닭 등을 포함하는 야생

조류 및 가금류가 연관되어 있을 것으로 추정된다 (Hasegawa T et al.,

1975; Dhanda V et al., 1977; Banerjee K et al., 1987; Saito et al.,

2009; Yang et al., 2011). 그러나 일본뇌염 바이러스 감염 시 조류에서

어떤 임상 양상이 나타나는지는 알려지지 않았다.

가축 돼지와 멧돼지 등의 돼지는 주요한 증폭 숙주이며 지역적으로

사람과 말에게 바이러스를 전파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하는 것으로

알려져 왔다 (Gresser et al., 1958; Scherer et al., 1959b; Simpson et

al., 1976). 돼지가 주요 증폭 숙주로 알려진 이유는 바이러스 매개체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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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대적으로 돼지를 더 선호하며 돼지에서 98-100% 감염률을 보였으며

감염 후 24시간 이내 바이러스혈증이 나타날 수 있으며 돼지는 6-8개월

내 도축되기 때문에 집단 변화가 급격하기 때문이다 (Impoinvil et al.,

2012). 돼지에서의 임상 양상은 모돈에서 유산 또는 사산, 웅돈에서는

정자 형성 장애로 인한 불임 등의 번식 장애가 나타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일본뇌염 바이러스 매개체로는 Culex속 중 Culex tritaeniorhynchus가

아시아 국가에서 주매개체로 작용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Burke and

Leake 1988; Endy and Nisalak 2002). 이외에도 Culex vishnui(Culex

annulus 포함), Culex gelidus, Culex fuscocephala, Culex annulirostris,

Culex pipiens 등의 Culex속에 속하는 모기가 매개체로 작용할 수 있다.

또한 Aedes속에 속하는 흰줄숲모기(Aedes albopictus), Aedes curtipes,

에조숲모기(Aedes esoensis), 토고숲모기(Aedes togoi), Aedes

vexans에서 일본뇌염 바이러스가 분리된 적이 있으며 이외에

큰검정들모기(Armigeres subalbatus), Mansonia spp.에서 바이러스가

분리되었다 (Rosen, 1986; Impoinvil et al., 2012). 모기 종에 따라

선호하는 흡혈 동물에 차이가 있으며 1950년대 일본에서 진행된 연구에

따르면 Culex tritaeniorhynchus는 해오라기 및 사람보다 돼지를 더

선호하며 Culex pipiens는 돼지보다 해오라기를 더 선호하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Scherer et al., 1959a).

일본뇌염 바이러스의 구조는 다른 플라비바이러스과의 바이러스와 같이

양성, 단일 가닥 RNA로 이루어진 유전체를 nucleocapsid가 둘러싸고

있으며 이를 glycoprotein을 포함한 lipid envelop이 둘러싼 형태를

가진다. 유전체의 분자량은 약 11kb이며 capsid, pre-membrane,

envelop의 3개의 구조단백질과 7개의 비-구조단백질(nonstructural

protein-NS1, NS2a, NS2b, NS3, NS4a, NS4b, and NS5) 유전자를

가지고 있다 (Chambers et al., 1990; Sumiyoshi et al., 1987). 일본뇌염

바이러스는 하나의 혈청형을 가지나 외피 유전자 서열에 따라 Ⅰ-Ⅴ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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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개로 분류된다 (Lindenbach et al., 2007; Solomon et al., 2003). 유전형

Ⅰ은 태국 북부, 캄보디아, 한국에서 분리되었으며 유전형 Ⅱ는 태국

남부, 말레이시아, 인도네시아, 호주 북부에서 유전형 Ⅲ은 일본, 중국,

대만, 필리핀 등 아시아의 온대 기후를 가지는 국가에서 유전형 Ⅳ는

인도네시아에서 분리되었다 (Hasegawa et al., 1994). 유전형 Ⅴ는

1952년 싱가포르 내 말레이시아 환자에서 처음 확인되었고 이후 2009년

중국에서 확인되었다 (Uchil et al., 2001; Li MH et al., 2011).

일본뇌염의 유행은 1870년대 처음으로 일본에서 기술되었으며 1935년

분리되었고 점차적으로 대부분의 아시아 국가에서 확인되었다 (Solomon

et al., 2000). 전 세계적으로 아시아 국가에서 매년 약 35,000-50,000명의

환자가 발생하고 10,000명의 사망자가 발생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Tsai, 2000). 일본뇌염 바이러스는 주로 아동에게 영향을 주며 WHO의

동남아시아 및 서태평양 지역의 24개 국가에서 풍토병으로 발생하고

있으며 약 30억 명의 인구가 감염 위험에 노출되어 있다 (WHO, 2015).

국내에서는 1970년대 이전까지 매년 평균 약 1,600명의 환자 발생이

보고되었으나 3-15세 아동을 대상으로 한 국가예방접종사업에 일본뇌염

백신을 도입한 이후 매년 약 10명의 환자 발생만이 보고됐다 (Sohn,

2000). 그러나 2010년 이후 연간 약 20건의 환자 발생이 보고되고

있으며 이 중 서울, 수도권에서 평균 50% 이상이 보고되었다. 또한,

환자 중 대부분이 40대 이상인 것으로 확인되었다 (KCDC, 2017a).

일본뇌염 바이러스 전파 방지를 위하여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제2군 감염병으로 지정되어 관리 중이며

질병관리본부의 일본뇌염 주의보는 일본뇌염 매개모기인 Culex

tritaeniorhynchus가 해당연도 최초 채집 시 발령되며 경보는 1) 주 2회

채집된 모기의 1일 평균 개체 수 중 Culex tritaeniorhynchus가 500마리

이상이면서 전체 모기 밀도의 50% 이상일 때, 2) 채집된 모기로부터

일본뇌염 바이러스가 분리된 경우, 3) 일본뇌염 환자가 발생했을 경우,

4) 채집된 모기로부터 일본뇌염 바이러스 유전자가 검출된 경우, 5) 돼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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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체가 양성률이 50% 이상인 경우 또는 돼지 혈청에서 IgM이 검출되는

경우 중 한 가지 이상 해당 시에 발령된다 (KCDC, 2016).

본 연구에서는 변화하는 국내 일본뇌염 환자의 역학적 특성과 이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바이러스, 숙주, 매개체, 백신 등의 관련된

요인들의 변화 및 일본뇌염 전파 양상에 기여하는 요인을 분석하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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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 방법

1. 데이터 수집

국내에서 발생한 일본뇌염 환자의 연도별, 월별, 지역별 발생 수는

질병관리본부의 감염병감시연보에 수록된 데이터 및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의 보건의료빅데이터시스템의 의료통계정보, 질병

세분류(4단 상병) 통계를 활용하여 분석하였다 (KCDC, 2017a; HIRA,

2017). 각 시도별 인구수는 2015년 시행된 인구주택총조사 자료를

이용하여 분석하였다 (KOSIS, 2015).

자국민 중 일본뇌염 항체 보유와 관련하여 국내에서 연구된 일본뇌염

중화항체율과 관련된 연구들을 활용하였다 (Lee et al., 2010; Hong et

al., 2012).

매개 모기인 Culex tritaeniorhynchus의 전체 채집 수 및 밀도를

확인하기 위하여 질병관리본부에서 매년 4-10월 사이 시행하고 있는

일본뇌염 유행예측사업으로 매주 게재되는 일본뇌염 매개모기 발생현황

자료를 활용하였다 (KCDC, 2012-2016). 또한, 서울시 내 모기 발생

현황을 분석하기 위하여 서울특별시 보건환경연구원에서 제공하는 모기

예보 (SMIHE, 2011-2016) 자료를 활용하였다.

전국 돼지 농가 및 돼지 사육 현황은 통계청에서 매 분기 시행하고

있는 가축동향조사 결과를 토대로 2011년 1/4분기에서 2016년

4/4분기까지 보고된 돼지 농가 및 돼지 사육 두수의 평균을 도출하였다

(KOSIS, 2017).

자연 숙주로 알려진 왜가리의 국내 서식 현황과 관련하여

국립환경연구원의 한국의 백로와 왜가리에 수록된 왜가릿과의 조류들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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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별 서식지 및 규모를 확인하였다 (NIER, 2012). 또한, 국내 철새 중

일본뇌염 항체보유 여부와 관련하여 이와 관련된 연구들을 확인하였다

(Yang et al., 2011).

국내에서 분리된 일본뇌염 바이러스의 유전형과 관련하여 이전에

보고된 연구 결과를 토대로 분석하였다 (Yun et al., 2010;

Takhampunya et al., 2011; Kim et al., 2015).

2. 데이터 분석

시도별 100만 명당 일본뇌염 환자 발생 비율 및 시도별 돼지 사육

두수, 왜가릿과 서식지 수와의 통계적 분석을 위하여 상관관계계수를

도출하였다. 통계프로그램은 IBM SPSS Statistics version 23.0을

사용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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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 과

1. 국내 발생 환자의 역학적 특성의 변화

일본뇌염은 1954년부터 법정감염병으로 지정, 1950-1960년대에는 수천

명의 환자가 발생하고 평균 490명의 사망자가 발생하였으나 1980년대

백신 도입 이후 그 수가 감소하여 이후 10명 이하의 환자만이

보고되었다 (Figure 1A).

2011-2016년 사이, 총 131명의 환자가 발생하였으며 이 중 17명이

사망하였다. 2011-2016년 사이 사망자가 발생한 해의 치사율은

5.0-26.9%로 평균 17.4%에 달했다. 남성은 75명 (57%), 여성은 56명

(43%)이었으며 연령대별로 50대가 38.9%, 40대가 20.6%, 60대가

13.0%를 차지하고 있어 40대 이상에서 빈발하는 것을 확인하였다

(Figure 2A).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의 보건 의료 데이터베이스를 기반으로 한 보건의료

빅데이터개방시스템에 따르면 데이터가 이용 가능한 2011-2016년 사이

질병관리본부에 보고된 환자 수 보다 더 많은 수의 일본뇌염 환자 발생

이 확인되었으며 2011-2016년 사이 총 237명의 환자가 보고되어 1.81배

많은 수의 환자가 보고되었다 (Figure 1B). 남녀 발생 비율은 남성 57%,

여성 43%로 질병관리본부에 보고된 비율과 같았으며 40대 이상의 환자

가 전체 환자의 68.2%를 차지하는 것을 확인하였다 (Figure 2B). 환자

발생이 보고된 요양기관 소재지별 비율은 가장 많은 환자가 서울 소재의

병원에 내원 및 입원하였으며 (48.94%) 그다음으로 경기 소재의 병원

(21.94%), 대구 소재의 병원 (9.35%) 순으로 내원 및 입원한 것으로 확

인되었다 (HIRA, 20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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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1. Total number of JE cases and deaths (1949-2016) (A)

and total number of JE cases reported to KCDC, compare to

HIRA (B). Several thousands of JE cases were reported before the 1970s,

however, after introduction of JE vaccine in the 1980s, the reported number

of JE cases has dramatically decreased (A). Compare to the number of JE

cases reported to KCDC, more cases were reported to HIRA (2011-20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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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2. The number of JE cases by age groups and gender

groups reported to KCDC (A) and to HIRA (B) in Korea

(2011-2016). In 2011-2016, total 131 cases has been reported to KCDC and

most of cases were over 40s. Also, total 237 cases have been reported to

HIRA and 68.2% of cases were over 40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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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뇌염 환자 발생은 특정 시기에 유행하는 패턴을 보이며 환자

대부분이 9-11월 사이 발생하고 있다. 2011년 및 2014년 각각 1명의

환자가 5월, 6월에 보고되었으나 이 두 환자는 라오스 및 태국에서

유입된 것으로 확인되었다 (KCDC, 2016). 1980년대와 비교하여 지역에

따른 환자 발생 보고에도 변화가 있었는데 1980년대에 발생한 환자 중

가장 높은 비율 순으로 20.5%가 전남지역에서, 16.2%가 충남 지역에서

15.1%가 서울지역에서 발생하였다. 1990년대에는 경기 지역에서 23.5%,

경남 지역에서 17.6%, 서울지역에서 17.6%가 발생하였으며

2000년대에는 경기 지역에서 20.3%, 서울 지역에서 13.6%, 충북, 경북,

전남 지역에서 10.2% 발생하였다. 2011-2016년 사이 가장 많은 비율

순으로 발생한 총 환자 131명 중 41명 (31.3%)이 서울에서, 27명

(20.6%)이 경기도에서, 12명 (9.2%)가 대구에서 발생하여 점차 서울,

경기 지역에서 집중적으로 발생하는 패턴으로 변화하는 것을 확인하였다

(Figure 3, Figure 4A). 2011-2016년 평균 시도별 인구 100만 명당

발생자 수는 대구에서 0.81명으로 가장 높았으며 대전 0.76명 서울

0.69명으로 시도별 인구당 발생자 수는 대도시에서의 비율이 높았다

(Figure 4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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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3. Changing geographical distribution map of proportion

of JE cases by decades (1980-2016). The provinces which the most

frequently reported JE cases from were Jeonnam, Chungnam and Seoul in

the 1980s, Gyeonggi, Gyeongnam and Seoul in the 1990s, Gyeonggi and

Seoul in the 2000s and Seoul, Gyeonggi and Daegu in 2011-20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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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4. Total number of JE cases (2011-2016) (A), total

number of JE cases per 1,000,000 population (2011-2016) (B),

density of pigs (2011-2016) (C) and density of herons

(2011-2012) (D). In density of herons, dark blue dots indicates breeding

place of herons investigated by NI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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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일본뇌염 예방접종률

일본뇌염 예방접종과 관련하여 1967년 처음 쥐 뇌 조직 유래 불활성화

백신을 도입하였으며 1971년에는 국내에서 사백신을 생산, 1985년에

3-15세 아동을 대상으로 예방접종을 하였다 (Sohn, 2000). 1995년에는

기초 예방접종 후 2년마다 접종하는 것으로 기준을 변경하였고

2000년에는 기초접종은 12-24개월, 추가접종은 기초접종 후 2회, 접종

시기는 계절 접종에서 연중접종으로 기준을 변경하여 시행하고 있다.

따라서 이 범위에 포함되지 않은 1971년 이전 출생자에 대한 예방접종이

부족할 것이라는 의견이 지속해서 제시되었다. 2011-2015년 일본뇌염

환자 역학 조사에서는 예방접종력이 없는 경우는 103명 중

27명(26.2%)로 이외 1명은 예방접종력이 있었으며 나머지 75명에

관해서는 확인할 수 없었다 (Jung et al., 2016).

2010년 진행된 고위험 연령군에 대한 중화항체가 측정 연구 결과에

따르면 2010년 시행된 국민건강영양조사에서 수집된 검체 중

연구목적으로 동의, 보관된 1941-1980년생까지 총 945명의 검체에서

plaque reduction neutralization test (PRNT)를 이용하여 중화항체가를

측정하였고 98.1%의 양성률을 보였으나 연령대가 높아질수록 plague

reduction rate가 높아짐을 확인하였다 (Lee et al., 2010). 또 다른

pseudo-typed virus 검사를 이용한 연구에 따르면 15-29세의 양성률은

95%를 보였으나 연령대가 높아질수록 점점 낮아지며 55-59세

연령에서는 75.24%가 양성률을 보였다 (Hong et al., 20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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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Culex tritaeniorhynchus 분포 현황

질병관리본부는 유문등을 이용하여 10개 시도의 28개 지점에서

일본뇌염 매개 모기의 밀도를 감시하고 있으며 (KCDC, 2012-2016)

이를 바탕으로 일본뇌염 주의보, 경보를 발령하고 있다. 일본뇌염 경보의

경우 2001년 이후에는 2009년, 2011년을 제외하고 Culex

tritaeniorhynchus의 밀도가 50%일 경우 발령하였다 (KCDC, 2017b).

질병관리본부가 매주 제시하고 있는 Culex tritaeniorhynchus의 발생

보고를 정리, 일본뇌염 환자 발생 패턴과 비교하였을 경우 Culex

tritaeniorhynchus가 채집된 전체 개체 수가 일본뇌염 환자의 수와

연관이 없는 것으로 보였으며 (Figure 5), 통계학적 상관도를 확인하기

위하여 연도별 일본뇌염 환자 수와 채집된 Culex tritaeniorhynchus

수의 상관계수를 분석한 결과 r=-0.529, n=6, P=0.280으로 통계적으로

유의한 상관관계를 보이지 않았다. 주간 보고에 따르면 Culex

tritaeniorhynchus의 수가 정점에 도달하는 시기는 8-9월이나 일본뇌염

환자의 발생은 9-11월에 발생 빈도가 높은 것을 확인하였다 (Figure 6).

주별 일본뇌염 환자 발생 수와 채집된 Culex tritaeniorhynchus 수의

상관계수를 분석한 결과 r=-0.200, n=72, P=0.092로 통계적으로 유의한

상관관계를 보이지 않았다. Culex tritaeniorhynchus의 유충은 주로 논,

관개수로, 늪에 산란하는 것으로 알려져 도심 내 일본뇌염 바이러스

전파에 기여할 가능성은 적다. 이에 따라 전체 채집 모기 중 종별

밀도가 확인 가능한 서울 지역의 환자 발생과 모기 발생 현황을

확인하였다. 질병관리본부가 서울 각 구에서 유문등을 이용하여 2005,

2006년 4-10월 사이 채집한 모기 밀도를 확인해본 결과 Culex pipiens가

채집된 모기의 83.1% (2006년)로 가장 많이 분포하고 있으며 다음으로

황금빛숲모기(Aedes vexans nipponii)가 7.2%, 그다음으로

한국숲모기(Ochlerotatus koreicus)가 2.8%를 차지하고 있었다 (KCD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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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8).

서울특별시 보건환경연구원에서 제공하고 있는 모기 예보 자료에

따르면 2011-2016년 채집된 모기 중 가장 많이 채집된 모기 종은 Culex

pipiens로 평균 9,797마리가 잡혔으며 전체 채집된 모기 중 가장 많은

비율을 차지하고 있는 모기 종 역시 Culex pipiens로 90.25-96.10% 평균

93.39%를 차지하고 있었다. 이 외에 얼룩날개모기속의 3종

(중국얼룩날개모기[Anopheles sinensis Wiedemann], 잿빛얼룩날개모기

[Anopheles pullus Yamada], 가중국얼룩날개모기[Anopheles sineroides

Yamada])이 평균 0.25%, Aedes albopictus가 평균 0.06%, 기타 종

(반점날개집모기[Culex bitaeniorhynchus], 동양집모기[Culex orientalis],

줄다리집모기[Culex vagans Wildemann], 등줄숲모기[Aedes dorsalis],

한국숲모기[Aedes koreicus], 토고숲모기, Aedes vexans spp.,

큰검정들모기)이 평균 6.31%를 차지하고 있었으나 Culex

tritaeniorhynchus의 경우 6년간 한 마리도 잡히지 않았다 (SMIHE,

2011-2016) (Figure 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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Year　
Date of 

Warning

Date of 

Alert
Criteria for alert

Week of  

reported first 

case

Date of  

reported first 

case

2001 05-14 08-06 Density of C.t 35 (08-29)

2002 05-09 09-26 - 39 09-26

2003 05-23 08-27 Density of C.t 43 10-20

2004 05-08 08-06 Density of C.t -　 -

2005 04-26 08-04 Density of C.t 36 09-07

2006 04-14 07-21 Density of C.t -　 -

2007 04-20 07-26 Density of C.t 38 09-17

2008 04-18 07-25 Density of C.t 37 09-12

2009 04-30 07-23 Isolation of virus from C.t 39 (09-23)

2010 04-14 07-31 Density of C.t 33 (08-18)

2011 04-28 09-09 Isolation of virus from C.t 40 (10-05)

2012 04-25 07-19 Density of C.t 35 (08-29)

2013 04-18 07-04 Density of C.t 33 (08-14)

2014 04-20 08-05 Density of C.t 37 (09-10)

2015 04-08 08-06 Density of C.t 34 (08-19)

2016 04-03 07-11 Density of C.t 36 08-30

Table 1. Warning and alert date of JE, and week and date of

reported first JE cases in years (2001-2016). Culex tritaeniorhynchus

(C.t) collected first in year, KCDC announces warning of JE (in April to

May) and density of C.t is high (over 50%), KCDC announces alert of JE

(in August to September).

( ) Not able to confirming date of reported first case, being superseded by

the middle day of week of reported first cas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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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5. Total number of JE cases and total number of Culex

tritaeniorhynchus (2011-2016) and JEV sero-positive rate in

pigs (2011-2014). Between the number of JE cases (black line) and

sero-positive rate in pigs (black dot line), there was no significant

correlation. Also, between the number of JE cases (black line) and the

number of Culex tritaeniorhynchus(blue dot line), there was no significant

correl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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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6. The number of weekly reported JE cases and Culex

tritaeniorhynchus (C.t) (2011-2016). Number of JE cases and

Number of C.t showed different seasonal pattern. Between the number

of JE cases(red line) and the number of collected Culex tritaeniorhynchus(red

line), there was no significant correl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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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7. Density of species of mosquitoes collected in Seoul

(2011-2016). Culex pipiens has been the most frequent species in Seoul

(over 90%) and Anopheles spp. and Aedes albopictus has been captured

rarely, however, Culex tritaeniorhynchus has not been collected in Seoul

from 2011-20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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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전국적 돼지 농가 및 돼지 사육 두수

매 분기 시행되는 가축 동향 조사에 따르면 2011-2016년 사이 매년

평균 5,536호의 돼지 농가가 약 9,600,000마리의 돼지를 사육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돼지 농가가 가장 많은 지역은 충남 (972.3호), 전남

(944.8호), 경기 (883.3호) 순이며 돼지 두수가 가장 많은 지역은 충남

(1,981,187두), 경기 (1,567,357두), 전북 (1,185,374두) 순으로 확인되었다

(KOSIS, 2017) (Figure 4C). 100만 명당 발생 비율이 가장 높은 순은

대구, 대전, 서울 순으로 보고되어 일본뇌염 환자 발생 비율이 시골

지역보다 도심 지역에서 높게 나타났으며 이 세 도시 내 사육 수는

15,000 이하로 2011-2016년 사이 대구에서 평균 14,350두, 대전에서

990두의 돼지가 사육된 것으로 확인되었다. 2011-2014년 서울에서는

평균 43두의 돼지가 사육되었으나 2015년 이후 서울 내 사육되는 돼지는

없었다.

통계학적 상관도를 확인하기 위하여 시도별 100만 명당 일본뇌염 발생

환자 수와 시도별 돼지 사육 수의 상관계수를 분석한 결과 r=-0.005,

n=16, P=0.986으로 통계적으로 유의한 상관관계를 보이지 않았다.

일본뇌염 환자 각각에 대한 역학 정보는 확인할 수 없었으나 두 편의

질병관리본부 발표 논문에 따르면 2007-2010년 발생한 환자 중 돈사와

가까이 접근한 비율은 22.2%, 2011-2015년 환자 중에서 7.8%에 그쳤다

(Lee et al., 2012; Jung et al, 2016). 또한, 8개의 시도 보건환경연구원이

매년 시행하고 있는 돈사 내 돼지의 일본뇌염 바이러스 항체양성률

감시에 따르면 양성률은 2011년 평균 23.8%, 2012년 11.8%, 2013년

12.6%, 2014년 10.2%로 확인되었다 (KCDC, 2011-2014). 이에 따라

돼지의 항체양성률과 일본뇌염 환자는 유의미한 관계가 있는 것으로

보이지 않으며 (Figure 5), 통계학적 상관도를 확인하기 위하여 연도별

일본뇌염 환자 수와 돼지의 일본뇌염 항체 양성률의 상관계수를 분석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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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과 r=-0.934, n=4, P=0.066으로 통계적으로 유의한 상관관계를 보이지

않았다.

5. 자연 숙주 왜가리의 분포

환자 발생 중 축사 근처 거주가 7.8%이며 31%의 환자가 서울에서

발생한 점을 미루어 다른 자연 숙주의 전파에 대한 기여 여부를 확인해

볼 필요가 있으며 자연 숙주로 알려진 왜가릿과에 속하는 새들과 2009년

발표된 논문에 따르면 일본 홋카이도에서 야생 오리가 일본뇌염

바이러스의 자연 숙주로 역할을 할 수 있음을 확인하였다 (Saito et al,,

2009). 백로과 조류의 일부는 국내에서 월동하기도 하나 대부분은

동남아시아 등지에서 번식하기 위해 찾아오는 여름 철새이다.

국립환경과학원에서 전국에 위치한 148개의 번식지를 확인한 결과

서울·경기·인천에서 8,290개의 둥지를 확인하였으며 쇠백로, 황로,

중백로, 왜가리 순으로 비율이 높았다. 이들 서식지의 분포는 일본뇌염

환자 발생 비율과 연관이 있는 것으로 보이며 (Figure 4D), 통계학적

상관도를 확인하기 위하여 시도별 100만 명당 일본뇌염 발생 환자 수와

시도별 왜가리 둥지 수의 상관계수를 분석한 결과 r=0.782, n=10,

P=0.008로 통계적으로 유의한 상관관계를 보였다. 왜가릿과 조류에 대한

일본뇌염 감염, 항체보유 여부는 확인된 연구 결과가 없으나 국내에서

시행된 오리, 제비 등의 야생 조류의 일본뇌염 바이러스 양성률 연구에

따르면 가창오리(Anas Formosa), 홍머리오리(Anas Penelope),

고방오리(Anas acuta), 쇠오리(Anas crecca), 청둥오리(Anas

platyrhynchos), 흰뺨검둥오리(Anas poecilorhyncha), 원앙(Aix

galericulata), 바다제비(Oceanodroma castro), 유라시아 물닭(Fulica

atra)에서 수집된 검체 1,316개에서 종에 따라 78.6-100%, 평균 86.7%의

일본뇌염 바이러스 양성률을 보였다 (Yang et al., 2011). 이는 야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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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류가 돼지보다 도심 내 일본뇌염 전파와 관련하여 더 중요한 잠재적

요인이 될 수 있음을 제시한다.

6. 일본뇌염 바이러스 유전형의 변화

일본뇌염은 단일혈청형을 가지나 외피 유전자 서열에 따라 Ⅰ-Ⅴ의

5개로 분류된다 (Solomon et al., 2003). 1951년 이전에는 유전형 Ⅱ,

Ⅲ이 분리되었으며 1980년대에는 유전형 Ⅲ이 주로 분리되었다.

1990년대에는 유전형 Ⅰ이 빈번히 모기에서 분리되었다 (Yun et al.

2010). 2010년 이후 Culex bitaeniorhynchus, Culex orientalis, Culex

pipiens에서 유전형 Ⅴ가 분리되었는데 (Schuh et al., 2010;

Takhampunya et al., 2011; Seo et al., 2013; Kim et al., 2015) (Table.

2, Figure 8) 유전형 Ⅴ는 1952년 싱가포르의 말레이시아 환자에서

확인된 후 2009년 중국에서 재출현한 유전형이다 (Solomon et al.,

2003). 유전형 Ⅴ는 현재 분리된 주가 적기 때문에 연구가 활발히

진행되고 있지 않다.

그러나 최근 사용되고 있는 백신 주의 중화 능력이 다른 유전형에

비하여 유전형 V에 대해 감소한다는 연구 결과가 제시되었다 (Tajima

et al., 2015; Cao et al., 2016). 현재 국내에서 상품화된 백신은 녹십자와

보령바이오파마에서 생산하는 쥐 뇌 조직 유래 Nakayama 주 불활화

사백신과, 베로 세포 유래 Beijing 주 불활화 사백신, 글로박스에서

생산하는 SA14-14-2 주를 사용하는 세포배양 생백신이 있다. 불활화

사백신과 관련하여 Nakayama와 Beijing 주를 이용한 불활화 백신의

중화 능력이 쥐에서 유전형 V에 대하여 유전형 Ⅰ, Ⅲ에 비해 감소하는

연구 결과가 보고되었으며 (Tajima et al., 2015) 또한 약독화 생백신과

관련하여 2010년 중국에서 현재 사용하는 SA14-14-2 주 생백신이

유전형 V에 대한 효과가 낮다는 연구결과가 있다 (Cao et al., 20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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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train Year Source Location Accession no.
Geno
-

type

Roum 1946 Human NA FJ515922, 
FJ872377 3

K-29 1949 Human NA GQ415356 3

Korea Jap 
B 1950 NA FJ515926, 

FJ872379 3

Bennett 1951 Homo sapiens NA HQ223285 2

JE-82 1982 Mosquito NA GQ415347 3

K82P01 1982 Culex tritaeniorhynchus JeonNam U34926 -

JE-83 1983 Mosquito NA GQ415348 3

K83P34 1983 Culex tritaeniorhynchus NA FJ938231 3

K83P44 1983 Culex tritaeniorhynchus NA FJ938232 3

JE-84 1984 Mosquito NA GQ415349 3

K84A071 1984 Culex tritaeniorhynchus NA FJ938224 3

JE-85 1985 Mosquito NA GQ415350 3

JE-86 1986 Mosquito NA GQ415351 3

JE-87 1987 Mosquito NA GQ415352 3

K87A07 1987 Culex tritaeniorhynchus NA FJ938225 3

K87A071 1987 Culex tritaeniorhynchus NA FJ938226 3

K87P39 1987 Culex tritaeniorhynchus JeonNam U34927 3

JE-88 1988 Mosquito NA GQ415353 3

K88A07 1988 Culex tritaeniorhynchus NA FJ938227 3

K88A071 1988 Culex tritaeniorhynchus NA FJ938228 3

JE-89 1989 Mosquito NA GQ415354 3

K89A07 1989 Culex tritaeniorhynchus NA FJ938229 3

JE-91 1991 Mosquito NA GQ415355 1

K91P55 1991 Culex tritaeniorhynchus JeonNam U34928 -

K93A07 1993 Culex tritaeniorhynchus NA FJ938230 1

K94A07 1994 Culex tritaeniorhynchus NA FJ938216 1

K94A071 1994 Culex tritaeniorhynchus NA FJ938217 3

K94P05 1994 Culex tritaeniorhynchus JeonNam U34929 1

K95A07 1995 Culex tritaeniorhynchus NA FJ938218 1

K96A07 1996 Culex tritaeniorhynchus NA FJ938219 1

KV1899 1999 Pig serum Gyeonggi AY316157 1

Table 2. Reported strains and genotype of JEV from Korea.

Before 1951, genotype Ⅱ, Ⅲ were isolated and in 1980s, genotype Ⅲ was

dominantly isolated. Since 1990s, genotype Ⅰ was frequently isolated from

mosquitoes. After 2010, genotype V was isolated from Culex

bitaeniorhynchus, Culex orientalis, and Culex pipiens. (date collected from

Schuh et al., 2010, Takhampunya et al., 2011, Seo et al., 2013, Kim et al.,

20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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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01-GN 2001 Culex tritaeniorhynchus GyeongNam FJ938220 1

K01-JB 2001 Culex tritaeniorhynchus JeonBuk FJ938221 1

K01-JN 2001 Culex tritaeniorhynchus JeonNam FJ938222 1

K05-GS 2005 Culex tritaeniorhynchus JeonBuk FJ938223 1

A8.789 2008 Culex tritaeniorhynchus JeonNam JN587257, 
JN587261 1

K10CT661 2010 Culex tritaeniorhynchus NA JX018150 1

K10CP372 2010 Culex pipiens NA JX018154 1

K10CT623 2010 Culex tritaeniorhynchus NA JX018160 1

K10CT621 2010 Culex tritaeniorhynchus NA JX018158 1

K10CT622 2010 Culex tritaeniorhynchus NA JX018159 1

K10CP371 2010 Culex pipiens NA JX018153 1

K10CT631 2010 Culex tritaeniorhynchus NA JX018161 1

K10CT632 2010 Culex tritaeniorhynchus NA JX018162 1

K10CT633 2010 Culex tritaeniorhynchus NA JX018163 1

K10CB662 2010 Culex tritaeniorhynchus NA JX018151 1

K10CB663 2010 Culex tritaeniorhynchus NA JX018152 1

K10CT611 2010 Culex tritaeniorhynchus NA JX018155 1

K10CT612 2010 Culex tritaeniorhynchus NA JX018156 1

K10CT613 2010 Culex tritaeniorhynchus NA JX018157 1

K10CP671 2010 Culex pipiens NA JX018164 1

K10CP672 2010 Culex pipiens NA JX018165 1

K10CP673 2010 Culex pipiens NA JX018166 1

K10CP674 2010 Culex pipiens NA JX018167 1

K10CP675 2010 Culex pipiens NA JX018168 1

A10.825 2010 Culex tritaeniorhynchus GyeongNam JN587255, 
JN587259 1

A10.881 2010 Culex tritaeniorhynchus GyeongNam JN587256, 
JN587260 1

10-1742 2010 Culex tritaeniorhynchus Gyeonggi JN587241 1

10-1748 2010 Culex tritaeniorhynchus Gyeonggi JN587242 1

10-1728 2010 Culex tritaeniorhynchus Gyeonggi JN587240 1

10-1937 2010 Culex tritaeniorhynchus Gyeonggi JN587245 1

10-2044 2010 Culex tritaeniorhynchus Gyeonggi JN587248 1

10-2097 2010 Culex tritaeniorhynchus Gyeonggi JN587249 1

10-2130 2010 Culex tritaeniorhynchus Gyeonggi JN587250 1

10-2357 2010 Culex tritaeniorhynchus Gyeonggi JN587252 1

10-1827 2010 Culex   
bitaeniorhynchus Gyeonggi JN587243, 

JN587258
5

10-1835 2010 Culex tritaeniorhynchus Gyeonggi JN587244 1

10-1291 2010 Culex tritaeniorhynchus JeonBuk JN587239 1

10-2204 2010 Culex tritaeniorhynchus JeonBuk JN587251 1

10-1990 2010 Culex tritaeniorhynchus JeonNam JN587246 1

10-1992 2010 Culex tritaeniorhynchus JeonNam JN587247 1

10-2378 2010 Culex tritaeniorhynchus JeonNam JN587253 1

10-2397 2010 Culex tritaeniorhynchus JeonNam JN587254 1

K12HC959 2012 Culex orientalis Gangwon KJ420589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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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12AS1148 2012 Culex pipiens Gyeonggi KJ420590 5

K12AS1151 2012 Culex orientalis Gyeonggi KJ420591 5

K12YJ1174 2012 Culex orientalis Gyeonggi KJ420593 -

K12YJ1182 2012 Culex orientalis Gyeonggi KJ420594 -

K12YJ1203 2012 Culex orientalis Gyeonggi KJ420592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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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8. Reported number of isolated JE viruses genotype by

year in Korea (1946-2012) Before 1951, genotype Ⅱ(green bar),

Ⅲ(yelloew bar) were isolated and in 1980s, genotype Ⅲ was dominantly

isolated. Since 1990s, genotype Ⅰ(purple bar) was frequently isolated from

mosquitoes. After 2010, genotype V(red bar) was isolated from Culex

bitaeniorhynchus, Culex orientalis, and Culex pipiens. (date collected from

Schuh et al., 2010, Takhampunya et al., 2011, Seo et al., 2013, Kim et al.,

20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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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 찰

1991-2009년 사이 일본뇌염 환자의 발생은 급격히 감소하여 매년 평균

10명 이하의 환자 발생만이 보고되었으나 2010년 이래로 일본뇌염 환자

발생이 점차 증가하고 있으며 2011-2016년 사이 일본뇌염의 치사율은

약 13%이었다. 이 중 반은 40-50대 환자로 확인되었다 (KCDC, 2016).

또한 환자 발생 양상이 과거 1980년대에 비하여 시도별 인구 100만 명당

발생자 수가 대구, 대전, 서울 순으로 대도시에서 발생하는 비율이 높은

것을 확인하였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의 데이터에 따르면

질병관리본부의 약 1.8배 더 많은 수의 환자가 보고되었는데 이는

질병관리본부,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 신고 방법에 의한 차이로 검사실

검사로 확진되지 않은 환자가 존재할 수 있다고 볼 수 있다. 40대

이상에서 빈발하는 것과 관련하여 먼저 국내 일본뇌염 감염 위험군을

확인해보고자 관련 두 연구를 확인해보았으며 2010년에 발표된 연구에서

연령대가 높아질수록 Plague reduction rate가 높아짐을 확인하였고 (Lee

et al., 2010), 15세 이후 연령에서의 일본뇌염 중화항체 보유율

조사연구에서 연령대가 높아질수록 항체양성률이 낮아짐을 확인함

(Hong et al. 2012)에 따라 예방접종 도입 및 접종 연령에서 벗어나는

연령대에 대한 위험군 확인하였다. 그러나 두 연구에서는 제한된 검체수,

중화항체 보유율 확인 검사법에 대한 제한점을 제시하고 있다. 또한

pseudo-typed virus 검사를 이용한 측정법이 PRNT를 대체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는 더 연구가 필요한 부분임을 밝히고 있다.

일본뇌염 매개 모기와 관련하여 Culex tritaeniorhynchus의 채집 수와

일본뇌염 환자의 발생 수가 r=-0.200, P=0.092로 통계적으로 유의한

상관관계를 보이지 않는 것을 확인하였고 또한 최근 몇 년간 서울에서

Culex pipiens의 밀도는 90% 이상이나 주 매개로 알려진 Cule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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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ritaeniorhynchus는 한 마리도 채집되지 않았음을 확인하였다.

1950년대 일본에서 진행된 연구에 따르면 해오라기, 왜가리, 닭,

개똥지빠귀(Dusky Thrush), 파란 까치(Blue Magpie), 참새(Tree

Sparrow), 찌르레기(Grey Starling)의 7종의 조류를 포함하는 트랩에서

Culex tritaeniorhynchus는 해오라기, 왜가리, 닭을 포함하는 트랩에서만

관찰되었고 또한 해오라기 및 사람보다 돼지를 더 선호하였다. 이에

반해 Culex pipiens는 7종의 조류를 포함하는 모든 트랩에서 관찰되었고

돼지보다 해오라기를 더 선호하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Scherer et al.,

1959a). 또한 최근 발표된 논문에 따르면 유럽에서 Aedes albopictus와

Culex pipiens가 일본뇌염 바이러스를 전파하는 유능한 매개체가 될 수

있는 결과를 제시하였는데 (Wispelaere et al., 2017), Aedes

albopictus와 Culex pipiens 모두 서울에서 채집되는 모기 종임을 확인할

수 있다. 이에 따라 도심 지역 내 일본뇌염 전파와 관련하여 Culex

tritaeniorhynchus가 아닌 다른 모기 종과 야생 조류가 전파에 기여하고

있을 가능성을 제시한다.

증폭 숙주로 잘 알려진 돼지의 일본뇌염 전파 기여와 관련하여 돼지

축사와 관련된 환자가 적은 것을 시도별 돼지 두수와 시도별 100만 명당

일본뇌염 환자 수와의 상관관계 분석을 통하여 분석한 결과, r=-0.005,

P=0.986으로 유의미한 관계가 없음을 확인하였고 또한 돈사 내 돼지의

일본뇌염 바이러스 항체 양성률 (KCDC, 2011-2014) 과 일본뇌염 환자

발생 수와의 상관관계 분석 결과 r=-0.934 P=0.066으로 유의한

상관관계를 보이지 않았다. 이에 따라 최근 도심 지역 내 일본뇌염 환자

발생과 관련하여 돼지가 중요하게 기여하지 않음을 제시한다.

이에 따라 다른 자연 숙주로 왜가리 및 오리 등의 야생 조류의

일본뇌염 바이러스 전파에 더 높게 기여하고 있을 가능성을 확인하기

위하여 시도별 확인된 왜가리의 둥지 수와 시도별 일본뇌염 환자 수의

상관관계를 분석한 결과 r=0.782, P=0.008로 통계적으로 유의한

상관관계를 보여 조류가 도심 지역 바이러스 전파에 더 중요하게 기여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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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능성을 제시하였다.

1950년대 이전에는 유전형 Ⅱ, Ⅲ이, 1980년대에는 유전형 Ⅲ이,

1990년대에는 유전형 Ⅰ이, 2010년 이후 새로이 유전형 V가 분리되면서

유행하는 일본뇌염 바이러스의 유전형 변화의 가능성을 확인하였다

(Schuh et al., 2010; Takhampunya et al., 2011; Seo et al., 2013;, Kim

et al., 2015). 1990년대 유전형 Ⅲ에서 Ⅰ로의 변화는 국내에서뿐 아니라

일본 (Ma et al., 2003; Yoshida et al., 2005), 중국 (Wang et al., 2007;

Pan et al., 2011; Zhang et al., 2009, 2011), 대만 (Chen et al., 2011),

베트남 (Nga et al., 2004), 태국 (Nitatpattana et al., 2008) 에서도

관찰되었다. 1990년대 유전형의 변화와 2008년 이후 유전형 V의

분리는 중국에서의 유전형 변화를 따라가는 것처럼 보이며 이는

유전형의 변화가 철새에 의한 것임을 제시한다.

국내에서 생산, 사용되고 있는 Nakayama와 Beijing 주를 이용한

2종류의 불활화 사백신과 관련하여 Nakayama와 Beijing 주를 이용한

불활화 백신의 중화 능력이 쥐에서 유전형 V에 대하여 유전형 Ⅰ, Ⅲ에

비해 감소하는 연구 결과가 보고되었으며 (Tajima et al., 2015),

SA14-14-2 주를 이용한 1종류의 약독화 생백신과 관련하여 2010년

중국에서 현재 사용하는 생백신이 유전형 V에 대한 효과가 낮다는

연구결과가 있다 (Cao et al., 2016).

현재까지 국내 발생한 일본뇌염 환자의 일본뇌염 바이러스 유전형

분석과 야생 조류의 유전형 분석에 대한 연구는 이루어진 바가 없으나

단편적인 결과들을 통하여 최근 국내 일본뇌염 환자 발생의 증가와

관련하여 돼지보다는 왜가릿과를 포함한 야생 조류 및 유전형의 변화

등이 기여하고 있을 가능성을 제시하였고 왜가릿과를 포함한 철새 등

야생 조류에 대한 추가적 일본뇌염 감염 여부, 유전형 분석 및 도심

지역 모기의 일본뇌염 여부 확인, 유행하고 있는 일본뇌염 바이러스의

유전형 확인 및 사람에서 현재 사용되고 있는 백신 주들의 유전형 V에

대한 중화 능력에 대한 추가적인 연구가 진행되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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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병관리본부의 일본뇌염 주의보 및 경보 발령 기준은 돼지 및 Culex

tritaeniorhynchus에만 초점이 맞추어져 있어 야생 조류 및 매개 모기,

유전형에 대한 추가적인 연구를 통하여 다른 요인들 또한 일본뇌염 관리

지침에 반영되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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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ost human infected with Japanese encephalitis (JE) virus are

asymptomatic, however if clinical symptom developed, the

cases-fatality can be as high as 30% and over a third of survivors

can acquire permanent neurological complications. JEV has

transmission cycle including birds as reservoirs, pigs as amplifying

hosts and Culex mosquitoes as vectors. Several thousands of cases

were reported annually until 1970s but only 10 cases were reported

annually after the introduction of JE vaccine in 1980s in Korea.

However, since 2010, the epidemiological trend of JE cases has been

changed.

In this study, for analyzing factors which can contribute to

transmitting JE virus in metropolitan areas, the status data of pig

breeding, wild birds and vector mosquitoes in Korea were collected

and the sero-positive rate of JEV infection in Korean and the trend

of changing geno-type of JEV was collected from other related

studies. They were analyzed with statistical correlation.

Between 2011-2016, average 21.8 cases mainly in aged 40-59 year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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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rom metropolitan area were reported to Korea Centers for Disease

Control and Prevention (KCDC). Compared to it, the number of

reported cases to Health Insurance Review & Assessment Service

(HIRA) was 1.8 time higher than the number of reported cases to

KCDC. It is because of different systems of reporting and the

reported number of HIRA may include JE cases not confirmed by

laboratory diagnosis. Other studies of the prevalence of neutralizing

antibodies to JEV at high-risk group suggested that the reducing

tendency of neutralizing antibody titer with increasing ages

represented well the shifting of JE case age to old ones year by

year.

For the guideline for controlling JEV transmission, KCDC monitors

on Culex tritaeniorhynchus using black light traps. However,

compared of the reported number of JE cases to the number of

collected Culex tritaeniorhynchus, there is no significant relationship

between them (r=-0.529, P=0.280).

Pigs are known as amplifying host of JE virus, but do not play an

important role in these events, since between number of JE cases and

pigs, there was no significant correlation (r=-0.005, P=0.986).

Birds, especially herons, there is a positive correlation between the

two variables, number of JE cases and herons (r=0.778, P=0.008).

While there is no study of sero-positivity of JEV in herons, the

studies of sero-positivity of JEV in wild birds in Korea showed 84.7

to 88.5 % sero-prevalence in ducks, mandarin ducks, petrels and

Eurasian coots. These reports may support birds as one of the

possible factors of JEV transmitter in metropolitan.

JEV are generally classified into five genotype based on similarities

of envelope gene. Before 1951, genotype Ⅱ, Ⅲ were isolated and i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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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80s, genotype Ⅲ was dominantly isolated. Since 1990s, genotype Ⅰ

is frequently isolated from mosquitoes. After 2010, at the first time,

genotype V is isolated from mosquitoes in Korea. The changing trend

of geno-type seems to follow the trend in China. However, there is

no study for monitoring genotype in JE cases or wild birds.

KCDC guideline for controlling JEV is focused on only pigs and

Culex tritaeniorhynchus by now, further JEV-related researches in

herons, other species of vector mosquitoes and changing patterns of

geno-type of JEV in herons and human cases, other factors have to

be included for the prevention of JEV transmission in Kore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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