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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ACKGROUND : Zika virus (ZIKV) was identified in 1947 from a Rhesus monkey in the Zika Forest of Uganda. After its
introduction into Brazil in 2015, ZIKV has spread out rapidly and in February 2016 the World Health Organization (WHO)
declared it a Public Health Emergency of International Concern (PHEIC). The rapid development of a safe and effective ZIKV
vaccine is a global health priority, but there are no licensed vaccines for ZIKV. However, several organizations are actively
developing vaccines using various platforms and technologies.
PRESENT : The Global Research Collaboration for Infectious Disease Preparedness (GloPID-R), a network of funders of
emergency outbreak research, coordinates researches on Zika through working groups on vaccines. Under the guidance of
these institutes, vaccine candidates for ZIKV have recently been developed and multiple vaccine platforms including
recombinant live attenuated vaccines, purified inactivated vaccines (PIVs), DNA/mRNA vaccines, and viral vectored vaccines
have been shown to protect non-human primates or human against ZIKV infection. DNA-based ZIKV vaccine (GLS-5700, VRC
ZIKV DNA) and whole-particle inactivated vaccine (ZPIV) candidates developed and is currently being evaluated in a Phase
1/2 clinical trial.
PROSPECTIVE FUTURE : The first clinical trials of Zika virus vaccine candidates began in Q3/4 2016 but the pathway to
licensure for a Zika virus vaccine is expected to take several years. Efforts are ongoing to accelerate Zika virus vaccine
development and evaluation with the ultimate goal of reducing time to licensure.

들어가는 말

우간다 지카 숲(Zika Forest)의 히말라야 원숭이(Rhesus Macaque)
혈액에서 발견되었고, 1952년 나이지리아와 탄자니아에서 처음으로

지카바이러스(Zika virus) 감염은 대부분 경미한 증상을

인체 감염사례가 보고되었다. 2007년 마이크로네시아 얍섬에서

유발하나 경우에 따라서 소두증, 길랑-바레증후군 및 기타 신경

200명 감염, 2013년 프랜치 폴리네시아에서 지카바이러스 감염과

장애를 발생시키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1]. 지카바이러스는 1947년

함께 소두증 및 길랑-바레 증후군 증상을 보이는 35,000건이

www.cdc.go.kr

716

주간 건강과 질병•제10권 제28호

Figure 1. Countries, territories and areas showing the distribution of Zika virus, 1947-2016
Source: LANCASTER UNIVERSITY, WHO, CENTRES FOR DISEASE CONTROL AND PREVENTION ST GRAPHICS

확인되었고 2014년 브라질에서 지카바이러스 감염과 연관된

매개체(vector) 제어 전략을 제시하였으며 무엇보다 백신 개발이

4,000건의 소두증이 보고되었다. 이후 2015년 5월 브라질에서

필수적으로 요구됨을 제시하였다. PHEIC 선언 당시, 임상시험

지카바이러스 감염증이 대유행하여 미국을 포함한 전 세계로

중인 지카바이러스 백신 후보물질은 없었으나 약 30개의 백신

확산되고 있다(Figure 1).

후보물질이 전 임상시험 진행 중이었으며[3,4], ‘16년 7월 일부

지카 바 이러스 감 염증 은 2 0 07년부터 2 017년 2 월까지

후보물질이 임상시험에 진입하였다. 지카 백신 개발과 발맞춰

총 76개국에서 보고되었다. 2007년 이후 서태평양 지역에서

WHO에서는 지카바이러스에 의한 국제적인 공중보건 위기 상황 시

모기에 의한 지카바이러스 감염이 발생한 곳 은 17개국이고

신속하게 사용할 수 있는 타겟 백신 프로파일(Target product profile,

6개국(아르헨티나, 칠레, 프랑스, 이탈리아, 뉴질랜드, 미국)은

TPP)을 마련하기 위한 그룹을 구성하였고 각 국가의 규제 담당자,

성관계에 의한 감염을 보 고하였다. 지금까지 지카바이러스

백신 개발자 및 바이러스 전문가, 자금 후원자 등이 참여하여 백신

감염과 관련된 소두증과 태아기형 발생은 브라질에서 1,638건,

개발을 위한 데이터 공유, 위험 발생 시 각국의 백신 응급사용을

카보베르데에서 9건, 콜롬비아에서 13건, 프랑스령 폴리네시아에서

위한 비상용 백신의 인허가 방안 등을 논의한 바 있다[5].
본 보고에서는 현재까지 국내 · 외 지카바이러스 백신 개발

8건, 마르티니크에서 6건, 파나마에서 5건이 보고되었으며, 미국과
슬로베니아에서 브라질 체류와 관련된 감염이 각 1건씩 보고되었다.

동향에 대해 기술하고자 한다.

또한 13개국에서 지카바이러스와 관련된 길랑-바레증후군 발생
증가가 보고되었다[2].
세계보건기구(WHO)는 2016년 2월 지카바이러스(Zika virus,
ZIKV) 감염에 대한 국제보건비상사태(Public Health Emergency
of International Concern, PHEIC)를 선포하였고[1], 지카바이러스
유행을 억제하기 위하여 민감도 및 특이도가 높은 진단법 개발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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몸말

따르면 현재 주요 제 약 회 사, 생명 공 학 회 사, 학계 및

I. 지카바이러스 백신 연구 개발 개요

(Table 1), 개발 중인 지카바이러스 백신 후보물질은 약 30개 정도이고

정부연구기관에서 임상시험이 진행되고 있는 백신은 8개이며

(Table 2), 많은 지카 백신 후보물질이 곧 임상시험에 진입할
지카바이러스는 단일가닥 RNA 플라비바이러스로 아프리카

예정이다[3,4]. 다른 플라비바이러스인 황열(Yellow Fever)

계통 및 아시아 계통의 두 가지 유 전형이 있으나, 하나의

바이러스, 일본뇌염(Japenesse Encephalitis) 바이러스 및

혈청형으로 알려져 있어 1가 백신으로 모든 지카바이러스를

진드기매개뇌염(Tick-borne viral Encephalitis) 바이러스에 대해

예방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대부분의 지카바이러스 감염(약

성공적으로 개발된 백신을 감안할 때, 지카바이러스에 대한 백신

75%)은 무증상이며 증상이 있는 경우도 미열, 결막염, 관절통,

개발이 기술 및 규제의 성공 가능성 측면에서 유리할 것으로

두통 및 반구진발진 등 경미한 증상이 나타난다. 치사율은 낮지만

예상된다. 다른 플라비바이러스 백신에서 효과적이었던 백신

지카바이러스 감염은 특히 길랑-바레증후군(GBS) 및 다른 희귀

플랫폼은 약독화 재조합 생백신과 불활화 바이러스 백신이지만,

중추신경계 질환과 같은 심각한 질환을 초래할 수 있는 것으로

많은 다른 플랫폼이 특히 뎅기열에 대해서 동물 모델, 혹은 인체

알려져 있고[6], 특히, 임신 중 지카바이러스 감염과 소두증을 포함한

모델에서 시험 및 평가된 바 있고, 영장류에 대한 최근의 전 임상

선천성 신경 장애(선천성 지카 증후군이라고도 함) 사이의 연관성이

연구는 효과적인 지카바이러스 백신 개발 가능성을 시사한다[13].

있는 것으로 보고되었다[7]. 이런 연관성으로 인해 WHO는 백신접종

대부분의 지카 백신 플랫폼은 가임기 여성을 보호하기 위한 백신의

우선순위 대상자에 임산부를 포함하여, 임신기간 동안 태아를

응급 수요를 충족할 수 있는 장점과 한계점을 모두 가지고 있으므로

보호하기 위해 안전하고 면역 지속력이 오래 유지되는 백신발굴에

성공 가능성을 높이고 다양한 수요를 만족 시킬 수 있는 다양한

집중하고 있다. 또한, 무증상 감염과 바이러스 전파 역학의 연관성은

시도가 필요하다. 다음은 지카 백신 개발에 사용되고 있는 다양한

알려지지 않았으나, 무증상 남성으로부터 지카바이러스 발병 지역을

백신플랫폼이다[14].

방문하지 않은 파트너에게 지카바이러스가 전염되었다는 사례가
보고되어[8], 백신 접종 대상 집단은 전파 경로에 따라 달라질 수

가. 불활화 바이러스 플랫폼 : 플라비바이러스(JE 및 TBE)에

있을 것이다.

대한 백신을 포함한 다수의 불활화 백신 제품(인플루엔자 및 소아마비)이

현재 지카 백신 개발과 관련한 주요 쟁점은 기존 플라비바이러스에

있으며, 임산부 혹은 면역저하 환자 집단의 경우 불활화 백신이

대한 항체가 지카바이러스 감염을 증가시킨다는 점이다. 라틴

사용되는 경우가 많다. Alum이 포함된 불활화 지카바이러스

아메리카에서는 4개의 뎅기바이러스(DENV) 혈청형을 포함하여

백신 후보물질이 마우스 및 히말라야 원숭이 시험에서 접종 4주

10개가 넘는 플라비바이러스가 공존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는데,

후 바이러스 혈증에 대하여 완전한 방어 효과가 입증되었고,

최근 발표된 연구 결과 뎅기 면역 혈청 및 항-뎅기 인간 단클론

이 후보물질은 2016년 후반 임상시험 1상에 진입했다. 불활화

항체가 FcRII(주로 면역세포의 표면에 존재) 보유 세포에서

백신은 약독화 생백신보다 면역원성이 떨어지는 경향이 있어 다회

지카바이러스 감염을 중화시키지 않고 오히려 증가시킨다는 것이

사용하거나 가능할 경우 새로운 면역증강제 사용이 필요하다. 응급

밝혀졌다[9-12]. 따라서 지카바이러스 위험지역에서의 지속적인

상황에서는 다회 투여는 이상적이지 못하며 새로운 면역증강제를

코호트 연구와 지카바이러스 및 다른 플라비바이러스 감염이 백신에

사용하기 위해서는 기존에 잘 알려진 보조제보다 더 많은 데이터가

의해 개선될 수 있는가에 대한 임상 데이터는 백신 개발에 중요한

필요하다.

부분으로 사료된다.
W H O 온라인 백신 파 이프라인과 G L o P I D - R 현황 에

나. 재조합 서브유닛 백신 플랫폼 : 몇 가지 재조합 백신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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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가를 받았지만, 플라비바이러스에 대한 승인된 재조합 서브유닛

및 envelope(prM-Env)을 갖는 후보물질은 1회 접종 4주 후

백신은 아직 없다. 재조합 서브유닛 백신 항원은 대장균 및 효모

검사에서 바이러스혈증에 대해 완벽한 방어 효과를 나타냈다.

등에서 대량 발현이 가능하고, 항원 단백질 정제 후 서브유닛

마. 핵산(mRNA/DNA)백신 플랫폼 : mRNA 또는 DNA 백신

백신으로 직접 사용이 가능하다. 서브유닛 백신은 단독투여 시

플랫폼을 기반으로 허가받은 사람 백신은 아직 없다. mRNA 백신은

면역원성이 떨어지는 경향이 있어, 다회투여 및 면역증강제의

인체에서 mRNA 자체가 면역보조제 역할을 수행하여 면역원성이

필요성이 요구된다. 백신 항원의 정확한 단백질 구조는 백신 효능에

크지만 쉽게 분해된다는 단점이 있다. 이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필수적이며 일반적으로 alum과 같은 면역증강제가 필요하다. 재조합

catinoic 단백질을 결합시키거나, phospho-diester backbone을

서브유닛 백신은 임상적으로 안전하고 대량 생산 및 품질관리(QC)에

화 학적으 로 변형하기도 하 였다. 최근 에는 m R N A 의 t y p e

용이하다.

1(N7mGpppGm) cap을 이용, IgE 신호 서열을 사용한 지카바이러스
백신이 효과적으로 중화 항체를 생산한 바 있다. DNA 백신은 빠른

다. 약독화 생바이러스 백신 플랫폼 : 널리 사용되고

개발 및 생산이 가능하다는 장점이 있으며 실제로 임상시험에

있는 몇 가지 약독화 백신이 있고, 단회 투여로 오래 지속되는

들어간 첫 번째 지카바이러스 백신 후보물질은 DNA 백신이었다.

면역 효과를 보인다. 약독화 바이러스의 높은 수율로 생산량을

최근 지카바이러스 prM 신호 서열을 일본뇌염바이러스의 신호

늘릴 수 있으 므 로 집단 예방접종으 로 공 중 보건 수요량 을

서열로 대체하여 발현을 향상시키는 두 개의 추가 JEV/prM-E/ZIKV

충족시킬 수 있다. 황열백신(YF17D)이 대표적이며 이외에도 두

DNA 백신 후보물질이 시도되었고 바이러스 감염에 대한 높은 방어

개의 다른 플라비바이러스에 대한 재조합 생백신이 YF17D를

효과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플랫폼으로 하여 개발되어 허가 받았다(일본뇌염백신(IMOJEV),
뎅기열백신(DENGVAXIA)). 일부 약독화 생백신은 임산부 및 가임기

II. 지카바이러스 백신 연구 개발 현황

여성과 일부 소아에 사용을 금지하기도 하지만 현재까지 허가받은
약독화 생백신 접종으로 인하여 산모에 부작용 사례는 없었다.

가. 임상시험 단계에 있는 지카 백신 후보물질

지카바이러스가 신경세포 감염 바이러스이고 백신이 임산부에게

1) DNA 백신(진원생명과학 & Inovio) : 전기천공법을 사용한

부작용을 일으킬 수 있기 때문에 제조 및 임상적 사용 승인 전 모기

지카 백신 후보물질을 미국 및 캐나다에서 2016년 6월 임상 1상

흡혈에 의한 지카바이러스 비전파와 유전적 안정성을 입증하는 것과

시험을 완료하였으며, Puerto Rico에서 임상시험 2상 진행 중이다.

동시에 응급사용을 위해 허가를 받아야 하는 경우에는 신경독성과

2016년 9월에 안전성과 내약성 및 면역원성 평가를 위한 임상

생식 독성 시험이 필수적으로 이루어져야 한다. 지카바이러스로

2상이 160명의 건강한 성인을 대상으로 시험을 시작하였다. 뎅기

인한 길랑-바레 증후군이 직접적인 바이러스의 공격에 의한

바이러스에 혈청 양성반응을 보인 성인을 대상으로 지카 백신

것이라면 약독화 생백신에 대한 신경독성시험의 설계가 필요하다.

접종에 의한 지카바이러스 감염률 및 ADE (Antibody-dependent
enhancement)를 평가할 계획이다.

라. 재조합 바이러스 백신 플랫폼 : 현재까지 허가된 비플라비

2) DNA 백신(NIAID, VRC) : 현재 임상 1상 진행 중이고, ‘17년

바이러스 재조합 바이러스 벡터 백신은 없다. 다수의 에볼라

임상 2상(VRC 705)이 두 가지로 진행될 예정이다. 첫 번째는

바이러스 백신 후보물질이 바이러스 벡터(예: 아데노바이러스,

18세∼35세 건강한 남성과 임신하지 않은 여성 90명을 대상으로

백시니아 또는 VSV) 백신으로 분류되며 임상시험에서 상대적으로

텍사스 휴스톤, 플로리다 마이애미, 푸에르토리코 산후안에서

효과가 있었으며 안전성이 입증되었다. 원숭이 아데노바이러스

진행된다. 두 번째는 DNA 지카 백신이 다른 플라비바이러스

혈청형 52 바이러스 벡터에서 발현된 지카바이러스 pre-membrane

자연감염에 효능이 있는지 확인하는 것으로서 15세∼35세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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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1. Advanced Candidates in clinical development for ZIKV
Institution

Technology

Status & timelines

Inovio & GenOne

(GLS-5700) DNA plasmid expressing antigen of ZIKV

Clinical Phase II work initiated

NIAID VRC

(VRC ZIKV DNA) DNA plasmid expressing antigen of ZIKV

Clinical Phase II work initiated

Sanofi/NIAID/BARD/WRAIR

(ZPIV) Whole-particle purified inactivated

Clinical Phase I work ongoing

Themis Bioscience GmbH

(MV-Zika) Recombinant viral vector-mealses

Clinical Phase I ongoing

SEEK/NIH/hVIVO

(AGS-v) synthetic peptide for salivary gland

Clinical Phase I ongoing

NIAID/Butantan

Live-attenuated vaccine (Zika/Dengue), based on the dengue vaccine
currently in phase III in Brazil

Clinical Phase I work initiated

BARDA/Moderna

(mRNA-1325) mRNA vaccine for ZIKV antigen (prM/E)

Clinical Phase I work initiated

Bharat

(ZIKAVAC) inactivated whole target organism

Clinical Phase I work initiate

건강한 남성과 임신하지 않은 여성 2,400명을 대상으로 카리브해

면역반응을 유도하도록 디자인 되어 면역반응으로 생성된 침샘

지역, 중남미 및 미국 서부지역의 30곳에서 진행될 예정이다.

단백질 항체가 혈액과 함께 모기로 이동하여 모기의 장(gut)과

3) 불활화

지카바이러스(ZPIV) 백신 후보물질(NIAID/ BARDA/

침샘을 공격하여 기타 플라비바이러스 매개 모기의 생존을

WRAIR/Sanofi Pasteur/Fiocruz) : 5개 후보물질 중 4개는

감소시킨다. 성공한다면 이 백신기술은 추후 말라리아, 뎅기 및

임상시험 1상 진행 중이며 이중 2개는 2018년 상반기에 임상시험

웨스트나일에도 적용 가능할 것으로 사료된다.

2상이 진행 예정이다. BARDA는 공정 개발, 제조 및 임상시험

6) mRNA 백신(BARDA/Moderna) : mRNA 지카 백신 후보물질이

1/2상 진행 비용으로 사노피에 4천 3백만 달러 지원예정이다.

개발 중이다. 그 중 mRNA-1325 지카 백신은 18세∼49세의

또 다른 백신개발 그룹은 신속 백신 접종 스케줄(NHP 실험은

여성(임신 여성 포함) 90명을 대상으로 2016년 11월을 시작으로

4주 후 프라임 및 부스팅 투여로 실시 함)을 계획하여, 3개의

올 초 임상시험 1/2 상 진행 중이며, 2018년 9월 완료할 예정이다.

백신이 임상시험 1상이 진행될 예정이고 플라비바이러스 감염이

7) Bharat : 불활화 백신 후보물질인 ZIKAVAC 지카 백신은 성인

없는 환자, 뎅기열 치료 경험이 있는 환자, 황열 및 일본 뇌염

48명(남성 및 임신 안한 여성)을 대상으로 임상시험 1상 진행

바이러스 예방 접종을 받은 사람을 대상으로 효능을 평가한다.

중인데 전 임상 결과에서 아프리카 계통(MR 766) 및 아시아 계통

4) 약 독화 홍역바이러스를 이용한 재조합 MV-ZIK A 지카

바이러스에 대해 100%의 방어 효능을 보여 임상 1상 시험 결과가

백신(Themis Bioscience GmbH) : 18세∼55세의 건강한 성인

기대된다.

48명을 대상으로 2016년 11월에 임상시험 1상을 시작, ‘17년 8월

나. 2017년 임상시험 예정 후보물질

완료 예정이다.
5) 펩타이드 백신 AGS-v(SEEK/NIH/hVIVO) : 지카바이러스

1) (NIAID/Butantan) 현재 브라질에서 임상 3상 시험 중인 4가

매개 모기의 침샘(Salivary gland)에 존재하는 4개의 합성

뎅기백신에 Z IK V 하나 를 더 첨가한 5가 약독화 생백신

펩타이드로 구성된 백신으로, 18세∼50세의 건강한 성인

후보물질(Zika + Dengue)은 2017년 상반기 임상 1상 시험

60명을 대상으로 ‘17년 4월 임상시험 1상을 시작하여 ’18년

예정이다.

8월 완료 예정이다. AGS-v 백신은 다른 지카 백신과 다르게

2) (NIAID/GSK)

자가 증폭(self-amplifying) mRNA 백신 플랫폼 기술

지카바이러스에 직접적인 방어가 아니라 모기의 침샘에 대한

개발 및 이를 이용한 지카 백신 후보 물질이 2017년 중·후반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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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2. Candidates in preclinical development for ZIKV
Institution
Sanofi Pasteur

Technology

Candidate vaccine name
Chimeric ZIKV/YF vaccine

FioCurz

Live attenuated recombinant vaccine, based on its lisenced Dengvaxia
dengue and JE vaccines
Yellow Fever (YF) 17DD chimeric ; chimeric ZIKV/YF vaccine

GEOVAX

Modified Vaccinia Virus Ankara-Virus-Like Particle (MVA-VLP) platform

GEO-ZM05

Valvena

purified inactivated vaccine candidate, based on the same manufacturing
platform as their licensed Japanese encephalitis vaccine

-

Butantan

inactivated purified whole virion candiate

Butantan ZIKV

Novavax

ZIKV E protein-nanoparticles(homodimer), sf9 cells/Baculo

ZIKV envelop dimers (EnvD)

GSK/NIH

Self-amplifying mRNA (SARM) with prM/E

WT, CO, VRC_5283, 5288

Jenner/Oxford Univ.

Non-replication simian adenovirus (ChAdOx1) vaccine

ChAdOx1-zk

VBI Vaccines

Enveloped virus-like particle (eVLP), E/NS1

VBI-2501A

Sementis Ltd

Sementis Copenhagen vector (SCV), D13L deletion

SCV-CHIKV+ZIKV+YF

Jenner/Oxford Univ.

Non-replication simian adenovirus (ChAdOx1) vaccine

ChAdOx1-zk

Pharos Biological

LAMP (Lysosome Associated Membrane Protein) DNA vaccine

LAMP-ZIKA nanoDNA

임상시험 1상 진입 예정이다.

7) (WRAIR/Harvard) 재조합 Rhesus adenovirus 혈청형 52

3) (UTMB/ECI) 세계 최초의 약독화 지카바이러스 생백신(10-del

벡터를 이용한 지카 백신(Rhad52/prM-Env)은 원숭이 모델에서

ZIKV)은 현재 임상 3상 시험 중인 뎅기 백신 플랫폼을 도입한

중화항체와 100%의 감염 방어능을 보여 2017년 상반기에

것이다. 지카바이러스의 유전자 10개를 제거한 약독화 생백신으로

임상시험 1상 진입 예정이다.

10-del ZIKV 백신은 동물실험에서 뛰어난 방어능을 보여

다. 연구단계 후보물질

임상시험 1상 진행 예정이다.
4) (BARDA/Emergent) 지카바이러스 불활화 백신 후보물질은
임상시험 1상 진행과 백신의 공정 개발 및 제조에 1천 8백만

전 세계적으로 많은 연구기관, 백신회사에서 다양한 제형의
지카 백신 후보물질 개발이 진행되고 있다(Table 2).

달러를 투입할 예정이다.
5) (Protein Sciences/UMN Pharma Japan) 지카바이러스 재조합
E 단백질 백신은 웨스트나일 바이러스와 일본뇌염 바이러스
백신 플랫폼을 이용하여 개발되었으며, 18세∼35세 건강한 성인

맺는 말

80명을 대상으로 2017년 임상시험 1상 진입 예정이다.

2007년 프랑스령 폴리네시아를 시작으로 2015-2016년

6) (NIAID/Harvard Univ.) 유전자 변형 VSV (Vesicular stomatitis

브라질 지카바이러스 대유행은 소두증 및 길랑-바래 증후군 발생

virus)를 이용하여 VSV glycoprotein(GP)을 지카바이러스의

및 미국 내 지카바이러스 유입을 초래하였다. 우리나라는 중남미

prM/E로 치환한 지카 백신 후보물질이 2017년 후반에 임상시험

및 동남아시아 지역과의 빈번한 인적교류로 인해 해외 유입환자가

1상 진입 예정이다. VSV GP를 에볼라 GP로 치환한 rVSV-

발생하고 있고, 가능성은 낮지만 지카바이러스 감염을 매개할 수

ZEBOV(V920) 백신은 면역원성과 안전성을 인정받아 임상 3상

있는 모기가 존재하므로 국내에서도 백신개발을 추진하고 있다.

시험 진행 중이다.

현재 진원생명과학 & 이노비오와 미국 백신연구센터(VRC)의 DN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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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카 백신(GLS-5700, VRC ZIKV DNA)이 임상 2상 시험 진행
중이고, 사노피 파스퇴르의 불활화 지카 백신(ZPIV)이 임상 1상

of infection with zika virus. Nat Immunol 2016;7:1102–8.
11. Priyamvada L, Quicke KM, Hudson WH, Onlamoon N, et al. Human
antibody responses after dengue virus infection are highly cross-

시험을 진행하는 등 전 세계적으로 많은 임상시험이 진행 중에 있다.

reactive to Zika virus. Proc Natl Acad Sci USA 2016;113:7852–7.

지카바이러스 백신 개발완료와 실용화에는 통상의 경우 수 년 이상

12. Stettler K, Beltramello M, Espinosa DA, Graham V, et al. Specificity,
cross-reactivity and function of antibodies elicited by Zika virus

시간이 소요되지만, 개발기간을 단축하기 위한 많은 노력에 힘입어,
WHO가 정의하는 위급상황에서 사용 가능한 지카 백신은 좀 더

infection. Science 2016;353:823–6.
13. Dowd KA, Ko SY, Morabito KM, Yang ES, et al. Rapid development

빠른 시일 내에 개발될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of a DNA vaccine for Zika virus. Science 2016;354:237–40.
14. Abbink P, Larocca RA, De La Barrera RA, Bricault CA, et al.
Protective efficacy of multiple vaccine platforms against Zika virus
challenge in rhesus monkeys. Science 2016;353:1129–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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