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순수 국내연구진이 다제(타미플루, 리렌자) 내성 바이러스* 표면에 높은 

선택도로 결합하는 항체를 선별하고, 이를 면역진단 시스템에 적용하여 다제 

내성 바이러스를 특이적으로 검출할 수 있는 신속 진단 키트를 개발하였다. 해당 

항체는 내성을 갖지 않는 바이러스 항원보다 다제 내성 바이러스 항원에 대해 약 

100배 정도 높은 결합력을 가지고 있음이 확인되었다. 이 항체는 향후 다제 내성 

바이러스 감염 여부를 진단할 수 있는 다양한 현장진단 시스템에 활용될 것으로 

기대된다. 

* 다제 내성 바이러스: ‘A/H1N1형 인플루엔자 바이러스(신종 

인플루엔자)’ 중 항바이러스제인 오셀타미비르(상품명: 타미플루), 

자나미비어(상품명: 리렌자) 모두에 치료 효과가 없는 내성 바이러스  

 

한국생명공학연구원(이하 생명연) 바이오나노연구센터 정주연, 임은경, 

강태준 박사 연구팀(교신저자: 정주연/임은경/강태준, 제1저자: 국경혜)이 수행한 

이번 연구는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추진하는 글로벌프론티어사업 

바이오나노헬스가드연구, 신진·중견연구자 지원사업, 바이오·의료기술개발사업의 

지원으로 수행되었고, 네이처 커뮤니케이션(Nature Communications)에 게재될 

예정이다. 

(논문명 : Development of A4 antibody for Detection of Neuraminidase I223R/H275Y-

Associated Antiviral Multidrug-Resistant Influenza Virus) 

 

세계보건기구 (WHO) 보고에 의하면 최근 항바이러스제의 광범위한 

사용으로 인하여 다제 내성을 보이는 바이러스의 출현이 보고되고 있다.  

 

다제 내성 바이러스 중 대표적인 하나가 ‘I223R/H275Y’형의 

돌연변이체**로 바이러스 표면에 있는 단백질(뉴라미니데이즈; 

Neuraminidase***)의 아미노산 하나가 변이된 돌연변이 이다. 



** I223R/H275Y형의 돌연변이체: 타미플루 표적 단백질인 

뉴라미니데이즈의 223번째 아미노산이 아이소루신(Isoleucine; I)에서 

아르기닌(Arginine; R)으로, 275번째 아미노산이 히스티딘(Hystidine; H)에서 

티로신(Tyrosine;Y)으로 변이된 인플루엔자 바이러스 

*** 뉴라미니데이즈(Neuraminidase)단백질: 증식된 바이러스가 밖으로 

배출되는 것 을 돕는 ‘가위’ 역할을 하는 단백질 

 

바이러스는 일반적으로, 세포에 감염되면 세포내에서 증식과 조립과정을 

거쳐, 성숙한 바이러스가 주변의 다른 세포에게 감염되는 과정을 가지고 있다. 그 

과정에서 뉴라미니데이즈는 세포에서 가위역할을 하여, 바이러스가 외부로 

확산되도록 하는 역할을 수행한다. 

 

기존의 타미플루, 리렌자는 뉴라미니디아제 효소의 기능을 차단하여, 

증식된 바이러스를 밖으로 배출하는 과정을 방해하여 바이러스 증식을 억제하는 

항바이러스제이다. 그러나 뉴라미니데이즈에 변이가 발생하면, 기존의 타미플루, 

리렌자가 뉴라미니데이즈를 억제하는 기능이 떨어지게 된다. 따라서 

항바이러스제의 수요가 급증하는 대유행 시기에는, 다제 내성 보균자를 신속하고 

효과적으로 분류하는 기술 개발이 요구되었다. 

 

항바이러스제 감수성 바이러스****와 다제 내성 바이러스의 

뉴라미니데이즈 표면 구조는 유사한 것으로 알려져 표적 단백질의 특정 구조를 

인식하는 검출용 항체 개발에 많은 어려움이 있다. 

**** 항바이러스제 감수성 바이러스: 항바이러스제에 치료 효과가 있는 

A/H1N1형 인플루엔자 바이러스  

 

이러한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 연구팀은 다제 내성 바이러스 표면의 

변형된 뉴라미니데이즈에 특이적으로 결합하는 항체를 선별하였고, 실제로 

뉴라미니데이즈 항원에 대한 결합력 측정과 모델링 분석을 통하여 이 항체가 

다제 내성 바이러스에 상대적으로 높은 결합력을 가짐을 확인하였다.  

 



특히, 이 항체가 표면에 개질된 금 나노 입자와 타미플루 내성 바이러스 

표면의 뉴라미니데이즈 단백질과 결합으로 인한 응집 현상이 발생하여, 금 나노 

입자의 색 변화를 통한 육안 검출이 가능함을 확인하였다.  

 

연구팀은 신규 개발한 항체를 종이기반 바이오 검출장치에 적용하여 다제 

내성 바이러스 신속 진단 키트를 개발하였다. 소량의 체액 (콧물)을 이용하여 

20분 이내에 별도의 분석 장비 없이 신속하고 간편하게 다제 내성 바이러스 감염 

여부를 확인하는데 성공하였다.  

 

이 키트는 일반적인 인플루엔자 바이러스 진단키트, 임신테스트기처럼 

편리하게 사용 가능하다. 특히, 다제 감수성/내성 바이러스 혼합된 조건에서도 

내성 바이러스의 농도에 따라 검출선 (Test line; TL)의 진하기의 차이를 보여, 이 

키트를 활용한 다제 내성 바이러스의 정량 분석의 가능성도 확인하였다.  

 

연구책임자인 정주연 박사는 “이번 연구 성과는 기존 유전자 검사에 

의존한 항바이러스제 내성 바이러스 진단법과 비교하여 다제 내성 바이러스의 

감염 여부를 신속하고 간단하게 진단할 수 있는 기술로 다양한 검출 시스템에 

활용 가능하다”며, “개발된 항체는 다제 내성 바이러스 감염 치료를 위한 적절한 

약물 선정에 큰 기여를 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 다제 내성 바이러스 검출용 항체 결합능 측정 결과. (좌) SPR, (우) 

Competition ELISA 분석 그래프 > 

 

 

< 신규 항체가 도입된 금 나노 입자 용액을 이용한 다제 내성 바이러스의 비색 

분석 결과 > 

 

  



< (좌) 신규 항체를 적용한 래피드 키트의 다제 내성 (Multidrug- 

resistance)바이러스 검출 결과. (우) 항바이러스제 감수성/내성 바이러스 

(WT/Multi-drug resistance)의 혼합 조건에서도 신규 항체를 적용한다제 

내성 바이러스 검출 키트를 활용하여 고감도로 다제 내성 바이러스만 검출 

가능함을 확인. 다제 내성 바이러스 농도 증가함에 따라 테스트 라인 (TL)의 

선명도 증가함 > 

 

 

< 인플루엔자 양성 임상 검체 내에 다제 내성 바이러스를 접종하여 검출 여부 

실험 결과. 인플루엔자 양성 검체와 다제 내성 바이러스의 혼합 조건에서도 다제 

내성 바이러스의 존재 여부 확인이 가능함 > 

 



 

 

< 신규 항체가 도입된 금 나노 입자 용액을 이용한 다제 내성 바이러스의 비색 

분석 결과 > 

 

  



< (좌) 신규 항체를 적용한 래피드 키트의 다제 내성 (Multidrug- 

resistance)바이러스 검출 결과. (우) 항바이러스제 감수성/내성 바이러스 

(WT/Multi-drug resistance)의 혼합 조건에서도 신규 항체를 적용한다제 

내성 바이러스 검출 키트를 활용하여 고감도로 다제 내성 바이러스만 검출 

가능함을 확인. 다제 내성 바이러스 농도 증가함에 따라 테스트 라인 (TL)의 

선명도 증가함 > 

 

 

< 인플루엔자 양성 임상 검체 내에 다제 내성 바이러스를 접종하여 검출 여부 

실험 결과. 인플루엔자 양성 검체와 다제 내성 바이러스의 혼합 조건에서도 다제 

내성 바이러스의 존재 여부 확인이 가능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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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기간뉴스 통신사 연합뉴스

(대전=연합뉴스) 박주영 기자 = 국내 연구팀이 모든 약제에 내성을 갖는 인플루엔자 바이러스를

검출할 수 있는 키트를 개발했다.

한국생명공학연구원은 정주연·임은경·강태준 박사 연구팀이 다제 내성 인플루엔자 바이러스의

하나인 '1223R/H275Y' 돌연변이체 감염 여부를 진단할 수 있는 키트를 개발했다고 15일 밝혔다.

다제 내성 인플루엔자 바이러스는 인플루엔자 A-H1N1 바이러스(신종플루) 가운데 항바이러스

제인 오셀타미비르(타미플루)나 자나미비어(리렌자) 모두에 내성을 보이는 바이러스다.

 인쇄 닫기

항생제 내성 인플루엔자 바이러스도 찾아낸
다…진단키트 개발

2020-09-15 12:00송고시간

박주영 기자

생명연 "다제 내성 바이러스와 결합력 100배 높은 항체 발굴"

다제 내성 인플루엔자 바이러스 검출 결과

[한국생명공학연구원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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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23R/H275Y 돌연변이체는 인플루엔자 A-H1N1 바이러스 표면의 뉴라미니데이즈 단백질이 변

이를 일으킨 바이러스다.

뉴라미니데이즈는 증식된 바이러스가 밖으로 배출되도록 돕는 역할을 하는데, 타미플루나 리렌

자는 뉴라미니데이즈의 기능을 차단해 바이러스가 밖으로 나오는 것을 방해한다.

뉴라미니데이즈에 변이가 생기면 항생제의 억제 기능이 떨어져 내성이 생기게 된다.

하지만 뉴라미니데이즈의 표면 구조는 일반 인플루엔자 바이러스의 표면 구조와 비슷해 검출용

항체 개발에 어려움이 있었다.

연구팀은 변형된 뉴라미니데이즈에 특이적으로 결합하는 항체를 선별했다.

항원과의 결합력 측정 결과 해당 항체는 일반 바이러스보다 다제 내성 인플루엔자 바이러스에

대해 100배 높은 결합력을 갖는 것으로 나타났다.

연구팀은 개발한 항체를 종이 바이오 검출 장치에 적용, 다제 내성 인플루엔자 바이러스 진단키

트를 개발했다.

다제 내성 인플루엔자 바이러스 진단키트 살펴보는 한국생명공학연구원 연구팀

[한국생명공학연구원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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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단키트의 금 나노입자 위에서 항체가 뉴라미니데이즈 단백질과 결합하면서 응집 현상이 발생

하며, 이로 인한 나노입자의 색 변화를 통해 맨눈으로 바이러스 검출이 가능하다.

소량의 콧물을 이용해 20분 이내 신속하고 간편하게 다제 내성 인플루엔자 바이러스 감염 여부

를 확인할 수 있다.

바이러스 농도에 따라 검출 선의 진한 정도도 달라져 정량 분석도 가능하다.

이번 연구 결과는 국제 학술지 '네이처 커뮤니케이션즈'(Nature Communications) 지난 7월 9일

자에 실렸다.

jyoung@yna.co.kr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2020/09/15 12:00 송고

본 기사는 연합뉴스와의 계약없이 전문 또는 일부의 전재를 금합니다

Copyright (C) Yonhapnews. All rights reserv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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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 > 대전ㆍ충남

한국생명공학연구원 바이오나노연구센터 정주연·임은경·강태준 박사 연구팀이 다제 내성 인플루엔자 바이러스를 항체로 직

접 검출하는 신속 진단 키트를 개발했다.© 뉴스1

다제(타미플루, 리렌자) 내성 바이러스 표면에 높은 선택도로 결합하는 항체를

선별하고, 이를 면역진단 시스템에 적용해 다제 내성 바이러스를 특이적으로

검출할 수 있는 신속 진단 키트가 순수 국내 연구진에 의해 개발됐다.

해당 항체는 내성을 갖지 않는 바이러스 항원보다 다제 내성 바이러스 항원에

대해 약 100배 정도 높은 결합력을 가지고 있음이 확인됐다.

이 항체는 향후 다제 내성 바이러스 감염 여부를 진단할 수 있는 다양한 현장진

단 시스템에 활용될 것으로 기대된다.

생명硏 연구팀, 다제 내성 바이러스 신속 진단 키트 개
발

다양한 면역 진단 시스템에 활용 기대 

(대전=뉴스1) 심영석 기자 |  2020-09-15 12:11 송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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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생명공학연구원(이하 생명연)은 바이오나노연구센터 정주연·임은경·강태준

박사 연구팀이 이같은 연구성과를 거뒀다고 15일 밝혔다.

일반적으로 바이러스는 세포에 감염되면 세포내에서 증식과 조립과정을 거쳐

성숙한 바이러스가 주변의 다른 세포에게 감염되는 속성을 가지고 있다. 

그 과정에서 뉴라미니데이즈는 세포에서 가위역할을 해 증식된 바이러스를 잘

라내어 바이러스가 외부로 확산되도록 하는 역할을 수행한다.

기존의 타미플루, 리렌자는 뉴라미니디아제 효소의 기능을 차단해 증식된 바이

러스를 밖으로 배출하는 과정을 방해해 바이러스 증식을 억제하는 항바이러스

제이다. 

그러나 뉴라미니데이즈에 변이가 발생하면 기존의 타미플루, 리렌자가 뉴라미

니데이즈를 억제하는 기능이 떨어지게 된다. 

따라서 항바이러스제의 수요가 급증하는 대유행 시기에는 다제 내성 보균자를

신속하고 효과적으로 분류하는 기술 개발이 요구된다.

   

특히 항바이러스제 감수성 바이러스(항바이러스제에 치료 효과가 있는 인플루

엔자 바이러스)와 다제 내성 바이러스의 뉴라미니데이즈 표면 구조는 유사한

것으로 알려져 표적 단백질의 특정 구조를 인식하는 검출용 항체 개발에 많은

어려움이 있다.

연구팀은 이러한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 다제 내성 바이러스 표면의 변형된

뉴라미니데이즈에 특이적으로 결합하는 항체를 선별했다.

실제로 뉴라미니데이즈 항원에 대한 결합력 측정과 모델링 분석을 통해 이 항

체가 다제 내성 바이러스에 상대적으로 높은 결합력을 가진다는 사실을 확인했

다.

특히, 이 항체가 표면에 개질된 금 나노 입자와 타미플루 내성 바이러스 표면의

뉴라미니데이즈 단백질과 결합으로 인한 응집 현상이 발생해 금 나노 입자의

색 변화를 통한 육안 검출이 가능함을 확인했다. 

연구팀은 신규 개발한 항체를 종이기반 바이오 검출장치에 적용해 다제 내성

바이러스 신속 진단 키트를 개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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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량의 콧물을 이용해 20분 이내에 별도의 분석 장비 없이 신속하고 간편하게

다제 내성 바이러스 감염 여부를 확인하는데 성공한 것이다.

이 키트는 일반적인 인플루엔자 바이러스 진단키트, 임신테스트기처럼 편리하

게 사용 가능하다. 

특히, 다제 감수성·내성 바이러스 혼합된 조건에서도 내성 바이러스의 농도에

따라 검출선(Test line TL)의 진한 정도 차이를 보여 이 키트를 활용한 다제 내성

바이러스의 정량 분석의 가능성도 확인했다.

연구책임자인 정주연 박사는 “이번 연구 성과는 다제 내성 바이러스의 감염 여

부를 신속하고 간단하게 진단할 수 있는 기술로 다양한 검출 시스템에 활용 가

능하다”며 “개발된 항체는 다제 내성 바이러스 감염 치료를 위한 적절한 약물

선정에 큰 기여를 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한편, 이번 연구성과는 7월9일자 네이처 커뮤니케이션에 게재됐다.

<저작권자 © 뉴스1코리아,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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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핌 기사 프린트

'타미플루 내성 바이러스 검출'...생명공학연구원, 신
속진단키트 개발

기사입력 : 2020년09월15일 12:00
최종수정 : 2020년09월15일 12:00

[대전=뉴스핌] 김태진 기자 = 한국생명공학연구원은 바이오나노연구센터 정주연·임은경·

강태준 박사 연구팀이 다제(타미플루, 리렌자) 내성 바이러스를 특이적으로 검출할 수 있는

신속 진단 키트를 개발했다고 15일 밝혔다.

다제 내성 바이러스는 'A/H1N1형 인플루엔자 바이러스(신종 인플루엔자)' 중 항바이러스제

인 오셀타미비르(상품명: 타미플루), 자나미비어(상품명: 리렌자) 모두에 치료 효과가 없는

내성 바이러스를 말한다.

신규 항체가 도입된 금 나노 입자 용액을 이용한 다제 내성 바이러스의 비색 분석 결과[사진=한국생명공학연구
원]= 2020.09.14 memory4444444@newspim.com

기존의 타미플루, 리렌자는 뉴라미니디아제 효소의 기능을 차단해 증식된 바이러스를 밖으

로 배출하는 과정을 방해, 바이러스 증식을 억제하는 항바이러스제이다.

그러나 뉴라미니데이즈에 변이가 발생하면 기존의 타미플루, 리렌자가 뉴라미니데이즈를

억제하는 기능이 떨어진다. 때문에 항바이러스제의 수요가 급증하는 대유행 시기에는 다제

내성 보균자를 신속하고 효과적으로 분류하는 기술개발이 요구된다.

특히 항바이러스제 감수성 바이러스(항바이러스제에 치료 효과가 있는 인플루엔자 바이러

스)와 다제 내성 바이러스의 뉴라미니데이즈 표면 구조는 유사한 것으로 알려져 표적 단백

질의 특정 구조를 인식하는 검출용 항체 개발에 많은 어려움이 있다.

이에 연구팀은 다제 내성 바이러스 표면의 변형된 뉴라미니데이즈에 특이적으로 결합하는

항체를 선별하고 실제로 뉴라미니데이즈 항원에 대한 결합력 측정과 모델링 분석을 통해

이 항체가 다제 내성 바이러스에 상대적으로 높은 결합력을 가짐을 확인했다.

또 이 항체가 표면에 개질된 금 나노 입자와 타미플루 내성 바이러스 표면의 뉴라미니데이

즈 단백질과 결합으로 응집 현상이 발생해 금 나노 입자의 색 변화를 통한 육안 검출이 가

능함을 확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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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팀은 신규 개발한 항체를 종이기반 바이오 검출장치에 적용해 다제 내성 바이러스 신

속 진단키트를 개발했다.

소량의 체액(콧물)을 이용해 20분 이내에 별도의 분석 장비 없이 신속하고 간편하게 다제

내성 바이러스 감염 여부를 확인했다.

이 키트는 일반적인 인플루엔자 바이러스 진단키트, 임신테스트기처럼 편리하게 사용할 수

있다.

다제 감수성/내성 바이러스 혼합된 조건에서도 내성 바이러스의 농도에 따라 검출선(Test

line; TL)의 진하기의 차이를 보여 이를 활용한 다제 내성 바이러스의 정량 분석의 가능성도

확인했다.

한국생명공학연구원 정주연 박사[사진=
생명연] = 2020.09.14
memory4444444@newspim.com

정주연 박사는 "이번 연구 성과는 기존 유전자 검사에 의존한 항바이러스제 내성 바이러스

진단법과 비교해 다제 내성 바이러스의 감염 여부를 신속·간단하게 진단할 수 있는 기술로

다양한 검출 시스템에 활용 가능하다"며, "개발된 항체는 다제 내성 바이러스 감염 치료를

위한 적절한 약물 선정에 큰 기여를 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이번 연구는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추진하는 글로벌프론티어사업 바이오나노헬스가드연

구, 신진·중견연구자 지원사업, 바이오·의료기술개발사업의 지원으로 수행됐다.

이번 연구 성과는 네이처 커뮤니케이션(Nature Communications)에 지난 7월 9일 게재됐

다.

memory4444444@newspim.com

ⓒ 뉴스핌 & Newspim.com,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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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제 내성 인플루엔자 바이러스, 항체로 직접 검출
발행일 : 2020.09.15

생명硏, 신속 진단키트 개발…체액으로 20분 내 검출 성공

<인플루엔자 양성 임상 검체 내에 다제 내성 바이러스를 접종하여 검출 여부 실험 결과. 인플루엔자
양성 검체와 다제 내성 바이러스의 혼합 조건에서도 다제 내성 바이러스의 존재 여부 확인이 가능하

다.>

우리 연구진이 다제 내성 바이러스를 특이적으로 검출하는 신속 진단키트를 개발했다. 다제 내성 바이러스

항원에 약 100배 정도 높은 결합력을 가진 것이 확인됐다.

한국생명공학연구원(원장 김장성)은 정주연, 임은경, 강태준 바이오나노연구센터 박사팀이 이 같은 연구성과

를 냈다고 15일 밝혔다.

다제 내성 바이러스는 'A/H1N1형 인플루엔자 바이러스(신종 인플루엔자)' 가운데 항바이러스제인 오셀타미

비르(타미플루), 자나미비어(리렌자) 모두에 치료 효과가 없는 내성 바이러스를 뜻한다.

바이러스 표면 단백질인 뉴라미니데이즈의 아미노산 두 개가 변이된 돌연변이가 대표적이다. 바이러스는 보

통 세포 감염 후 증식과 조립과정을 거쳐, 주변 다른 세포에게 감염되는 과정을 가진다. 이 과정에서 뉴라미

니데이즈는 증식된 바이러스를 잘라내 외부로 확산시키는 역할을 한다.

타미플루, 리렌자는 뉴라미니디아제 효소 기능을 차단, 바이러스 배출을 방해한다. 그러나 뉴라미니데이즈에

변이가 발생하면 기능이 떨어진다.

연구팀은 다제 내성 바이러스 표면 변형된 뉴라미니데이즈에 특이 결합하는 항체를 선별, 결합력 측정과 모

델링 분석을 통해 결합력을 확인했다.

이 항체 표면에 개질한 금 나노 입자와 타미플루 내성 바이러스 표면 뉴라미니데이즈 단백질이 결합해 응집

하는 것을 육안으로 확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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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팀은 이 기술을 종이 기반 바이오 검출 장치에 적용, 다제 내성 바이러스 신속 진단키트를 개발했다. 소

량의 체액(콧물)을 이용해 20분 내 별도 분석 장비 없이 신속하고 간편하게 다제 내성 바이러스 감염 여부를

확인하는 데 성공했다.

정주연 박사는 “다제 내성 바이러스 감염 치료를 위한 적절한 약물 선정에 큰 기여를 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대전=김영준기자 kyj85@et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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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제 내성 바이러스 감염 확인하는 `신속 진단키트  ̀나와

이준기 기자 bongchu@dt.co.kr | 입력: 2020-09-15 14:47 | 수정: 2020-09-15 14:58

생명연, 타미플루 등 내성 바이러스 검출

콧물 이용해 20분 이내 감염여부 확인 가능

국내 연구진이 모든 약제에 내성을 갖는 바이러스 감염 여부를 신속하고 정확하게 진단할 수 있는 기술을 개발

했다. 

한국생명공학연구원은 정주연·임은경·강태준 박사 연구팀이 다제 내성 인플루엔자 바이러스를 특이적으로 검출

할 수 있는 '신속 진단키트'를 개발했다고 15일 밝혔다.

다제 내성 인플루엔자 바이러스는 A/H1N1형 인플루엔자 바이러스 중 항바이러스제인 오셀타미비르(타미플루)

나 자나미비어(리렌자) 모두에 내성을 갖는 바이러스다. 대표적인 다제 내성 바이러스 중 하나인

'I223R/H275Y형' 돌연변이체는 바이러스 표면에 있는 단백질(뉴라미니데이즈)의 아미노산 두 개가 변이를 일

으킨 바이러스다. 

뉴라미니데이즈는 증식된 바이러스가 밖으로 배출되도록 돕는 일종의 '가위' 역할을 하는 단백질로, 타미플루

나 리렌자는 뉴라미니데이즈 기능을 차단해 바이러스가 밖으로 나오는 것을 방해해 바이러스 증식을 억제한다.

하지만, 뉴라미니데이즈에 변이가 생기면 항바이러스제의 억제 기능이 떨어져 내성이 생긴다. 

연구팀은 다제 내성 바이러스 표면의 변형된 뉴라미니데이즈에 특이적으로 결합하는 항체를 선별했다. 이 항체

는 다제 내성 바이러스에 100배 높은 결합력을 가진다. 

이를 기반으로 연구팀은 항체 표면의 금 나노입자와 타미플루 내성 바이러스 표면의 뉴라미니데이즈 단백질과

결합하면서 응집 현상이 발생해 금 나노입자의 색 변화를 육안으로 바이러스 검출이 가능하다는 것을 확인했

다. 

연구팀은 개발한 항체를 종이 기반 바이오 검출장치에 적용해 '다제 내성 바이러스 신속진단 키트'를 개발했다.

이 키트는 소량의 체액(콧물)을 이용해 20분 이내 별도 분석 장비 없이 신속하고 간편하게 다제 내성 바이러스

감염 여부를 확인할 수 있다.

또한 바이러스 농도에 따라 검출 선의 진한 정도도 달라져 정량 분석이 가능해 임신 테스트기처럼 편리하게 사

용할 수 있다.

정주연 생명연 박사는 "다제 내성 바이러스 감염 여부를 신속하고 간단하게 진단할 수 있는 기술로, 다양한 검

출 시스템에 활용할 수 있다"고 말했다.

이 연구결과는 국제 학술지 '네이처 커뮤니케이션(7월 9일자)'에 실렸다.이준기기자 bongchu@d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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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명연 연구팀은 다제 내성 바이러스 표면에 높은 결합력을 지닌 항체를 이용해 20분 이내 감염 여부

를 신속하고 간편하게 진단할 수 있는 키트를 개발했다. 생명연 제공

[저작권자 ⓒ디지털타임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Copyright ⓒ DigitalTimes All Rights Reserv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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트윈데믹 우려 속 타미플루도 안듣는 독감바이러스 빠르게
찾는다
입력 : 2020-09-15 12:00 ㅣ 수정 : 2020-09-15 12:00

▲ 타미플루도 안 듣는 내성 독감바이러스 잡아내는 기술 개발
국내 연구진이 타미플루 같은 항바이러스제도 효과가 없는 내성 독감바이러스를 빠르게 찾
아내는 기술을 개발했다.미국 오하이오주립대 의대 제공

아침, 저녁 선선한 날씨가 시작되면서 방역당국의 남모를 걱정도 커지고 있다. 다름 아닌 코로나19와
계절성 독감이 동시에 유행하는 ‘트윈데믹’(twindemic)의 가능성 때문이다. 지난 주부터는 노약자들
을 대상으로 무료 계절성 독감 예방접종이 시작됐다. 타미플루 같은 독감 치료제가 있기는 하지만 많
은 전문가들이 트윈데믹 가능성에 대한 우려를 표하면서 올해는 모든 사람이 독감 예방접종을 받아
야한다고 조언하고 있다.

문제는 최근 타미플루 같은 치료제가 듣지 않는 다제성 내성 독감 바이러스까지 발견되고 있는 상황
이다. 다제성 내성 독감 바이러스에 걸렸을 때는 바이러스의 특성을 빨리 파악하는 것이 중요하다.
국내 연구진이 다제 내성 바이러스를 빠르게 찾아내는 기술을 개발해 주목받고 있다.

한국생명공학연구원 바이오나노연구센터 연구팀은 타미플루, 리렌자 같은 항바이러스제로도 치료되
지 않는 약물 내성 바이러스와 빠르게 결합하는 항체를 찾고 이를 활용해 다제 내성 바이러스를 빠르
게 검출할 수 있는 신속진단키트를 개발했다고 15일 밝혔다. 이번 연구결과는 기초과학 및 공학 분야
국제학술지 ‘네이처 커뮤니케이션즈’에 실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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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계보건기구(WHO)에 따르면 항바이러스제 사용이 많아지면서 다제 내성 바이러스가 나타나고 있
다. 특히 바이러스 표면에 있는 단백질의 아미노산 2개가 변이된 돌연변이 다제 내성 바이러스가 대
표적이다.

타미플루나 리렌자는 독감 바이러스의 효소 기능을 차단해 바이러스 증식을 억제해 치료하는 형태이
다. 그런데 독감 바이러스에 뉴라미니데이즈라는 효소에 변이가 발생하면 바이러스 증식을 억제할
수 없어 약효가 떨어지게 되는 것이다. 이 때문에 독감이 유행할 때는 독감에 걸린 환자 중 다제 내성
바이러스 보균자를 신속하게 분류해 적절한 약물로 치료를 하는 것이 필요하다.

▲ 트윈데믹 우려 속 다제내성 독감바이러스까지
가을이 시작되면서 코로나19와 독감이 동시 유행하는 트윈데믹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있다.
이 때문에 올해는 독감예방접종이 필수적이다. 그런데 타미플루 같은 독감치료제도 통하지
않는 다제내성 바이러스가 발견되고 있어 대응이 필요하다.미국 국립보건원(NIH) 제공

연구팀은 다제 내성 바이러스 표면에 변형된 뉴라미니데이즈와 특이적으로 결합하는 항체를 선별했
다. 연구팀은 금 나노입자 표면에 발견한 특이항체를 결합시키고 다제 내성 바이러스와 만나면 금나
노입자 색이 변해 육안으로 확인할 수 있는 종이기반 신속진단키트를 개발했다. 이번 신속진단키트
는 일반적인 독감 바이러스 진단키트나 임신테스트기처럼 소량의 콧물을 키트에 묻히면 별도의 분석
장비 없이 20분 이내에 다제 내성 바이러스 감염여부를 확인할 수 있다.

이번에 찾아낸 항체는 다제 내성 바이러스 항원과 100배 이상 높은 결합력을 갖고 있어 다제 내성 바
이러스를 치료할 수 있는 적절한 약물을 빠르게 찾을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연구를 주도한 정주연 생명연구원 박사는 “이번 연구결과는 기존 유전자 검사에 의존한 항바이러스
제 내성 바이러스 진단법보다 다제 내성 바이러스 감염을 신속하고 간단하게 진단할 수 있게 해 다양
한 검출 시스템에도 활용이 가능하다”라고 말했다.

유용하 기자 edmondy@seoul.co.kr

Copyright ⓒ 서울신문사 All rights reserv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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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생제 내성 인플루엔자 바이러스도 찾아낸다…진단키트 개항생제 내성 인플루엔자 바이러스도 찾아낸다…진단키트 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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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 연구팀이 모든 약제에 내성을 갖는 인플루엔자 바이러스를 검출할 수 있는 키트를 개발했다.국내 연구팀이 모든 약제에 내성을 갖는 인플루엔자 바이러스를 검출할 수 있는 키트를 개발했다.

한국생명공학연구원(KIST)은 정주연·임은경·강태준 박사 연구팀이 다제 내성 인플루엔자 바이러스한국생명공학연구원(KIST)은 정주연·임은경·강태준 박사 연구팀이 다제 내성 인플루엔자 바이러스

의 하나인 '1223R/H275Y' 돌연변이체 감염 여부를 진단할 수 있는 키트를 개발했다고 15일 밝혔다.의 하나인 '1223R/H275Y' 돌연변이체 감염 여부를 진단할 수 있는 키트를 개발했다고 15일 밝혔다.

다제 내성 인플루엔자 바이러스는 인플루엔자 A-H1N1 바이러스(신종플루) 가운데 항바이러스제인다제 내성 인플루엔자 바이러스는 인플루엔자 A-H1N1 바이러스(신종플루) 가운데 항바이러스제인

오셀타미비르(타미플루)나 자나미비어(리렌자) 모두에 내성을 보이는 바이러스다.오셀타미비르(타미플루)나 자나미비어(리렌자) 모두에 내성을 보이는 바이러스다.

1223R/H275Y 돌연변이체는 인플루엔자 A-H1N1 바이러스 표면의 뉴라미니데이즈 단백질이 변이1223R/H275Y 돌연변이체는 인플루엔자 A-H1N1 바이러스 표면의 뉴라미니데이즈 단백질이 변이

를 일으킨 바이러스다.를 일으킨 바이러스다.

뉴라미니데이즈는 증식된 바이러스가 밖으로 배출되도록 돕는 역할을 하는데, 타미플루나 리렌자뉴라미니데이즈는 증식된 바이러스가 밖으로 배출되도록 돕는 역할을 하는데, 타미플루나 리렌자

는 뉴라미니데이즈의 기능을 차단해 바이러스가 밖으로 나오는 것을 방해한다.는 뉴라미니데이즈의 기능을 차단해 바이러스가 밖으로 나오는 것을 방해한다.

뉴라미니데이즈에 변이가 생기면 항생제의 억제 기능이 떨어져 내성이 생기게 된다.뉴라미니데이즈에 변이가 생기면 항생제의 억제 기능이 떨어져 내성이 생기게 된다.

하지만 뉴라미니데이즈의 표면 구조는 일반 인플루엔자 바이러스의 표면 구조와 비슷해 검출용 항하지만 뉴라미니데이즈의 표면 구조는 일반 인플루엔자 바이러스의 표면 구조와 비슷해 검출용 항

체 개발에 어려움이 있었다.체 개발에 어려움이 있었다.

한국생명공학연구원 정주연·임은경·강태준 박사 연구팀. 생명연 제공한국생명공학연구원 정주연·임은경·강태준 박사 연구팀. 생명연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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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팀은 변형된 뉴라미니데이즈에 특이적으로 결합하는 항체를 선별했다.연구팀은 변형된 뉴라미니데이즈에 특이적으로 결합하는 항체를 선별했다.

항원과의 결합력 측정 결과 해당 항체는 일반 바이러스보다 다제 내성 인플루엔자 바이러스에 대해항원과의 결합력 측정 결과 해당 항체는 일반 바이러스보다 다제 내성 인플루엔자 바이러스에 대해

100배 높은 결합력을 갖는 것으로 나타났다.100배 높은 결합력을 갖는 것으로 나타났다.

연구팀은 개발한 항체를 종이 바이오 검출 장치에 적용, 다제 내성 인플루엔자 바이러스 진단키트연구팀은 개발한 항체를 종이 바이오 검출 장치에 적용, 다제 내성 인플루엔자 바이러스 진단키트

를 개발했다.를 개발했다.

진단키트의 금 나노입자 위에서 항체가 뉴라미니데이즈 단백질과 결합하면서 응집 현상이 발생하진단키트의 금 나노입자 위에서 항체가 뉴라미니데이즈 단백질과 결합하면서 응집 현상이 발생하

며, 이로 인한 나노입자의 색 변화를 통해 맨눈으로 바이러스 검출이 가능하다.며, 이로 인한 나노입자의 색 변화를 통해 맨눈으로 바이러스 검출이 가능하다.

소량의 콧물을 이용해 20분 이내 신속하고 간편하게 다제 내성 인플루엔자 바이러스 감염 여부를소량의 콧물을 이용해 20분 이내 신속하고 간편하게 다제 내성 인플루엔자 바이러스 감염 여부를

확인할 수 있다.확인할 수 있다.

바이러스 농도에 따라 검출 선의 진한 정도도 달라져 정량 분석도 가능하다.바이러스 농도에 따라 검출 선의 진한 정도도 달라져 정량 분석도 가능하다.

이번 연구 결과는 국제 학술지 '네이처 커뮤니케이션즈'(Nature Communications) 지난 7월 9일 자에이번 연구 결과는 국제 학술지 '네이처 커뮤니케이션즈'(Nature Communications) 지난 7월 9일 자에

실렸다.실렸다.

송현수 기자 songh@busan.com송현수 기자 songh@busan.com

신규 항체가 도입된 금 나노 입자 용액을 이용한 다제 내성 바이러스의 비색 분석 결과. 생명신규 항체가 도입된 금 나노 입자 용액을 이용한 다제 내성 바이러스의 비색 분석 결과. 생명
연 제공연 제공

(좌)신규 항체를 적용한 래피드 키트의 다제 내성(Multidrug- resistance) 바이러스 검출 결과.(좌)신규 항체를 적용한 래피드 키트의 다제 내성(Multidrug- resistance) 바이러스 검출 결과.
(우)항바이러스제 감수성/내성 바이러스 (WT/Multi-drug resistance)의 혼합 조건에서도 신규(우)항바이러스제 감수성/내성 바이러스 (WT/Multi-drug resistance)의 혼합 조건에서도 신규
항체를 적용한 다제 내성 바이러스 검출 키트를 활용하여 고감도로 다제 내성 바이러스만항체를 적용한 다제 내성 바이러스 검출 키트를 활용하여 고감도로 다제 내성 바이러스만
검출 가능함을 확인. 다제 내성 바이러스 농도 증가함에 따라 테스트 라인 (TL)의 선명도 증검출 가능함을 확인. 다제 내성 바이러스 농도 증가함에 따라 테스트 라인 (TL)의 선명도 증
가함. 생명연 제공가함. 생명연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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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명연, 다제 내성 바이러스 진단키트 개발

국내연구진이 다제(타미플루·리렌자) 내성 바이러스 신속 진단키트를 개발했다.

인플루엔자 양성 임상 검체 내 다제 내성 바이러스 접종 검출 여부 실험 결과. 인플루엔자 양성 검체와 다제 내

성 바이러스의 혼합 조건에서도 다제 내성 바이러스의 존재 여부 확인이 가능하다.

한국생명공학연구원은 15일 바이오나노연구센터 정주연·임은경·강태준 박사 연구팀이 다

제 내성 바이러스 표면에 높은 선택도로 결합하는 항체를 선별하고 면역진단 시스템에

적용해 특이적으로 검출할 수 있는 진단키트를 개발했다고 밝혔다.

그동안 항바이러스제 감수성 바이러스와 다제 내성 바이러스의 뉴라미니데이즈 표면 구

조는 유사한 것으로 알려져 표적 단백질의 특정 구조를 인식하는 검출용 항체 개발에 많

은 어려움이 있다.

이에 연구팀은 다제 내성 바이러스 표면의 변형된 뉴라미니데이즈에 특이적으로 결합하

는 항체를 선별해 뉴라미니데이즈 항원에 대한 결합력 측정과 모델링 분석을 통해 이 항

체가 다제 내성 바이러스에 상대적으로 높은 결합력을 가짐을 확인했다.

http://www.ccnnews.co.kr/
http://www.ccnnews.co.kr/news/articleList.html?sc_section_code=S1N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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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성현 기자

이렇게 개발한 항체를 종이기반 바이오 검출장치에 적용해 진단키트를 개발했으며 소량

의 체액으로 20분 이내에 감염 여부를 확인하는 데 성공했다.

정주연 박사는 “이번 연구 성과는 기존 유전자 검사에 의존한 항바이러스제 내성 바이러

스 진단법과 비교하여 다제 내성 바이러스의 감염 여부를 신속하고 간단하게 진단할 수

있는 기술로 다양한 검출 시스템에 활용 가능하다”며, “개발된 항체는 다제 내성 바이러스

감염 치료를 위한 적절한 약물 선정에 큰 기여를 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한편 이번 연구는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추진하는 글로벌프론티어사업 바이오나노헬스

가드연구, 신진·중견연구자 지원사업, 바이오·의료기술개발사업의 지원으로 수행됐으며

네이처 커뮤니케이션(Nature Communications)에 게재됐다.

저작권자 © 충청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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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명연, ‘다제 내성 바이러스’에 강하게 결합하는 항체 선별

다제 내성 인플루엔자 바이러스 진단키트./한국생명공학연구원 제공

국내 연구진이 인플루엔자(독감) 바이러스 중 약물에 내성을 가진 바이러스의 감염을 구분해 진단할 수

있는 키트를 개발했다.

정주연·임은경·강태준 한국생명공학연구원 박사 연구팀은 ‘다제 내성 독감 바이러스’에만 강하게 결합하

는 항체를 활용해 진단키트를 개발했다고 15일 밝혔다. 연구성과는 네이처 커뮤니케이션스에 지난 7월

게재됐다.

다제 내성 독감 바이러스는 항바이러스제인 오셀타미비르(타미플루)와 자나미비어(리렌자) 모두 효과를

보이지 않는 바이러스다. 이 바이러스에 감염된 환자는 일반 독감 환자와 달리 타미플루와 리렌자 등의

치료제가 듣지 않아 다른 의료 조치가 요구된다.

연구팀은 일반 바이러스와 구분이 어려웠던 내성 바이러스를 구분해 환자와 의료진이 이같은 감염을 미

리 진단하고 대비할 수 있도록 했다. 약물 내성을 야기하는 ‘뉴라미니디아제’라는 효소에 특이적으로 결

합하는 항체를 선별해 진단에 활용할 수 있음을 확인했다. 해당 항체는 일반 바이러스보다 뉴라미니디아

제를 가진 내성 바이러스에 100배 잘 결합한다.

연구팀은 실제 진단키트 시제품을 만들어 20분 이내에 신속하고 간편하게 내성 바이러스 감염 여부를 진

https://nsearch.chosun.com/search/total.search?writer=%EA%B9%80%EC%9C%A4%EC%88%98%20%EA%B8%B0%EC%9E%90&biz_search=writtersinarticle
https://biz.chosun.com/svc/list_in/list.html?catid=8
https://biz.chosun.com/svc/list_in/list.html?catid=8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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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하는 데 성공했다.

정 박사는 "항바이러스제의 오남용을 막는 데 기여할

것"이라고 기대했다.

AD

AD

[추천]주식 꼭 해야 한다면, '이 규칙'만 지키자. 月3천만원 수익 나온다.

"관절" 연골재생 90% 이것, 병원 안가도 돼..40~60세"관절통증" 新개발에..의학계 발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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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명硏, ‘타미플루’ 안통하는 인플루엔자 진단 기술
개발
2020.09.15 18:11

국내 연구진이 타미플루와 같은 항바이러스제에 내성이 생긴 인플루엔자 바이러스를 항체를

통해 직접 선별하는 신속 진단 키트를 개발했다. 다제 내성 인플루엔자 바이러스의 면역 진단

시스템에 활용될 것으로 기대된다.

 

한국생명공학연구원은 정주연·임은경·강태준 바이오나노연구센터 연구팀이 다제 내성 바이러

스 표면에 높은 선택도로 결합하는 항체를 선별하고 다제 내성 바이러스를 특이적으로 검출할

수 있는 신속 진단 키트를 개발했다고 15일 밝혔다. 

 

다제 내성 바이러스란 신종 인플루엔자 중 항바이러스제인 타미플루나 리렌자 모두에 치료 효

과가 없는 내성 바이러스를 말한다. 연구진이 개발한 기술은 다제 내성 바이러스 감염 여부를

한국생명공학연구원 바이오나노연구센터 연구진들이 연구에 몰두하고 있다. 생명연 제공.



2020. 10. 3. 동아사이언스

dongascience.donga.com/print.php?idx=39813 2/2

Copyright © Dongascience. All rights reserved.

확인할 수 있는 다양한 현장진단 시스템에 활용될 것으로 기대된다. 

 

세계보건기구(WHO)에 따르면 최근 항바이러스제의 광범위한 사용으로 다제 내성을 보이는 바

이러스가 종종 출현하고 있다. 대표적인 다제 내성 바이러스는 바이러스 표면에 있는 단백질

(뉴라미니데이즈)의 아미노산 2개가 변이된 돌연변이다. 뉴라미니데이즈는 증식된 바이러스를

잘라내 바이러스가 외부로 확산되도록 한다. 

 

기존 타미플루와 리렌자는 증식된 바이러스를 밖으로 배출하는 과정을 방해해 바이러스 증식

을 억제하는 항바이러스제다. 그러나 뉴라미니데이즈에 변이가 발생하면 이 기능이 떨어지게

된다. 

 

연구팀은 다제 내성 바이러스 표면의 변형된 뉴라미니데이즈에 특이적으로 결합하는 항체를

선별하는 데 성공했다. 실제로 뉴라미니데이즈 항원에 대한 결합력 측정과 모델링 분석을 통해

이 항체가 다제 내성 바이러스에 상대적으로 높은 결합력을 갖는다는 사실을 확인했다. 

 

연구팀은 신규 개발한 항체를 종이 기반 바이오 검출장치에 적용해 다제 내성 바이러스 신속

진단 키트를 개발했다. 소량의 콧물을 이용해 20분 내에 별도 분석 장비 없이 신속하게 다제 내

성 바이러스 감염 여부를 확인하는 데도 성공했다. 

 

정주연 책임연구원은 “이번 연구는 다제 내성 바이러스의 감염 여부를 신속하게 간단하게 진단

할 수 있는 기술”이라며 “개발된 항체는 다제 내성 바이러스 감염 치료를 위한 적절한 약물 선

정에 큰 기여를 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김민수 기자 reborn@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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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 연구팀이 모든 약제에 내성을 갖는 인플루엔자 바이러스를 검출할 수 있는 키트를 개발했다.

한국생명공학연구원은 정주연·임은경·강태준 박사 연구팀이 다제 내성 인플루엔자 바이러스의 하나인 ‘1223R/H275Y’

돌연변이체 감염 여부를 진단할 수 있는 키트를 개발했다고 15일 밝혔다.

다제 내성 인플루엔자 바이러스는 인플루엔자 A-H1N1 바이러스(신종플루) 가운데 항바이러스제인 오셀타미비르(타미플루)

나 자나미비어(리렌자) 모두에 내성을 보이는 바이러스다.

1223R/H275Y 돌연변이체는 인플루엔자 A-H1N1 바이러스 표면의 뉴라미니데이즈 단백질이 변이를 일으킨 바이러스다.

뉴라미니데이즈는 증식된 바이러스가 밖으로 배출되도록 돕는 역할을 하는데, 타미플루나 리렌자는 뉴라미니데이즈의 기능을

차단해 바이러스가 밖으로 나오는 것을 방해한다.

뉴라미니데이즈에 변이가 생기면 항생제의 억제 기능이 떨어져 내성이 생기게 된다.

하지만 뉴라미니데이즈의 표면 구조는 일반 인플루엔자 바이러스의 표면 구조와 비슷해 검출용 항체 개발에 어려움이 있었다.

연구팀은 변형된 뉴라미니데이즈에 특이적으로 결합하는 항체를 선별했다.

항원과의 결합력 측정 결과 해당 항체는 일반 바이러스보다 다제 내성 인플루엔자 바이러스에 대해 100배 높은 결합력을 갖는

것으로 나타났다.

연구팀은 개발한 항체를 종이 바이오 검출 장치에 적용, 다제 내성 인플루엔자 바이러스 진단키트를 개발했다.

진단키트의 금 나노입자 위에서 항체가 뉴라미니데이즈 단백질과 결합하면서 응집 현상이 발생하며, 이로 인한 나노입자의 색

변화를 통해 맨눈으로 바이러스 검출이 가능하다.

소량의 콧물을 이용해 20분 이내 신속하고 간편하게 다제 내성 인플루엔자 바이러스 감염 여부를 확인할 수 있다.

바이러스 농도에 따라 검출 선의 진한 정도도 달라져 정량 분석도 가능하다.

이번 연구 결과는 국제 학술지 ‘네이처 커뮤니케이션즈'(Nature Communications) 지난 7월 9일 자에 실렸다.

과학기술

전체 기초·응용과학 보건ㆍ의학 항공ㆍ우주 자연·환경·에너지 신소재ㆍ신기술 ICT·로봇

코로나19

2020.09.16 07:07 연합뉴스

항생제 내성 인플루엔자 바이러스도 찾아낸다…진단키트 개발

생명연 "다제 내성 바이러스와 결합력 100배 높은 항체 발굴"

가 가

https://www.sciencetimes.co.kr/category/sci-tech/
https://www.sciencetimes.co.kr/category/sci-tech/science/
https://www.sciencetimes.co.kr/category/sci-tech/medicine/
https://www.sciencetimes.co.kr/category/sci-tech/space/
https://www.sciencetimes.co.kr/category/sci-tech/nature/
https://www.sciencetimes.co.kr/category/sci-tech/new-tech/
https://www.sciencetimes.co.kr/category/sci-tech/ict/
https://www.sciencetimes.co.kr/category/sci-tech/covid-19/
https://www.sciencetimes.co.kr/reporter-news/?reporter=%EC%97%B0%ED%95%A9%EB%89%B4%EC%8A%A4
javascript:;
javascript:window.print();
https://www.sciencetimes.co.kr/


2020. 10. 3. 항생제 내성 인플루엔자 바이러스도 찾아낸다…진단키트 개발 – Sciencetimes

https://www.sciencetimes.co.kr/news/항생제-내성-인플루엔자-바이러스도-찾아낸다진/ 2/2

연합뉴스

저작권자 2020.09.16  ⓒ ScienceTimes

로그인후 이용 가능합니다.

뉴스레터 구독신청

태그(Tag)

전체 댓글 (0)

사이언스타임즈는 과학기술진흥기금 및 복권기금의 지원으로 운영제작하고 있습니다.

06097 서울특별시 강남구 선릉로 602, 5~13층(삼성동) 한국과학창의재단

TEL (02) 555 - 0701 / FAX (02) 555 - 2355

정기간행물 등록번호 : 서울아00340 / 발행인 : 조향숙 / 편집인 : 허준영 / 청소년보호책임자 : 허준영

한국과학창의재단에서 운영하는 모든 사이트의 콘텐츠는 저작권의 보호를 받는바 무단전재,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

COPYRIGHT 2011 KOFAC. ALL RIGHTS RESERVED

관련기관

기관소개 저작권안내 운영자에게

개인정보처리방침 찾아오시는 길

https://www.sciencetimes.co.kr/reporter-news/?reporter=%EC%97%B0%ED%95%A9%EB%89%B4%EC%8A%A4
javascript:sso_login('L', '', '');
https://www.facebook.com/kofacofficial
https://www.instagram.com/kofac
https://blog.naver.com/scienceall1
https://www.youtube.com/user/KOFACs
tel:02-555-0701
https://www.sciencetimes.co.kr/%EA%B8%B0%EA%B4%80%EC%86%8C%EA%B0%9C/
https://www.sciencetimes.co.kr/%EC%A0%80%EC%9E%91%EA%B6%8C-%EC%95%88%EB%82%B4/
https://www.sciencetimes.co.kr/%ec%9a%b4%ec%98%81%ec%9e%90%ec%97%90%ea%b2%8c/
https://www.sciencetimes.co.kr/%ea%b0%9c%ec%9d%b8%ec%a0%95%eb%b3%b4-%ec%b7%a8%ea%b8%89%eb%b0%a9%ec%b9%a8/
https://www.sciencetimes.co.kr/%EC%B0%BE%EC%95%84%EC%98%A4%EC%8B%9C%EB%8A%94-%EA%B8%B8/


/

 �신용수�기자 |  �승인�2020.09.16�06:00

HOME�  �제약·바이오�  �학술

약�안�듣는�독감�바이러스,�항체로�미리�찾아낸다

사진.�게티이미지

국내�연구팀이�항바이러스제�타미플루와�리렌자에�모두�내성을�가진�다제내성�바이러스를�신속

하게�확인할�수�있는�진단키트를�개발했다.�코로나19와�독감이�동시에�유행하는�‘트윈데믹’�우려

가�커지는�가운데,�코로나19�고위험군인�독감�환자�중�항바이러스제로�치료가�어려운�환자를�우

선적으로�확인할�발판을�마련한�연구로�풀이된다.

정주연�한국생명공학연구원�바이오나노연구센터�책임연구원이�이끄는�연구팀은�항체를�이용해

다제내성�인플루엔자�바이러스에�특이적으로�결합할�수�있는�신속진단키트를�개발했다고�국제

학술지�‘네이처�커뮤니케이션스(Nature�Communications)’�7월�9일자에�발표했다.

다제내성�바이러스란�복수의�항바이러스제에�동시에�내성을�보이는�바이러스를�말한다.�인플루

엔자�바이러스의�경우�일반적으로�A/H1N1형�인플루엔자�바이러스(신종플루)�중�타미플루(성분

명�오셀타미비르)와�리렌자(성분명�자나미비어)�모두�약효가�듣지�않는�바이러스를�다제내성�바

생명연,�항체�이용한�타미플루·리렌자�내성�바이러스�신속진단키트�개발

다제내성�바이러스에�일반�바이러스�대비�100배�결합력�확인

http://www.pharmnews.com/
http://www.pharmnews.com/news/articleList.html?sc_section_code=S1N39
http://www.pharmnews.com/news/articleList.html?sc_sub_section_code=S2N1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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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러스로�간주한다.

연구팀은�다제�내성�바이러스의�표면적�특성에�주목했다.�다제�내성�바이러스는�일반�인플루엔

자�바이러스와�달리�바이러스�표면에�있는�단백질인�뉴라미니데이즈(neuraminidase)의�아미노

산에�돌연변이가�있다.�뉴라미니데이즈는�숙주�세포�내에서�증식한�바이러스가�세포막을�뚫고

나갈�수�있도록�‘가위’�역할을�하는�효소로,�바이러스�확산의�핵심�역할을�맡고�있다.

항바이러스제인�타미플루와�리렌자는�모두�뉴라미니데이즈의�기능을�차단해�바이러스�확산을

억제한다.�하지만�다제내성�바이러스�경우�뉴라미니데이즈에�돌연변이가�발생하면서�타미플루

와�리렌자가�뉴라미니데이즈에�효과적으로�작용하지�못한다.

문제는�다제내성�바이러스와�일반�바이러스의�뉴라미니데이즈�표면�구조를�구분하기가�쉽지�않

다는�점이었다.�아미노산이�2개밖에�차이�나지�않아�구조가�유사한�까닭이다.

연구팀은�돌연변이�뉴라미니데이즈에�특이적으로�결합하는�항체를�선별해�이�문제를�해결했다.

연구팀은�뉴라미니데이즈�항원에�대한�결합력�측정�및�모델링�분석을�통해�해당�항체가�다제�내

성�바이러스에�일반�바이러스보다�100배�강한�결합력을�보인다는�사실을�확인했다.

연구팀은�한발�더�나아가�해당�기술을�실전에서�활용할�수�있는�진단키트를�개발하는�데도�성공

했다.

진단키트는�금�나노입자에�신규�개발한�항체를�도포하는�형식으로�개질해�제작했다.�금�나노입

자�표면의�항체와�다제내성�바이러스�표면의�뉴라미니데이즈가�결합하면서�금�나노입자와�바이

러스가�엉겨�붙는�응집�현상을�이용한�것이다.

연구팀이�개발한�진단키트는�별다른�장비�없이�육안으로도�다제내성�바이러스�감염�여부를�확인

할�수�있다.�원리는�일반적인�인플루엔자�바이러스�진단키트나�임신테스트기와�같다.�검체를�진

단키트에�넣고�10~20분�뒤�검출선�형성�여부를�확인해�1줄(대조선)만�생기면�비감염,�2줄(대조

선�및�검출선)이�생기면�감염이다.

또�다제내성�바이러스의�농도에�따라�검출선의�진하기도�차이를�보여,�다제내성�바이러스와�일

반�바이러스가�혼합된�조건에서�다제내성�바이러스의�농도도�확인할�수�있다.

연구팀은�신규�개발한�진단키트가�다제내성�바이러스�환자를�효과적으로�선별해,�항바이러스제

의�오·남용을�막고,�환자의�빠른�치료를�돕는데�이바지할�것으로�기대하고�있다.

정�책임연구원은�“다제내성�바이러스의�감염�여부를�빠르게�진단하면,�해당�환자에게�타미플루

나�리렌자�대신�최근�국내허가된�신형�독감�치료제�조플루자를�투여하는�등�환자에게�맞는�치료

법을�빠르게�적용할�수�있다”며�“다제내성�바이러스�감염�치료를�위한�적절한�약물�선정에�도움이

될�것으로�전망한다”고�말했다.

이어�“다제내성�환자에게�약효가�미미한�타미플루와�리렌자�처방을�줄일�수�있어,�독감�유행�시기

타미플루와�리렌자에�대한�수요를�낮추고,�항바이러스제의�오·남용을�줄일�수�있을�것으로�기대

한다”고�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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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용수 기자

익명을�요구한�의사는�이번�연구의�의의에�대해�“코로나19�대유행�상황에서�독감에�관한�공포심

도�덩달아�커지고�있다”며�“항바이러스제에�대한�수요가�과도하게�증가할�가능성이�있다.�만약�다

제내성�인플루엔자�환자를�빠르게�선별할�수�있다면�오·남용을�줄이는�데�도움이�될�것”이라고�말

했다.

�

저작권자�©�팜뉴스�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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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제 내성 인플루엔자 바이러스, 항체로 직접 검출한다

한국생명공학연구원 제공

순수 국내연구진이 다제(타미플루, 리렌자) 내성 바이러스* 표면에 높은 선택도로 결합하

는 항체를 선별하고, 이를 면역진단 시스템에 적용하여 다제 내성 바이러스를 특이적으로

검출할 수 있는 신속 진단 키트를 개발하였다. 해당 항체는 내성을 갖지 않는 바이러스 항

원보다 다제 내성 바이러스 항원에 대해 약 100배 정도 높은 결합력을 가지고 있음이 확

인되었다. 이 항체는 향후 다제 내성 바이러스 감염 여부를 진단할 수 있는 다양한 현장진

단 시스템에 활용될 것으로 기대된다.

* 다제 내성 바이러스: ‘A/H1N1형 인플루엔자 바이러스(신종 인플루엔자)’ 중 항바이러스

제인 오셀타미비르(상품명: 타미플루), 자나미비어(상품명: 리렌자) 모두에 치료 효과가 없

는 내성 바이러스

한국생명공학연구원(원장 김장성, 이하 생명연) 바이오나노연구센터 정주연, 임은경, 강태

준 박사 연구팀(교신저자: 정주연/임은경/강태준, 제1저자: 국경혜)이 수행한 이번 연구는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추진하는 글로벌프론티어사업 바이오나노헬스가드연구, 신진·중

http://www.healthinnews.co.kr/
http://www.healthinnews.co.kr/news/articleList.html?sc_section_code=S1N1
http://www.healthinnews.co.kr/news/articleList.html?sc_sub_section_code=S2N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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견연구자 지원사업, 바이오·의료기술개발사업의 지원으로 수행되었고, 7월 9일자 네이처

커뮤니케이션(Nature Communications)에 게재되었다.

세계보건기구 (WHO) 보고에 의하면 최근 항바이러스제의 광범위한 사용으로 인하여 다

제 내성을 보이는 바이러스의 출현이 보고되고 있다. 다제 내성 바이러스 중 대표적인 하

나가, 바이러스 표면에 있는 단백질(뉴라미니데이즈; Neuraminidase**)의 아미노산 두개가

변이된 돌연변이이다.

** 뉴라미니데이즈(Neuraminidase)단백질: 증식된 바이러스가 밖으로 배출되는 것 을 돕

는 ‘가위’ 역할을 하는 단백질

바이러스는 일반적으로, 세포에 감염되면 세포내에서 증식과 조립과정을 거쳐, 성숙한 바

이러스가 주변의 다른 세포에게 감염되는 과정을 가지고 있다. 그 과정에서 뉴라미니데이

즈는 세포에서 가위역할을 하여, 증식된 바이러스를 잘라내어 바이러스가 외부로 확산되

도록 하는 역할을 수행한다.

기존의 타미플루, 리렌자는 뉴라미니디아제 효소의 기능을 차단하여, 증식된 바이러스를

밖으로 배출하는 과정을 방해하여 바이러스 증식을 억제하는 항바이러스제이다. 그러나

뉴라미니데이즈에 변이가 발생하면, 기존의 타미플루, 리렌자가 뉴라미니데이즈를 억제

하는 기능이 떨어지게 된다. 따라서 항바이러스제의 수요가 급증하는 대유행 시기에는,

다제 내성 보균자를 신속하고 효과적으로 분류하는 기술 개발이 요구된다.

특히 항바이러스제 감수성 바이러스(항바이러스제에 치료 효과가 있는 인플루엔자 바이

러스)와 다제 내성 바이러스의 뉴라미니데이즈 표면 구조는 유사한 것으로 알려져 표적

단백질의 특정 구조를 인식하는 검출용 항체 개발에 많은 어려움이 있다.

이러한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 연구팀은 다제 내성 바이러스 표면의 변형된 뉴라미니데

이즈에 특이적으로 결합하는 항체를 선별하였고, 실제로 뉴라미니데이즈 항원에 대한 결

합력 측정과 모델링 분석을 통하여 이 항체가 다제 내성 바이러스에 상대적으로 높은 결

합력을 가짐을 확인하였다.

특히, 이 항체가 표면에 개질된 금 나노 입자와 타미플루 내성 바이러스 표면의 뉴라미니

데이즈 단백질과 결합으로 인한 응집 현상이 발생하여, 금 나노 입자의 색 변화를 통한 육

안 검출이 가능함을 확인하였다.

연구팀은 신규 개발한 항체를 종이기반 바이오 검출장치에 적용하여 다제 내성 바이러스

신속 진단 키트를 개발하였다. 소량의 체액(콧물)을 이용하여 20분 이내에 별도의 분석 장

비 없이 신속하고 간편하게 다제 내성 바이러스 감염 여부를 확인하는데 성공하였다.

이 키트는 일반적인 인플루엔자 바이러스 진단키트, 임신테스트기처럼 편리하게 사용 가

능하다. 특히, 다제 감수성/내성 바이러스 혼합된 조건에서도 내성 바이러스의 농도에 따

라 검출선(Test line; TL)의 진하기의 차이를 보여, 이 키트를 활용한 다제 내성 바이러스의

정량 분석의 가능성도 확인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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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송희 기자

연구책임자인 정주연 박사는 “이번 연구 성과는 기존 유전자 검사에 의존한 항바이러스

제 내성 바이러스 진단법과 비교하여 다제 내성 바이러스의 감염 여부를 신속하고 간단

하게 진단할 수 있는 기술로 다양한 검출 시스템에 활용 가능하다”며, “개발된 항체는 다

제 내성 바이러스 감염 치료를 위한 적절한 약물 선정에 큰 기여를 할 것으로 기대된

다”고 밝혔다.

저작권자 © 헬스인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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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제 내성 인플루엔자 바이러스 신속진단키트 개발…체액으로 20
분 내 감염여부 확인

메디컬투데이 박수현(psh5578@mdtoday.co.kr) 기자 

입력일 : 2020-09-15 12:24:18

▲국내 연구진이 다제(타미플루, 리렌자) 내성 바이러스 표면에 높은 선택도로 결합하는 항체를 선별하고, 이를
면역진단 시스템에 적용하여 다제 내성 바이러스를 특이적으로 검출할 수 있는 신속 진단 키트를 개발했다 (사
진=한국생명공학연구원 제공)

국내 연구진이 다제(타미플루, 리렌자) 내성 바이러스 표면에 높은 선택도로 결합하는 항체를 선

별하고, 이를 면역진단 시스템에 적용하여 다제 내성 바이러스를 특이적으로 검출할 수 있는 신

속 진단 키트를 개발했다.

해당 항체는 내성을 갖지 않는 바이러스 항원보다 다제 내성 바이러스 항원에 대해 약 100배 정

도 높은 결합력을 가지고 있음이 확인됐다. 이 항체는 향후 다제 내성 바이러스 감염 여부를 진

단할 수 있는 다양한 현장진단 시스템에 활용될 것으로 기대된다.

한국생명공학연구원 바이오나노연구센터 정주연, 임은경, 강태준 박사 연구팀(교신저자: 정주연/

임은경/강태준, 제1저자: 국경혜)이 수행한 이번 연구는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추진하는 글로벌

프론티어사업 바이오나노헬스가드연구, 신진·중견연구자 지원사업, 바이오·의료기술개발사업의

지원으로 수행되었고, 7월 9일자 네이처 커뮤니케이션(Nature Communications)에 게재됐다.

세계보건기구 (WHO) 보고에 의하면 최근 항바이러스제의 광범위한 사용으로 인하여 다제 내성

을 보이는 바이러스의 출현이 보고되고 있다. 

다제 내성 바이러스 중 대표적인 하나가, 바이러스 표면에 있는 단백질(뉴라미니데이즈;

Neuraminidase**)의 아미노산 두개가 변이된 돌연변이이다. 

바이러스는 일반적으로, 세포에 감염되면 세포내에서 증식과 조립과정을 거쳐, 성숙한 바이러스

가 주변의 다른 세포에게 감염되는 과정을 가지고 있다. 그 과정에서 뉴라미니데이즈는 세포에

mailto:psh5578@md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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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 가위역할을 하여, 증식된 바이러스를 잘라내어 바이러스가 외부로 확산되도록 하는 역할을

수행한다.

기존의 타미플루, 리렌자는 뉴라미니디아제 효소의 기능을 차단하여, 증식된 바이러스를 밖으로

배출하는 과정을 방해하여 바이러스 증식을 억제하는 항바이러스제이다. 

그러나 뉴라미니데이즈에 변이가 발생하면, 기존의 타미플루, 리렌자가 뉴라미니데이즈를 억제

하는 기능이 떨어지게 된다. 따라서 항바이러스제의 수요가 급증하는 대유행 시기에는, 다제 내

성 보균자를 신속하고 효과적으로 분류하는 기술 개발이 요구된다.

특히 항바이러스제 감수성 바이러스(항바이러스제에 치료 효과가 있는 인플루엔자 바이러스)와

다제 내성 바이러스의 뉴라미니데이즈 표면 구조는 유사한 것으로 알려져 표적 단백질의 특정

구조를 인식하는 검출용 항체 개발에 많은 어려움이 있다.

이러한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 연구팀은 다제 내성 바이러스 표면의 변형된 뉴라미니데이즈에

특이적으로 결합하는 항체를 선별하였고, 실제로 뉴라미니데이즈 항원에 대한 결합력 측정과 모

델링 분석을 통하여 이 항체가 다제 내성 바이러스에 상대적으로 높은 결합력을 가짐을 확인했

다.

특히, 이 항체가 표면에 개질된 금 나노 입자와 타미플루 내성 바이러스 표면의 뉴라미니데이즈

단백질과 결합으로 인한 응집 현상이 발생하여, 금 나노 입자의 색 변화를 통한 육안 검출이 가

능함을 확인했다.

연구팀은 신규 개발한 항체를 종이기반 바이오 검출장치에 적용하여 다제 내성 바이러스 신속

진단 키트를 개발했다. 소량의 체액(콧물)을 이용하여 20분 이내에 별도의 분석 장비 없이 신속

하고 간편하게 다제 내성 바이러스 감염 여부를 확인하는데 성공했다.

이 키트는 일반적인 인플루엔자 바이러스 진단키트, 임신테스트기처럼 편리하게 사용 가능하다.

특히, 다제 감수성/내성 바이러스 혼합된 조건에서도 내성 바이러스의 농도에 따라 검출선(Test

line; TL)의 진하기의 차이를 보여, 이 키트를 활용한 다제 내성 바이러스의 정량 분석의 가능성

도 확인했다.

연구책임자인 정주연 박사는 “이번 연구 성과는 기존 유전자 검사에 의존한 항바이러스제 내성

바이러스 진단법과 비교하여 다제 내성 바이러스의 감염 여부를 신속하고 간단하게 진단할 수

있는 기술로 다양한 검출 시스템에 활용 가능하다”며, “개발된 항체는 다제 내성 바이러스 감염

치료를 위한 적절한 약물 선정에 큰 기여를 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메디컬투데이 박수현 기자(psh5578@mdtoday.co.kr) 

<건강이 보이는 대한민국 대표 의료, 건강 신문 ⓒ 메디컬투데이,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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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명연, '다제 내성 인플루엔자 바이러스'
신속 진단키트 개발

국내 연구진이 기존 유전자 검사에 의존한 항바이러스제 내성 바이러스 진단법과 비교해 다

제 내성 바이러스의 감염 여부를 보다 신속하고 간단하게 진단할 수 있는 기술을 개발했다.

'다제 내성 바이러스'는 'A/H1N1형 인플루엔자 바이러스(신종 인플루엔자)' 중 항바이러스제

인 오셀타미비르(상품명: 타미플루), 자나미비어(상품명: 리렌자) 모두에 치료 효과가 없는 내

성 바이러스를 일컫는다.

연구진이 찾아낸 이 항체는 내성을 갖지 않는 바이러스 항원보다 다제 내성 바이러스 항원에

대해 약 100배 정도 높은 결합력을 가지고 있는 것이 확인됐다.

때문에 이 항체는 향후 다제 내성 바이러스 감염 여부를 진단할 수 있는 다양한 현장진단 시

스템에 활용될 것으로 기대된다.

머니투데이 대전=허재구 기자

https://news.mt.co.kr/mtview.php?no=2020091514162760928&type=1 기사주소 복사

20분 이내 별도의 분석 장비 없이 감염 여부 확인 가능… 임신테스트기
처럼 사용도 편리

다제 내성 바이러스 검출용 항체 결합능 측정 결과. (사진 좌) SPR, (사진 우) Competition ELISA 분

석 그래프(실험을 통해 개발된 항체가 내성을 갖지 않는 바이러스 항원보다 다제 내성 바이러스 항

원에 대해 높은 결합력을 가지고 있음을 확인함)./자료제공=한국생명공학연구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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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생명공학연구원은 바이오나노연구센터 정주연·임은경·강태준 박사 연구팀이 다제(타미

플루, 리렌자) 내성 바이러스 표면에 높은 선택도로 결합하는 항체를 선별하고 이를 면역진

단 시스템에 적용, '다제 내성 바이러스'를 특이적으로 검출할 수 있는 신속 진단 키트를 개발

했다고 15일 밝혔다.

연구팀에 따르면 최근 항바이러스제의 광범위한 사용으로 인해 다제 내성을 보이는 바이러

스의 출현이 보고되고 있다. 

'바이러스'는 일반적으로 세포에 감염되면 세포내에서 증식과 조립과정을 거쳐 성숙한 바이

러스가 주변의 다른 세포에게 감염되는 과정을 가진다.

이 과정에서 뉴라미니데이즈는 세포에서 가위 역할을 수행하며 증식된 바이러스를 잘라내

바이러스가 외부로 확산되도록 하는 역할을 수행한다.

기존의 타미플루, 리렌자는 뉴라미니디아제 효소의 기능을 차단해 증식된 바이러스를 밖으

로 배출하는 과정을 방해하며 바이러스 증식을 억제하는 항바이러스제이다.

하지만 뉴라미니데이즈에 변이가 발생하면 기존의 타미플루, 리렌자가 뉴라미니데이즈를 억

제하는 기능이 떨어지게 된다.

따라서 항바이러스제의 수요가 급증하는 대유행 시기에는 다제 내성 보균자를 신속하고 효

과적으로 분류하는 기술 개발이 요구된다.

특히 항바이러스제 감수성 바이러스(항바이러스제에 치료 효과가 있는 인플루엔자 바이러

스)와 다제 내성 바이러스의 뉴라미니데이즈 표면 구조는 유사한 것으로 알려져 표적 단백질

의 특정 구조를 인식하는 검출용 항체 개발에 많은 어려움이 있다.

이런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 연구팀은 다제 내성 바이러스 표면의 변형된 뉴라미니데이즈

에 특이적으로 결합하는 항체를 선별했다.

이어 뉴라미니데이즈 항원에 대한 결합력 측정과 모델링 분석을 통해 이 항체가 다제 내성

바이러스에 상대적으로 높은 결합력을 가진다는 것을 확인했다. 

특히, 이 항체가 표면에 개질된 금 나노 입자와 타미플루 내성 바이러스 표면의 뉴라미니데

이즈 단백질과 결합으로 인한 응집 현상이 발생해 금 나노 입자의 색 변화를 통한 육안 검출

이 가능하다는 것도 알아냈다.



2020. 10. 3. 돈이 보이는 리얼타임 뉴스 '머니투데이'

https://news.mt.co.kr/newsPrint.html?no=2020091514162760928&type=1&gubn=undefined 3/3

연구팀은 새로 개발한 이 항체를 종이기반 바이오 검출장치에 적용해 다제 내성 바이러스 신

속 진단 키트를 개발했다.

이 진단 키트는 소량의 체액(콧물)을 이용해 20분 이내에 별도의 분석 장비 없이 신속하고 간

편하게 다제 내성 바이러스 감염 여부를 확인할 수 있었다.

이 키트는 일반적인 인플루엔자 바이러스 진단키트, 임신테스트기처럼 편리하게 사용 가능

하다. 

특히, 다제 감수성/내성 바이러스가 혼합된 조건에서도 내성 바이러스의 농도에 따라 검출선

(TL)의 진하기가 차이를 보여 이 키트를 활용한 다제 내성 바이러스의 정량 분석의 가능성도

확인했다.

연구책임자인 정주연 박사는 "이번 연구 성과는 다양한 바이러스 검출 시스템에 활용 가능

하다" 며 "개발된 항체는 다제 내성 바이러스 감염 치료를 위한 적절한 약물 선정에 큰 기여

를 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한편, 이번 연구논문은 저명 국제 학술지 '네이처 커뮤니케이션'의 의 7월9일자에 게재됐다.

[저작권자 © ‘돈이 보이는 리얼타임 뉴스’ 머니투데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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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생제 내성 바이러스 20분내 신속 진단한다

2020-09-15 12:01

한국생명공학연구원 바이오나노센터 연구진이 다제 내성 바이러스 신속 진단키트를 살펴보고 있다.[한국생
구원 제공]

[헤럴드경제=구본혁 기자] 소량의 체액으로 20분 이내에 신속하게 다제 내성 바이러슬 감염여부

를 확인할 수 있는 진단기술이 국내연구진에 의해 개발됐다.

한국생명공학연구원은 바이오나노센터 정주연 박사 연구팀이 다제 내성 바이러스 표면에 높은 선

택도로 결합하는 항체를 선별, 특이적으로 검출할 수 있는 신속 진단키트를 개발했다고 15일 밝혔

다.

다제 내성 바이러스란 ‘A/H1N1형 인플루엔자 바이러스(신종 인플루엔자)’ 중 항바이러스제인 오

셀타미비르(상품명: 타미플루), 자나미비어(상품명: 리렌자) 모두에 치료 효과가 없는 내성 바이러

스를 말한다.

해당 항체는 내성을 갖지 않는 바이러스 항원보다 다제 내성 바이러스 항원에 대해 약 100배 정도

높은 결합력을 가지고 있음이 확인됐다. 이 항체는 향후 다제 내성 바이러스 감염 여부를 진단할

수 있는 다양한 현장진단 시스템에 활용될 것으로 기대된다.

세계보건기구(WHO)에 따르면 최근 항바이러스제의 광범위한 사용으로 인해 다제 내성을 보이는

바이러스의 출현이 보고되고 있다.

다제 내성 바이러스 중 대표적인 하나가, 바이러스 표면에 있는 단백질의 아미노산 두개가 변이된

돌연변이다.

바이러스는 일반적으로, 세포에 감염되면 세포내에서 증식과 조립과정을 거쳐, 성숙한 바이러스가

주변의 다른 세포에게 감염되는 과정을 가지고 있다. 그 과정에서 뉴라미니데이즈는 세포에서 가

위역할을 하여, 증식된 바이러스를 잘라내어 바이러스가 외부로 확산되도록 하는 역할을 수행한

다.

기존 타미플루, 리렌자는 뉴라미니디아제 효소의 기능을 차단, 증식된 바이러스를 밖으로 배출하

는 과정을 방해 바이러스 증식을 억제하는 항바이러스제다. 하지만 뉴라미니데이즈에 변이가 발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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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면, 기존의 타미플루, 리렌자가 뉴라미니데이즈를 억제하는 기능이 떨어지게 된다. 항바이러스

제의 수요가 급증하는 대유행 시기에는 다제 내성 보균자를 신속하고 효과적으로 분류하는 기술

개발이 요구된다.

특히 항바이러스제에 치료 효과가 있는 인플루엔자 바이러스와 다제 내성 바이러스의 뉴라미니데

이즈 표면 구조는 유사한 것으로 알려져 표적 단백질의 특정 구조를 인식하는 검출용 항체 개발에

많은 어려움이 있다.

이러한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 연구팀은 다제 내성 바이러스 표면의 변형된 뉴라미니데이즈에 특

이적으로 결합하는 항체를 선별했다. 이를 뉴라미니데이즈 항원에 대한 결합력 측정과 모델링 분

석을 통해 이 항체가 다제 내성 바이러스에 상대적으로 높은 결합력을 가짐을 확인했다.

특히 이 항체가 표면에 개질된 금 나노 입자와 타미플루 내성 바이러스 표면의 뉴라미니데이즈 단

백질과 결합으로 인한 응집 현상이 발생, 금 나노 입자의 색 변화를 통한 육안 검출이 가능함을 확

인했다.

연구팀은 신규 개발한 항체를 종이기반 바이오 검출장치에 적용해 다제 내성 바이러스 신속 진단

키트를 개발했다. 소량의 체액(콧물)을 이용해 20분 이내에 별도의 분석 장비 없이 신속하고 간편

하게 다제 내성 바이러스 감염 여부를 확인했다.

이 키트는 일반적인 인플루엔자 바이러스 진단키트, 임신테스트기처럼 편리하게 사용 가능하다.

정주연 박사는 “이번 연구 성과는 기존 유전자 검사에 의존한 항바이러스제 내성 바이러스 진단법

과 비교해 다제 내성 바이러스의 감염 여부를 신속하고 간단하게 진단할 수 있는 기술로 다양한 검

출 시스템에 활용 가능하다”며 “개발된 항체는 다제 내성 바이러스 감염 치료를 위한 적절한 약물

선정에 큰 기여를 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이번 연구성과는 국제학술지 ‘네이처 커뮤니케이션즈’ 7월 9일자로 게재됐다.

nbgkoo@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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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제 내성 인플루엔자 바이러스, 항체로 직접
검출한다
 정인성  승인 2020.09.20 10:28

다제 내성 인플루엔자 바이러스의 면역 진단 시스템에 활용 기대

   다제 내성 바이러스 검출용 항체 결합능 측정 결과 (좌) SPR, (우) Competition ELISA 분석 그래프

순수 국내연구진이 다제(타미플루, 리렌자) 내성 바이러스* 표면에 높은 선택도로 결합하는 항체를

선별하고, 이를 면역진단 시스템에 적용하여 다제 내성 바이러스를 특이적으로 검출할 수 있는 신속

진단 키트를 개발하였다. 해당 항체는 내성을 갖지 않는 바이러스 항원보다 다제 내성 바이러스 항원

에 대해 약 100배 정도 높은 결합력을 가지고 있음이 확인되었다. 이 항체는 향후 다제 내성 바이러

스 감염 여부를 진단할 수 있는 다양한 현장진단 시스템에 활용될 것으로 기대된다.

 * 다제 내성 바이러스: ‘A/H1N1형 인플루엔자 바이러스(신종 인플루엔자)’ 중 항바이러스제인 오셀

타미비르(상품명: 타미플루), 자나미비어(상품명: 리렌자) 모두에 치료 효과가 없는 내성 바이러스 

한국생명공학연구원(원장 김장성, 이하 생명연) 바이오나노연구센터 정주연, 임은경, 강태준 박사 연

구팀(교신저자: 정주연/임은경/강태준, 제1저자: 국경혜)이 수행한 이번 연구는 과학기술정보통신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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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추진하는 글로벌프론티어사업 바이오나노헬스가드연구, 신진·중견연구자 지원사업, 바이오·의료

기술개발사업의 지원으로 수행되었고, 7월 9일자 네이처 커뮤니케이션(Nature Communications)에

게재되었다. 

(논문명 : Development of A4 antibody for Detection of Neuraminidase I223R/H275Y-Associated

Antiviral Multidrug-Resistant Influenza Virus)

세계보건기구 (WHO) 보고에 의하면 최근 항바이러스제의 광범위한 사용으로 인하여 다제 내성을

보이는 바이러스의 출현이 보고되고 있다. 

다제 내성 바이러스 중 대표적인 하나가, 바이러스 표면에 있는 단백질(뉴라미니데이즈;

Neuraminidase**)의 아미노산 두개가 변이된 돌연변이이다.  

** 뉴라미니데이즈(Neuraminidase)단백질: 증식된 바이러스가 밖으로 배출되는 것을 돕는 ‘가위’ 역할

을 하는 단백질

바이러스는 일반적으로, 세포에 감염되면 세포내에서 증식과 조립과정을 거쳐, 성숙한 바이러스가

주변의 다른 세포에게 감염되는 과정을 가지고 있다. 그 과정에서 뉴라미니데이즈는 세포에서 가위

역할을 하여, 증식된 바이러스를 잘라내어 바이러스가 외부로 확산되도록 하는 역할을 수행한다.

기존의 타미플루, 리렌자는 뉴라미니디아제 효소의 기능을 차단하여, 증식된 바이러스를 밖으로 배

출하는 과정을 방해하여 바이러스 증식을 억제하는 항바이러스제이다. 그러나 뉴라미니데이즈에 변

이가 발생하면, 기존의 타미플루, 리렌자가 뉴라미니데이즈를 억제하는 기능이 떨어지게 된다. 따라

서 항바이러스제의 수요가 급증하는 대유행 시기에는, 다제 내성 보균자를 신속하고 효과적으로 분

류하는 기술 개발이 요구된다.

   

특히 항바이러스제 감수성 바이러스(항바이러스제에 치료 효과가 있는 인플루엔자 바이러스)와 다제

내성 바이러스의 뉴라미니데이즈 표면 구조는 유사한 것으로 알려져 표적 단백질의 특정 구조를 인

식하는 검출용 항체 개발에 많은 어려움이 있다.

이러한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 연구팀은 다제 내성 바이러스 표면의 변형된 뉴라미니데이즈에 특

이적으로 결합하는 항체를 선별하였고, 실제로 뉴라미니데이즈 항원에 대한 결합력 측정과 모델링

분석을 통하여 이 항체가 다제 내성 바이러스에 상대적으로 높은 결합력을 가짐을 확인하였다. 

특히, 이 항체가 표면에 개질된 금 나노 입자와 타미플루 내성 바이러스 표면의 뉴라미니데이즈 단백

질과 결합으로 인한 응집 현상이 발생하여, 금 나노 입자의 색 변화를 통한 육안 검출이 가능함을 확

인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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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팀은 신규 개발한 항체를 종이기반 바이오 검출장치에 적용하여 다제 내성 바이러스 신속 진단

키트를 개발하였다. 소량의 체액(콧물)을 이용하여 20분 이내에 별도의 분석 장비 없이 신속하고 간

편하게 다제 내성 바이러스 감염 여부를 확인하는데 성공하였다. 

이 키트는 일반적인 인플루엔자 바이러스 진단키트, 임신테스트기처럼 편리하게 사용 가능하다. 특

히, 다제 감수성/내성 바이러스 혼합된 조건에서도 내성 바이러스의 농도에 따라 검출선(Test line; TL)

의 진하기의 차이를 보여, 이 키트를 활용한 다제 내성 바이러스의 정량 분석의 가능성도 확인하였

다. 

연구책임자인 정주연 박사는 “이번 연구 성과는 기존 유전자 검사에 의존한 항바이러스제 내성 바이

러스 진단법과 비교하여 다제 내성 바이러스의 감염 여부를 신속하고 간단하게 진단할 수 있는 기술

로 다양한 검출 시스템에 활용 가능하다”며, “개발된 항체는 다제 내성 바이러스 감염 치료를 위한 적

절한 약물 선정에 큰 기여를 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정인성 jis1214@daum.net

저작권자 © 내외경제TV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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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연구팀 <제공=한국생명공학연구원>

[환경미디어= 김한결 기자] 순수 국내연구진이 다제(타미플루, 리렌자) 내성 바이러스 표면

에 높은 선택도로 결합하는 항체를 선별하고, 이를 면역진단 시스템에 적용해 다제 내성 바

이러스를 특이적으로 검출할 수 있는 신속 진단 키트를 개발했다. 해당 항체는 내성을 갖지

않는 바이러스 항원보다 다제 내성 바이러스 항원에 대해 약 100배 정도 높은 결합력을 가

지고 있음이 확인됐다. 이 항체는 향후 다제 내성 바이러스 감염 여부를 진단할 수 있는 다

양한 현장진단 시스템에 활용될 것으로 기대된다.

한국생명공학연구원(원장 김장성, 이하 생명

연) 바이오나노연구센터 정주연, 임은경, 강

태준 박사 연구팀(교신저자 정주연, 임은경,

강태준, 제1저자 국경혜)이 수행한 이번 연구

는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추진하는 글로벌

프론티어사업 바이오나노헬스가드연구, 신

진·중견연구자 지원사업, 바이오·의료기술개

발사업의 지원으로 수행됐고, 7월 9일자 네

이처 커뮤니케이션(Nature

Communications)에 게재됐다. 

세계보건기구 (WHO) 보고에 의하면 최근 항바이러스제의 광범위한 사용으로 인해 다제 내

성을 보이는 바이러스의 출현이 보고되고 있다. 

다제 내성 바이러스 중 대표적인 하나가, 바이러스 표면에 있는 단백질(뉴라미니데이즈

Neuraminidase)의 아미노산 두개가 변이된 돌연변이이다. 

바이러스는 일반적으로, 세포에 감염되면 세포내에서 증식과 조립과정을 거쳐, 성숙한 바이

러스가 주변의 다른 세포에게 감염되는 과정을 가지고 있다. 그 과정에서 뉴라미니데이즈는

세포에서 가위역할을 해, 증식된 바이러스를 잘라내어 바이러스가 외부로 확산되도록 하는

역할을 수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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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존의 타미플루, 리렌자는 뉴라미니디아제 효소의 기능을 차단해, 증식된 바이러스를 밖으

로 배출하는 과정을 방해해 바이러스 증식을 억제하는 항바이러스제이다. 그러나 뉴라미니

데이즈에 변이가 발생하면, 기존의 타미플루, 리렌자가 뉴라미니데이즈를 억제하는 기능이

떨어지게 된다. 따라서 항바이러스제의 수요가 급증하는 대유행 시기에는, 다제 내성 보균자

를 신속하고 효과적으로 분류하는 기술 개발이 요구된다.

특히 항바이러스제 감수성 바이러스(항바이러스제에 치료 효과가 있는 인플루엔자 바이러

스)와 다제 내성 바이러스의 뉴라미니데이즈 표면 구조는 유사한 것으로 알려져 표적 단백

질의 특정 구조를 인식하는 검출용 항체 개발에 많은 어려움이 있다.

이러한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 연구팀은 다제 내성 바이러스 표면의 변형된 뉴라미니데이

즈에 특이적으로 결합하는 항체를 선별했고, 실제로 뉴라미니데이즈 항원에 대한 결합력 측

정과 모델링 분석을 통해 이 항체가 다제 내성 바이러스에 상대적으로 높은 결합력을 가짐

을 확인했다. 

특히, 이 항체가 표면에 개질된 금 나노 입자와 타미플루 내성 바이러스 표면의 뉴라미니데

이즈 단백질과 결합으로 인한 응집 현상이 발생해, 금 나노 입자의 색 변화를 통한 육안 검

출이 가능함을 확인했다. 

연구팀은 신규 개발한 항체를 종이기반 바이오 검출장치에 적용해 다제 내성 바이러스 신속

진단 키트를 개발했다. 소량의 체액(콧물)을 이용해 20분 이내에 별도의 분석 장비 없이 신

속하고 간편하게 다제 내성 바이러스 감염 여부를 확인하는데 성공했다. 

이 키트는 일반적인 인플루엔자 바이러스 진단키트, 임신테스트기처럼 편리하게 사용 가능

하다. 특히, 다제 감수성·내성 바이러스 혼합된 조건에서도 내성 바이러스의 농도에 따라 검

출선(Test line; TL)의 진하기의 차이를 보여, 이 키트를 활용한 다제 내성 바이러스의 정량

분석의 가능성도 확인했다. 

정주연 연구책임 박사는 “이번 연구 성과는 기존 유전자 검사에 의존한 항바이러스제 내성

바이러스 진단법과 비교해 다제 내성 바이러스의 감염 여부를 신속하고 간단하게 진단할 수

있는 기술로 다양한 검출 시스템에 활용 가능하다”며, “개발된 항체는 다제 내성 바이러스

감염 치료를 위한 적절한 약물 선정에 큰 기여를 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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