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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연합뉴스) 김준호 기자 = 신·변종 감염병을 50분 만에 높은 정확도로 가려낼 수 있는 진단

키트 기술이 국내에서 개발됐다.

3일 한국생명공학연구원에 따르면 임은경·김명희 박사 연구팀은 체내로 침투하는 병원균이 감

염통로로 이용하는 단백질 ACE2를 활용해 바이러스 간편 검출 센서를 개발했다.

이 센서는 감염병 바이러스가 ACE2를 모방한 화합물과 결합하면 빛을 발한다.

코로나19 바이러스를 대상으로 실험한 결과, 50분 만에 유전자증폭(PCR) 검사의 95% 수준 정

확도로 진단하는 데 성공했다.

현재 감염병 진단 표준으로 활용하는 PCR 검사를 위해서는 많은 시간과 고가의 장비가 필요하

다.

보완책으로 항원항체반응을 이용한 진단검사가 이용되고 있으나 정확성이 높지 않은 상황이다.

임은경 박사는 "PCR 검사법과 항원항체 검사법의 단점을 보완했다"며 "이번 연구는 코로나19

바이러스를 대상으로 진행했지만, 다른 신·변종 감염병 진단과 치료제 개발에도 적용할 수 있

신종 감염병 50분만에 진단 키트기술 개발…생명
연 "95% 정확도"

2022-05-03 12:00송고시간

감염병(코로나19) 판별 모식도
[한국생명공학연구원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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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고 말했다.

이번 연구 성과는 지난 3월 국제학술지 '화학공학 저널' 온라인판에 게재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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韓 감염병 진단·예방 기술, 글로벌 시장 선점할까

기사입력 2022.05.18 07:00

한국과학기술연구원(KIST)이 기술 출자해 창업한 바이오벤처 디알나노가 최근 뿌리는 마스크 역할을 하는 리노딜라이트
를 개발했다. 사진=한국과학기술연구원

우리나라 감염병 진단·예방 기술이 빠른 속도로 발전하고 있다. 국내뿐 아니라 글로벌 시장에서도 영향력이 커

지는 만큼 빠른 사업화를 통한 시장 선점이 절실한 상황이다. 

최근 한국과학기술연구원(KIST)은 발광다이오드(LED) 기술을 활용한 뿌리는 마스크를 개발했다고 밝혔다. 이

기술은 KIST가 기술 출자로 창업한 바이오벤처 '디알나노'가 지난달 식품의약품안전처로부터 비강형 의료기기

'리노딜라이트' 판매 승인을 받았다. 

리노딜라이트는 디알나노의 광역동 치료 기술을 응용한 제품이다. 광역동 치료술은 전해성 약물이나 생체 적

합성 물질을 나노 입자화해 세포·조직 투과도와 전달 효율을 높이는 것으로 뿌리는 마스크에도 같은 기술이 적

용됐다. 스프레이를 코점막에 분사하면 외부로부터 침입한 이물질을 제거하고 점막을 보호하는 원리다.

KIST 관계자는 "코로나 변이 바이러스의 복제를 막아 증식을 억제하는 효과도 확인했다"며 "외부 침입 이물질

글로벌이코노믹 기사 프린트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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을 없앤 이후엔 빛에 의해 자체 분해되기 때문에 생체 자극이 없어 안전성도 높다"고 설명했다. 뿌리는 마스크

는 조만간 시판될 예정이다. 

앞서 이달 초 한국생명공학연구원은 기존 PCR 검사와 항원·항체검사의 단점을 보완할 수 있는 새로운 진단기

술을 개발했다. 

임은경 바이오나노연구센터 박사와 김명희 대사제어연구센터 박사 공동 연구팀이 개발한 이 기술은 병원균의

체내 침투했을 때 감염통로로 이용하는 단백질(ACE2)을 활용해 바이러스를 간편하게 검출하는 센서다. 

연구팀이 코로나 바이러스를 대상으로 실험한 결과 50분 경과 시부터 진단에 성공했으며 3시간 지난 후엔 PC

R 수준의 진단이 가능했다. 임상 시료를 이용한 검증이 완료된 만큼 이른 시일 내 실용화될 수 있을 것으로 보

인다. 

이 같은 감염병 진단·예방 기술은 과학계와 의료, 산업계에서 일어나고 있다. 앞서 KAIST는 지난 2020년 8월

코로나 대응 과학기술뉴딜사업단을 출범하고 코로나19 예방과 응급, 사후 전 주기에 걸쳐 의료서비스를 제공

하기 위한 기술 개발에 나서고 있다. 코로나뉴딜사업단은 그동안 이동형 음압병동과 스마트 방호복, 자가격리

방호키트, 선별진료소 등을 개발했다. 

이처럼 감염병 진단·예방 기술이 발달하면서 관련 시장 규모도 커지고 있다. 식품의약품안전처 통계에 따르면

지난해 의료기기분야 생산 실적은 10조1358억원으로 전년 대비 39.2% 증가했고 수출은 7조8315억원으로 전

년 대비 81.1% 상승했다.

체외진단의료기기 생산실적은 전년 대비 553% 증가해 3조4000억 원을 기록했는데 이는 전체 의료기기 중 3

분의 1을 차지하는 규모다. 수출 실적은 전년 대비 623% 성장, 4조2000억원을 기록했다.

특히 엔데믹에 접어들고 있지만, 세계적으로 변이 바이러스가 여전히 확산되고 있어 의료기기 시장은 올해도

더 커질 것으로 보인다. 

정부도 감염병 진단·예방 기술을 포함한 바이오헬스 시장 확대에 집중한다는 계획이다. 권덕철 보건복지부 장

관은 지난 11일 서울 삼성동 코엑스에서 열린 ‘바이오코리아 2022’ 개막식에서 "정부는 바이오헬스 분야를 미

래 먹거리 산업의 한 축으로 인식한다"며 "바이오헬스 산업을 수출 주력 산업으로 육성하고 디지털 헬스케어와

빅데이터 기반 첨단·정밀 의료를 확산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라고 보건 산업 육성에 대한 의지를 표명했다.

여용준 글로벌이코노믹 기자 dd0930@g-enews.com

<저작권자 © 글로벌이코노믹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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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 기존 검사 방법 보완한 신‧변종 감염병 진단기술 개발

한국생명공학연구원� 바이러스 수용체�ACE2� 이용한 코로나19 검출 센서 개발 

응용 시 다른 신‧변종 감염병 진단과 치료제 개발에 적용 가능

감염병�코로나19� 판별 모식도� ACE2 모방 펩타이드 기반 나노 프로브를 통한 코로나19 양성 환자의 개략적 판별 과정� 한국생

명공학연구원 제공

국내 연구진이 기존의 PCR 검사와 항원 항체 검사의 단점을 보완한 새로운 감염병 진단 기술을 개발했다� 

한국생명공학연구원�생명연�은 임은경‧김명희 박사 공동 연구팀은 병원균이 체내로 침투 시 감염통로로 이용

하는 단백질�ACE2�을 활용해 바이러스 간편 검출 센서를 개발했다고 3일 밝혔다� 

코로나19는 SARS�CoV�2 바이러스의 스파이크 단백질이 우리 몸의 ACE2 수용체를 통해 침투해 감염되는데

연구팀은 이런 기전을 활용했다� 

ACE2를 모방한 화합물을 만든 연구팀은 감염병 바이러스와 결합하면 형광 현상이 나타나는 진단 센서를 내놨

다� 

센서는 형광 공명에너지 전이 현상�FRET�을 적용한 ACE2 모방 나노 프로브가 바이러스에 반응하면 형광 정도

가 증가하도록 설계했다� 이를 일반 형광측정기를 통해 확인하면 감염 여부를 확인할 수 있다고 연구팀은 설명

했다� 

코로나 바이러스를 대상으로 테스트를 진행한 결과 50분 경과 시부터 진단에 성공했다� 3시간 지난 후엔 PC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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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준의 진단이 가능한 것을 확인했다� 

코로나19를 비롯해 감염병 진단 기기와 치료제 개발에 응용할 수 있을 것으로 연구팀은 기대했다� 

임은경 박사는 �현재 바이러스 감염환자를 선별할 때 사용하는 분자진단법�PCR 검사�과 면역학적 방법�항원

항체 검사�의 단점을 보완하며 간단한 방법으로 정확성을 높였다�며 �이번 연구는 코로나19 바이러스와 반응

하는 수용체를 사용했지만� 이를 응용하면 다른 감염병 진단과 치료제 개발에도 적용 가능할 것�이라고 말했

다�

이 기사 주소: https���www�nocutnews�co�kr�5750286

저작권자 ⓒ CBS 노컷뉴스 �www�nocutnews�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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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염병(코로나19) 판별 모식도(생명연 제공)© 뉴스1

 

국내 연구진이 기존 PCR 검사와 항원항체검사의 단점을 보완한 새로운 감염병

진단기술을 개발했다. 

 

3일 한국생명공학연구원에 따르면 임은경‧김명희 박사 공동 연구팀은 병원균

이 체내로 침투 시 감염통로로 이용하는 단백질(ACE2)을 활용한 바이러스 간편

검출 센서를 개발하는 데 성공했다. 

 

코로나19를 비롯한 감염병 진단 기기 및 치료제 개발에 응용될 것으로 기대된

다. 

 

코로나19를 통해 경험한 바와 같이 감염병 대응에는 신속하고 정확한 진단으로

추가 확산을 방지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 

 

현재 감염병 진단은 PCR을 통한 분자진단법을 표준으로 사용하고 있지만 많은

시간과 고가의 장비가 있어야 하는 등의 단점이 있다. 

기존 PCR검사 단점 보완한 새로운 감염병 진단기술 개
발

생명연, 바이러스수용체 이용 검출 센서 개발…50분만에 진단 

다른 신‧변종 감염병 진단 및 치료제 개발 적용 가능 

(대전=뉴스1) 심영석 기자 |  2022-05-03 12:00 송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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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완책으로 항원항체반응을 이용한 진단검사가 이용되고 있으나 정확성이 높

지 않은 단점이 있다. 

 

현재 다양한 방법의 진단기술에 관한 연구가 진행되고 있으며, 그중 하나가 AC

E2 수용체를 검출 매개체로 하는 방법이다. 

 

코로나19는 SARS-CoV-2 바이러스의 스파이크 단백질이 우리 몸의 ACE2 수용

체를 통해 침투하여 감염되게 하는데, 이런 기전을 활용하는 것이다. 

 

연구팀은 ACE2를 모방한 화합물(peptide)을 만들고, 감염병 바이러스와 결합하

면 형광 현상이 나타나는 진단 센서를 개발했다. 

 

센서는 형광 공명에너지 전이 현상(FRET)을 적용한 ACE2 모방 나노 프로브가

바이러스에 반응하면 형광 정도가 증가하도록 설계됐다. 

 

이를 일반 형광측정기를 통해 확인하면 감염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것이다. 

 

실제 연구팀은 코로나 바이러스를 대상으로 한 테스트에서 50분 경과 시부터

진단에 성공했으며, 3시간 지난 후엔 PCR 수준의 진단이 가능했다. 

 

연구책임자인 임은경 박사는 “이번 연구는 코로나19 바이러스와 반응하는 수용

체를 사용했지만 이를 응용하면 다른 감염병 진단과 치료제 개발에도 적용이

가능할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이번 연구성과는 화학공학 분야의 세계적인 저널인 ‘Chemical engineerin

g journal’ 온라인판에 최근 게재됐다.

<저작권자 © 뉴스1코리아,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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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명연구원, 새 감염병 진단기술 개발…PCR·항원항체 검사 보완생명연구원, 새 감염병 진단기술 개발…PCR·항원항체 검사 보완

등록 2022.05.03 14:29:29

기사내용 요약기사내용 요약

모방 바이러스 수용체(ACE2) 활용한 센서, 50분 만에 진단

코로나 비롯 여타 신·변종 감염병 진단 및 치료제 개발 적용

[대전=뉴시스] 나노 프로브가 코로나 바이러스 표면의 스파이크 단백질과 상호작용해 형광을 방출하는

개념도. *재판매 및 DB 금지

[대전=뉴시스] 김양수 기자 = 국내 연구진이 기존 PCR 검사와 항원 항체 검사의 단점을 보완할 수 있는

새로운 감염병 진단기술을 개발했다.

한국생명공학연구원은 바이오나노연구센터 임은경·대사제어연구센터 김명희 박사 공동 연구팀이 병원

균의 체내 침투 때 감염통로로 이용하는 단백질(Angiotensin-converting enzyme 2·이하 ACE2)을 활

용해 바이러스를 간편하게 검출하는 센서를 개발했다고 3일 밝혔다.

현재 감염병 진단은 PCR(polymerase chain reaction·중합효소 연쇄 반응)을 통한 분자진단법을 표준

으로 하고 있지만 많은 시간과 고가의 장비가 필요하다.

보완책으로 항원항체반응을 이용한 진단검사가 이용되고 있으나 정확성이 높지 않아 ACE2 수용체를

검출 매개체로 하는 방법이 간편하면서 신뢰성 높은 진단기술로 뜨고 있다.

코로나19는 SARS-CoV-2 바이러스의 스파이크 단백질이 우리 몸의 ACE2 수용체를 통해 침투해 감염

된다.

이번에 생명연 공동연구팀은 ACE2를 모방한 화합물(peptide)을 만들고 이 물질이 감염병 바이러스와

결합하면 형광 현상이 나타나는 진단센서를 개발했다.

센서는 형광 공명에너지 전이 현상(FRET)을 적용한 ACE2 모방 나노 프로브가 바이러스에 반응하면 형

광 정도가 증가하도록 설계돼 있어 일반 형광측정기를 통해 감염여부를 확인할 수 있다.



연구팀은 "ACE2 모방 펩타이트가 SARS-CoV-2 바이러스의 스파이크 단백질에 반응해 나노 프로브가

풀어지면 형광체와 소광체의 거리가 멀어져 형광 공명에너지 전달 현상이 일어나지 않아 형광 정도가 증

가하는 형태로 검출이 가능한 원리"라고 설명했다.

연구팀이 코로나 바이러스를 대상으로 한 테스트에서 50분 경과 시부터 진단에 성공했으며 3시간 지난

후엔 PCR 수준의 진단이 가능했다.

임상 시료를 이용한 검증이 완료돼 이른 시일 내 실용화가 가능할 것으로 예상된다.

연구결과는 화학공학 분야의 국제 저널인 'Chemical engineering journal(IF 13.273)' 온라인판에 3월

31일 게재됐다.(논문명:FRET-based hACE2 receptor mimic peptide conjugated nanoprobe for

simple detection of SARS-CoV-2 / 교신저자:임은경·김명희 박사/제1저자:박병훈 박사)

             

연구책임자인 임은경 박사는 "현재 바이러스 감염환자를 선별할 때 사용하는 PCR 검사와 항원 항체 검

사의 단점을 보완, 간단한 방법으로 정확성 높은 형광 검출이 가능해 졌다"며 "이번 연구는 코로나19 바

이러스와 반응하는 수용체를 사용했지만 이를 응용하면 다른 감염병 진단과 치료제 개발에도 적용이 가

능하다"고 말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kys0505@newsis.com

Copyright ©  NEWSIS.COM,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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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0분 만에 진단 가능" 생명연, 코로나19 검출
센서 개발
 정인선 기자  승인 2022.05.03 18:05

생명연, ACE2 수용체 활용 
PCR·신속항원검사 단점 보완

국내 연구진이 기존의 PCR 검사와 항원 항체 검사의 단점을 보완한 새로운 감염병 진단기술을 개발했

다.

한국생명공학연구원은 단백질(ACE2)을 활용한 바이러스 간편 검출 센서를 개발했다고 3일 밝혔다. 

임은경·김명희 박사 공동 연구팀은 병원균이 체내로 침투 시 감염통로로 이용하는 ACE2 수용체를 활용

했다. 코로나19 바이러스는 SARS-CoV-2 바이러스의 스파이크 단백질이 우리 몸의 ACE2 수용체를 통

해 침투하면서 감염된다. 연구진은 이런 기전을 활용, ACE2를 모방한 화합물(peptide)을 만들고 이를 감

염병 바이러스와 결합하면 형광 현상이 나타나는 진단 센서를 개발하는 데 성공했다. 

현재 감염병 진단에 활용되는 PCR(polymerase chain reaction, 중합효소 연쇄 반응)은 결과가 나오기

까지 다소 오랜 시간이 들고 고가의 장비가 필요하다는 단점이 있다. 이에 항원항체반응을 이용한 진단검

사가 이용되고 있으나 이마저도 정확성이 낮다는 문제가 있다. 

연구팀이 개발한 센서는 형광 공명에너지 전이 현상(Fluorescence Resonance Energy Transfer,

FRET)을 적용한 ACE2 모방 나노 프로브가 바이러스에 반응하면 형광 정도가 증가하도록 설계됐다. 이

를 일반 형광측정기를 통해 확인하면 감염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것이다.

연구진이 코로나19 바이러스를 대상으로 실험한 결과, 50분 만에 진단이 가능했고, 3시간이 지난 후에는

유전자증폭(PCR) 검사 수준 정확도로 진단할 수 있음이 확인됐다. 

연구책임자인 임은경 박사는 "현재의 단점을 보완해 간단한 방법으로 정확성을 높인 형광 검출을 가능하

게 한 것이 특징"이라며 "이번 연구는 코로나19 바이러스와 반응하는 수용체를 사용했지만 이를 응용하

면 다른 감염병 진단과 치료제 개발에도 적용이 가능할 것"이라고 말했다. 

 

|

http://www.daejonilbo.com/
http://www.daejonilbo.com/news/articleList.html?sc_section_code=S1N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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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 성과는 화학공학 분야의 세계적인 저널인 Chemical engineering journal 3월 31일자 온라인 판에

게재됐다. 

한편 이 연구는 과기정통부(한국연구재단) 원천기술개발사업, 이공분야기초연구사업, 글로벌프론티어

연구개발사업, 반도체공정기반나노메디컬디바이스 개발사업, 산자부 알키미스트 프로젝트, NST 창의형

융합연구사업, 환경부 환경기술개발사업, 생명연 주요사업의 지원으로 수행됐다. 

ACE2 모방 펩타이드 기반 나노 프로브를 통한 코로나19 양성 환자의 개략적 판별 과정. 감염병 판별 모식도=
생명연 제공

 

정인선 기자 jis@daejonilbo.com

저작권자 © 대전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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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 바이러스 만나면 빛이 난다
2022.05.03 13:09

 

국내 연구진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COVID-19·코로나19)에 대한 기존 유전자증폭(PCR)

검사와 신속항원검사의 단점을 보완한 새로운 감염병 진단기술을 개발했다. 코로나19를 비롯

한 감염병 진단 기기와 치료제 개발에도 응용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한국생명공학연구원의 임은경 바이오나오연구센터 선임연구원과 김명희 대사제어연구센터 책

임연구원 연구팀은 병원균이 체내로 침투 시 감염통로로 이용하는 단백질(ACE2)을 활용한 바

이러스 간편 검출 센서를 개발했다고 3일 밝혔다.

 

현재 코로나19 진단방식으로 사용되는 PCR 검사는 정확하지만 많은 시간과 고가의 장비가 있

어야 하는 단점이 있다. 또 신속항원검사는 정확성이 높지 않은 단점이 있어서 간편하면서도

신뢰성 높은 진단기술이 필요한 상황이다.

 

연구팀은 ACE2 수용체를 검출 매개체로 활용하는 방안을 택했다. 코로나19 바이러스의 스파이

크 단백질이 우리 몸의 ACE2 수용체와 결합하며 침투하는 기전을 활용한 것이다.

 

연구팀이 만든 ACE2 모방 화합물(안지오텐신전환효소 2 모방 펩타이드)는 코로나19 바이러스와 결합 시 형광 현상이 나타나 형광측정

기로 바이러스의 유무를 확인할 수 있다. 한국생명공학연구원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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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팀은 ACE2를 모방한 화합물을 만들고, 바이러스와 결합하면 형광 현상이 나타나는 진단

센서를 개발했다. 이 형광 현상의 구체적 명칭은 '형광 공명 에너지 전달'이다. 발산하는 빛의 파

장이 서로 다른 2개의 형광 단백질을 바이오센서로 사용한다. 이 형광 단백질들이 공명을 통해

에너지를 교환할 때, 두 형광 단백질이 발산하는 신호가 보강 간섭해 증폭된다.

 

이를 일반 형광측정기로 확인하면 감염 여부를 확인할 수 있다. 연구팀이 코로나19 바이러스를

대상으로 한 실험에서 50분만에 진단이 가능했으며, 3시간 지난 후엔 PCR 검사 수준의 정확성

이 높은 진단이 가능했다.

 

임 선임연구원은 “이번 연구는 코로나19 바이러스와 반응하는 수용체를 사용했지만 이를 응용

하면 다른 감염병 진단과 치료제 개발에도 적용이 가능할 것”이라고 밝혔다. 연구결과는 ‘화학

공학저널’ 지난 3월 31일자에 게재됐다.

서동준 기자 bios@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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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CR·신속항원 장점만… 감염병 진단센서 개발

이준기 기자 bongchu@dt.co.kr | 입력: 2022-05-03 14:02 | 수정: 2022-05-03 19:35

생명연, 형광측정기로 50분만에 검출

한국생명공학연구원은 바이러스 침투 시 감염 통로로 이용하는 단백질(ACE2)을 활용한 '바이러스 간

편 센서' 기술을 개발했다. 생명연 제공

PCR(유전자증폭) 검사와 항원 항체검사의 단점을 보완해 검출 정확도를 높일 수 있는 새로운 감염병 진단기술

이 나왔다.

한국생명공학연구원은 임은경·김명희 박사 연구팀이 병원균이 체내로 침입하는 감염 통로를 이용하는 단백질

(ACE2)을 활용한 '바이러스 간편 검출 센서'를 개발했다고 3일 밝혔다.

현재 코로나19와 같은 감염병 진단은 PCR(중합효소 연쇄반응)을 통한 분자진단법을 널리 활용하고 있지만,

많은 시간과 고가의 장비를 필요로 한다. 이 같은 단점을 보완하기 위해 항원항체반응을 이용한 신속항원 진단

검사가 쓰이고 있으나, 정확도가 높지 않다는 문제가 있다.

연구팀은 코로나 바이러스의 스파이크 단백질이 우리 몸의 ACE2 수용체를 통해 침투해 감염되는 기전을 활용

했다. ACE2 수용체를 모방한 화합물을 만든 후, 이 화합물이 감염병 바이러스와 결합하면 형광 현상을 내는 진

단 센서를 개발했다. 이 센서는 형광 공명에너지 전이현상을 적용한 ACE2 모방 화합물이 바이러스에 반응하면

형광 정도가 증가하도록 설계돼 일반 형광측정기를 통해 감염 여부를 확인할 수 있다.

연구팀은 진단 센서를 코로나 바이러스에 적용한 결과 50분 경과 이후부터 진단에 성공했고, 3시간 후에는

PCR 수준의 진단이 가능하다는 것을 확인했다.이준기기자

[저작권자 ⓒ디지털타임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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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종 감염병 50분만에 진단 키트기술 개발…생명연 "95%
정확도"
입력 2022/05/03 12:00

0

감염병(코로나19) 판별 모식도

신·변종 감염병을 50분 만에 높은 정확도로 가려낼 수 있는 진단키트 기술이 국내에

서 개발됐다.
 

3일 한국생명공학연구원에 따르면 임은경·김명희 박사 연구팀은 체내로 침투하는 병

원균이 감염통로로 이용하는 단백질 ACE2를 활용해 바이러스 간편 검출 센서를 개발

했다.
 

이 센서는 감염병 바이러스가 ACE2를 모방한 화합물과 결합하면 빛을 발한다.
 

코로나19 바이러스를 대상으로 실험한 결과, 50분 만에 유전자증폭(PCR) 검사의 95%

수준 정확도로 진단하는 데 성공했다.
 

현재 감염병 진단 표준으로 활용하는 PCR 검사를 위해서는 많은 시간과 고가의 장비

가 필요하다.
 

보완책으로 항원항체반응을 이용한 진단검사가 이용되고 있으나 정확성이 높지 않은

https://m.mk.co.kr/news/society/view/2022/05/392204/#reply
https://m.mk.co.kr/news/imageViewer/2022/39220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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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황이다.

임은경 박사는 "PCR 검사법과 항원항체 검사법의 단점을 보완했다"며 "이번 연구는

코로나19 바이러스를 대상으로 진행했지만, 다른 신·변종 감염병 진단과 치료제 개발

에도 적용할 수 있다"고 말했다.
 

이번 연구 성과는 지난 3월 국제학술지 '화학공학 저널' 온라인판에 게재됐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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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편 검출 센서' 개발 국내 연구진 "PCR ·항원 검사 단점
보완"
이유림 기자  / 기사작성 : 2022�05�03 15�37�31

▲ 감염병(코로나19) 판별 모식도 (사진, 한국생명공학연구원 제공)

[매일안전신문=이유림 기자] 기존 코로나 검사 방법의 단점을 보완한 센서를 국내 의료진이

개발했다. 센서 개발을 위해 진행한 연구를 응용하면 다른 신종 감염병 진단에도 활용할 수 있

을 것이란 설명이다.

3일 한국생명공학연구원에 따르면 임은경·김명희 박사 공동 연구팀은 병원균이 체내로 침투

시 감염 통로로 이용하는 단백질 ‘ACE2’을 활용해 바이러스 간편 검출 센서를 개발했다.

연구팀은 SARS�CoV�2 바이러스의 스파이크 단백질이 우리 몸의 ACE2 수용체를 통해 침투

해 감염되는 코로나19의 기전을 활용해 ACE2를 모방한 화합물을 만들어 감염병 바이러스와

결합하면 형광 현상이 일어나는 진단 센서를 내놨다.

센서는 형광 공명에너지 전이 현상을 적용한 ACE2 모방 나노 프로브가 바이러스에 반응하면

형광 정도가 증가하도록 설계했다. 이를 일반 형광측정기를 통해 확인하면 감염 여부를 확인

할 수 있다.

https://idsn.co.kr/
https://idsn.co.kr/news/newsList.php/181941312
https://idsn.co.kr/news/newsList.php/1819413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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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 바이러스를 대상으로 테스트 결과, 50분 경과 시부터 진단에 성공했으며 3시간 경

과부터는 PCR검사 수준의 95% 정확도로 진단이 가능함을 확인했다.

임 박사는 “현재 바이러스 감염환자를 선별할 때 사용하는 분자진단법(PCR검사)과 면역학적

방법(항원항체검사)의 단점을 보완하며 간단한 방법으로 정확성을 높였다”며 “이번 연구는

코로나19 바이러스와 반응하는 수용체를 사용했지만 이를 응용하면 다른 감염병 진단과 치료

제 개발에도 적용 가능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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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명硏, 50분만에 진단 가능한 코로나19 검출 센서 개발
남연희 기자  / 기사작성 : 2022-05-03 17:39:05

▲ ACE2 모방 펩타이드 기반 나노 프로브를 통한 코로나19 양성 환자의 개략적 판별 과정

(사진=한국생명공학연구원 제공)

[메디컬투데이=남연희 기자] 국내 연구진이 기존의 PCR 검사와 항원 항체 검사의 단점을 보완한 새로운 감

염병 진단기술을 개발했다. 

한국생명공학연구원 임은경‧김명희 박사 공동 연구팀이 병원균이 체내로 침투 시 감염통로로 이용하는 단백

질(Angiotensin-converting enzyme 2, ACE2)을 활용한 바이러스 간편 검출 센서를 개발했다고 3일 밝혔다. 

이를 통해 코로나19를 비롯한 감염병 진단 기기 및 치료제 개발에 응용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코로나19를 통해 경험한 바와 같이, 감염병 대응에는 신속하고 정확한 진단으로 추가 확산을 방지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 

현재 감염병 진단은 PCR(polymerase chain reaction, 중합효소 연쇄 반응)을 통한 분자진단법을 표준으로 하

고 있지만 많은 시간과 고가의 장비가 있어야 하는 등의 단점이 있다. 

보완책으로 항원항체반응을 이용한 진단검사가 이용되고 있으나 정확성이 높지 않은 단점이 있어, 간편하면

서 신뢰성 높은 진단기술에 대한 수요가 높은 실정이다. 

응용 시 다른 신‧변종 감염병 진단 및 치료제 개발 적용 가능

https://mdtoday.co.kr/
https://mdtoday.co.kr/news/newsList.php/181942523
https://mdtoday.co.kr/news/newsList.php/181965706
mailto:ralph0407@md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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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 다양한 방법의 진단기술에 관한 연구가 진행되고 있으며, 그중 하나가 ACE2 수용체를 검출 매개체로

하는 방법이다. 코로나19는 SARS-CoV-2 바이러스의 스파이크 단백질이 우리 몸의 ACE2 수용체를 통해 침

투하여 감염되게 하는데, 이런 기전을 활용하는 것이다. 

연구팀은 ACE2를 모방한 화합물(peptide)을 만들고, 감염병 바이러스와 결합하면 형광 현상이 나타나는 진

단 센서를 개발했다. 

센서는 형광 공명에너지 전이 현상(Fluorescence Resonance Energy Transfer, FRET)을 적용한 ACE2 모방 나

노 프로브가 바이러스에 반응하면 형광 정도가 증가하도록 설계됐으며, 이를 일반 형광측정기를 통해 확인

하면 감염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것이다. 

실제로 연구팀은 코로나 바이러스를 대상으로 한 테스트에서, 50분 경과 시부터 진단에 성공했으며, 3시간

지난 후엔 PCR 수준의 진단이 가능했다. 

연구책임자인 임은경 박사는 “현재 바이러스 감염환자를 선별할 때 사용하는 분자진단법(PCR 검사)과 면역

학적 방법(항원 항체 검사)의 단점을 보완해 간단한 방법으로 정확성을 높인 형광 검출을 가능하게 한 것이

우수하다”며 “이번 연구는 코로나19 바이러스와 반응하는 수용체를 사용했지만 이를 응용하면 다른 감염병

진단과 치료제 개발에도 적용이 가능할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과기정통부(한국연구재단) 원천기술개발사업, 이공분야기초연구사업, 글로벌프론티어 연구개발사업, 반

도체공정기반나노메디컬디바이스 개발사업, 산자부 알키미스트 프로젝트, NST 창의형 융합연구사업, 환경부

환경기술개발사업, 생명연 주요사업의 지원으로 수행된 이번 연구의 결과는 화학공학 분야의 세계적인 저널

인 Chemical engineering journal(IF 13.273) 3월 31일자 온라인 판에 게재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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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생명공학연구원 "코로나19 등 신‧변종 감염병 진단기

술 개발"

바이러스 수용체 이용한 코로나19 검출 센서 개발…50분 만에 진단 가능

▲감염병(코로나19) 판별 모식도(ACE2 모방 펩타이드 기반 나노 프로브를 통한 코로나19 양성 환자의

개략적 판별 과정)

 

 

국내 연구진이 기존의 PCR 검사와 항원 항체 검사의 단점을 보완한 새로운 감염병 진단기술을

개발하였다.

한국생명공학연구원(원장 김장성, 이하 생명연) 임은경·김명희 박사 공동 연구팀은 병원균이 체내로

침투 시 감염통로로 이용하는 단백질(Angiotensin-converting enzyme 2, 이하 ACE2)을 활용한

바이러스 간편 검출 센서를 개발하였다고 밝혔다.

이를 통해 코로나19를 비롯한 감염병 진단 기기 및 치료제 개발에 응용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코로나19를 통해 경험한 바와 같이, 감염병 대응에는 신속하고 정확한 진단으로 추가 확산을 방지하는

권혁진 기자 hjkwon@yaku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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것이 매우 중요하다. 현재 감염병 진단은 PCR(polymerase chain reaction, 중합효소 연쇄 반응)을

통한 분자진단법을 표준으로 하고 있지만 많은 시간과 고가의 장비가 있어야 하는 등의 단점이 있다.

보완책으로 항원항체반응을 이용한 진단검사가 이용되고 있으나 정확성이 높지 않은 단점이 있어,

간편하면서 신뢰성 높은 진단기술에 대한 수요가 높은 실정이다.

현재 다양한 방법의 진단기술에 관한 연구가 진행되고 있으며, 그중 하나가 ACE2 수용체를 검출

매개체로 하는 방법이다. 코로나19는 SARS-CoV-2 바이러스의 스파이크 단백질이 우리 몸의 ACE2

수용체를 통해 침투하여 감염되게 하는데, 이런 기전을 활용하는 것이다.

연구팀은 ACE2를 모방한 화합물(peptide)을 만들고, 감염병 바이러스와 결합하면 형광 현상이

나타나는 진단 센서를 개발하였다.

센서는 형광 공명에너지 전이 현상(Fluorescence Resonance Energy Transfer, FRET)을 적용한

ACE2 모방 나노 프로브가 바이러스에 반응하면 형광 정도가 증가하도록 설계되었으며, 이를 일반

형광측정기를 통해 확인하면 감염 여부를 확인할 수 있다.

실제로 연구팀은 코로나바이러스를 대상으로 한 테스트에서, 50분 경과 시부터 진단에 성공했으며,

3시간 지난 후엔 PCR 수준의 진단이 가능하였다.

연구책임자인 임은경 박사는 “현재 바이러스 감염환자를 선별할 때 사용하는 분자진단법(PCR 검사)과

면역학적 방법(항원 항체 검사)의 단점을 보완하여 간단한 방법으로 정확성을 높인 형광 검출을 가능하게

한 것이 우수하다”라며, “이번 연구는 코로나19 바이러스와 반응하는 수용체를 사용하였지만 이를

응용하면 다른 감염병 진단과 치료제 개발에도 적용이 가능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번 연구는 화학공학 분야의 세계적인 저널인 Chemical engineering journal(IF 13.273) 3월 31일

자 온라인판에 게재되었으며,(논문명 : FRET-based hACE2 receptor mimic peptide conjugated

nanoprobe for simple detection of SARS-CoV-2 / 교신저자 : 임은경·김명희 박사 / 제1저자 :

박병훈 박사)

과기정통부(한국연구재단) 원천기술개발사업, 이공분야기초연구사업, 글로벌프론티어 연구개발사업,

반도체공정기반나노메디컬디바이스 개발사업, 산자부 알키미스트 프로젝트, NST 창의형

융합연구사업, 환경부 환경기술개발사업, 생명연 주요사업의 지원으로 수행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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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명硏��바이러스�수용체�이용한

�코로나19�검출센서��개발
 세종 윤국열 기자  승인 2022.05.04 08:50

임은경‧김명희�박사팀��테스트�50분만에�진단가능

감염병�코로나19� 판별 모식도�출처=생명연�

기존의�PCR�유전자�증폭검사�과�항원�항체검사�단점을�보완한�새로운�감염병�진단기술이�개발됐다�

한국생명공학연구원�임은경‧김명희�박사�공동�연구팀은�병원균이�체내로�침투시�감염통로로�이용하는�단백

질�ACE2�을�활용한�바이러스�간편�검출센서를�개발했다고�4일�밝혔다�

현재�감염병�진단은�PCR�중합효소�연쇄�반응�을�통한�분자진단법을�표준으로�삼고�있지만�많은�시간은�물론

고가의�장비를�갖춰야�하는�단점이�있다��이에�대한�보완책으로�항원항체반응을�이용한�진단검사가�이용되고

있으나�정확성이�높지�않아�간편하고�신뢰성�높은�진단기술에�대한�수요가�높은�실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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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다양한�방법의�진단기술에�관한�연구가�진행되고�있는�가운데�ACE2�수용체를�검출�매개체로�하는�방법

이�부각되고�있다��이에�연구팀은�ACE2를�모방한�화합물을�만들고�감염병�바이러스와�결합하면�형광�현상이

나타나는�진단센서를�개발했다�

진단센서는�형광�공명에너지�전이현상�FRET�을�적용한�ACE2�모방�나노�프로브가�바이러스에�반응하면�형광

정도가�증가하도록�설계됐다��이를�일반�형광측정기를�통해�확인하면�감염�여부�확인이�가능하다�

실제로�연구팀은�코로나19�바이러스를�대상으로�한�테스트에서�50분�경과시�진단에�성공한�가운데�약�3시간

이�지난�후엔�PCR�수준의�진단이�가능했다�

임은경�박사는��현재�바이러스�감염환자를�선별할�때�사용하는�PCR�검사와�항원�항체검사�의�단점을�보완해

간단한�방법으로�정확성을�높인�형광검출을�가능하게�한�것이�우수하다�면서��이번�연구는�코로나19�바이러

스와�반응하는�수용체를� 사용했지만� 이를�응용하면� 다른�감염병�진단과�치료제�개발에도�적용이� 가능할

것�이라고�말했다�

세종 윤국열 기자 kyyun33@econovill�com

저작권자 © 이코노믹리뷰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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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명연��코로나19�등�신�변종�감염병��50분�내��진단기술
개발

<감염병�코로나19��판별�모식도>

국내�연구진이�기존�P �검사와�항원�항체�검사�단점을�보완한�새로운�감염병�진단기술을�개발했다��

�

한국생명공학연구원은�임은경김명희�박사�공동�연구팀이�병원균�체내�침투�시�감염통로로�이용하는�단백질�ACE2�을�활용��바이러스

간편�검출�센서를�개발했다고�밝혔다��

�

이를�통해�코로나19를�비롯한�감염병�진단�기기�및�치료제�개발에�응용될�수�있을�것으로�기대되고�있다��

�

현재�감염병�진단은�PCR을�통한�분자진단법을�표준으로�하지만��많은�시간과�고가�장비가�있어야�하는�등�단점이�있다��

�

보완책으로�항원항체반응을�이용한�진단검사가�이용되나�정확성이�높지�않은�단점이�있다��간편하면서�신뢰성�높은�진단기술�수요가

높은�실정이다��

�

현재�다양한�방법의�진단기술�관련�연구가�진행되고�있으며��그중�하나가�ACE2�수용체를�검출�매개체로�하는�방법이다��

�

코로나19는� RS�CoV�2�바이러스의�스파이크�단백질이�우리�몸�ACE2�수용체를�통해�침투하여�감염되게�하는데��이런�기전을

활용하는�것이다��

�

연구팀은�ACE2를�모방한�화합물을�만들고��감염병�바이러스와�결합하면�형광�현상이�나타나는�진단�센서를�개발했다��

�

센서는�형광�공명에너지�전이�현상�FRET�을�적용한�ACE2�모방�나노�프로브가�바이러스에�반응하면�형광�정도가�증가하도록

설계됐으며��이를�일반�형광측정기를�통해�확인하면�감염�여부를�확인할�수�있는�것이다��

�

실제로�연구팀은�코로나�바이러스를�대상으로�한�테스트에서��50분�경과�시부터�진단에�성공했으며��3시간�지난�후엔�PCR�수준의

진단이�가능했다��

�

임은경�박사는��현재�바이러스�감염환자를�선별할�때�사용하는�분자진단법�PCR�검사�과�면역학적�방법�항원�항체�검사��단점을�보완해

간단한�방법으로�정확성을�높인�형광�검출을�가능하게�한�것이�우수하다�며��이번�연구는�코로나19�바이러스와�반응하는�수용체를

사용하였지만�이를�응용하면�다른�감염병�진단과�치료제�개발에도�적용이�가능할�것�이라고�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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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명연, 코로나19 등 신‧변종 감염병 진단기술
개발
 김태진 기자  승인 2022.05.03 12:00

코로나19 판별 모식도(사진=한국생명공학연구원)

[충남일보 김태진 기자] 국내 연구진이 기존의 중합효소 연쇄 반응(PCR) 검사와 항원 항체 검사의 단점

을 보완한 새로운 감염병 진단기술을 개발했다.

한국생명공학연구원(KRIBB) 임은경‧김명희 박사 공동 연구팀은 병원균이 체내로 침투 시 감염통로로 이

용하는 단백질(ACE2)을 활용해 바이러스 간편 검출 센서를 개발했다고 3일 밝혔다.

연구팀은 이 기술이 코로나19를 비롯한 감염병 진단기기와 치료제 개발에 응용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했

다.

현재 감염병 진단은 PCR을 통한 분자진단법을 표준으로 하고 있지만 많은 시간과 고가의 장비가 있어야

하는 등의 단점이 있다.

보완책으로 항원항체반응을 이용한 진단검사가 이용되고 있으나 정확성이 높지 않아 간편하면서 신뢰성

높은 진단기술에 대한 수요가 높은 상황이다.

이와 관련, 현재 다양한 방법의 진단기술에 관한 연구가 진행되고 있으며 이 중 하나가 ACE2 수용체를

검출 매개체로 하는 방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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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를 들면 코로나19는 SARS-CoV-2 바이러스의 스파이크 단백질이 우리 몸의 ACE2 수용체를 통해 침

투해 감염되게 하는데 이런 기전을 활용하는 것이다.

이에 연구팀은 ACE2를 모방한 화합물(peptide)을 만들고, 감염병 바이러스와 결합하면 형광 현상이 나

타나는 진단 센서를 개발했다.

개발된 센서는 형광 공명에너지 전이 현상(FRET)을 적용한 ACE2 모방 나노 프로브가 바이러스에 반응

하면 형광 정도가 증가하도록 설계돼 이를 일반 형광측정기를 통해 확인하면 감염 여부를 확인할 수 있

다.

연구팀은 코로나 바이러스를 대상으로 한 검사에서 50분 경과 시부터 진단에 성공했으며, 3시간 지난 후

엔 PCR 수준의 진단이 가능했다고 밝혔다.

임은경 박사

임은경 박사는 “이번 연구는 코로나19 바이러스와 반응하는 수용체를 사용했지만 이를 응용하면 다른 감

염병 진단과 치료제 개발에도 적용이 가능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번 연구 성과는 화학공학 분야의 세계적인 저널인 ‘케미컬 엔지니어링 저널(Chemical engineering

journal)’ 온라인 판에 지난 3월31일 실렸다.

김태진 기자 memory444444@nate.com

저작권자 © 충남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이성현 기자 |   승인 2022.05.03 13:15

HOME   경제/건설/과학

생명연, 코로나19 등 신·변종 감염병 진단기술 개발

나노 프로브가 SARS-CoV-2 바이러스 표면의 스파이크 단백질과 상호작용한 후 형광 방출 개념도

[충청뉴스 이성현 기자] 국내 연구진이 기존 PCR 검사와 항원 항체 검사의 단점을 보완한

새로운 감염병 진단기술을 개발했다.

한국생명공학연구원은 임은경·김명희 박사 연구팀이 병원균이 체내로 침투 시 감염통로

로 이용하는 단백질(ACE2)을 활용한 바이러스 간편 검출 센서를 개발했다고 3일 밝혔다.

이를 통해 코로나19를 비롯한 감염병 진단 기기 및 치료제 개발에 응용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코로나19를 통해 경험한 바와 같이, 감염병 대응에는 신속하고 정확한 진단으로 추가 확

산을 방지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

현재 감염병 진단은 PCR(중합효소 연쇄 반응)을 통한 분자진단법을 표준으로 하고 있지

만 많은 시간과 고가의 장비가 있어야 하는 등 단점이 있다.

보완책으로 항원항체반응을 이용한 진단검사가 이용되고 있으나 정확성이 높지 않은 단

점이 있어, 간편하면서 신뢰성 높은 진단기술에 대한 수요가 높은 실정이다.

현재 다양한 방법의 진단기술에 관한 연구가 진행되고 있으며, 그중 하나가 ACE2 수용체

를 검출 매개체로 하는 방법이다.

코로나19는 SARS-CoV-2 바이러스의 스파이크 단백질이 우리 몸의 ACE2 수용체를 통해

침투해 감염되게 하는데, 이런 기전을 활용하는 것이다.

http://www.ccnnews.co.kr/
http://www.ccnnews.co.kr/news/articleList.html?sc_section_code=S1N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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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팀은 ACE2를 모방한 화합물(peptide)을 만들고, 감염병 바이러스와 결합하면 형광 현

상이 나타나는 진단 센서를 개발하였다.

센서는 형광 공명에너지 전이 현상을 적용한 ACE2 모방 나노 프로브가 바이러스에 반응

하면 형광 정도가 증가하도록 설계됐으며, 이를 일반 형광측정기를 통해 확인하면 감염

여부를 확인할 수 있다.

실제로 연구팀은 코로나 바이러스를 대상으로 한 테스트에서, 50분 경과 시부터 진단에

성공했으며, 3시간 지난 후엔 PCR 수준의 진단이 가능했다.

임은경 박사는 “연구에서 코로나19 바이러스와 반응하는 수용체를 사용했지만 이를 응용

하면 다른 감염병 진단과 치료제 개발에도 적용이 가능할 것”이라고 전망했다.

저작권자 © 충청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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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명연구원��새�감염병�진단기술�개발 
코로나�테스트�50분�경과�진단�성공 
에너지연��코로나�99%�사멸�필터 
개발�성공해�올해부터�상용화�준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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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키는�진단�검출�기술�개발에�박차를�가하고�있다� 

한국생명공학연구원�연구진은�기존�PCR�검사와�항원�항체�검사의�단점을�보완한�새로운�감염병�진단기술을

개발했다� 

임은경�김명희�박사�공동�연구팀은�병원균이�체내로�침투할�경우��감염통로로�이용하는�단백질�ACE2�을�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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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한�바이러스�간편�검출�센서를�개발해�냈다� 

이를�통해�코로나19를�비롯한�감염병�진단�기기�및�치료제�개발에�응용될�수�있을�것으로�기대된다� 

현재�감염병�진단은�PCR�중합효소�연쇄�반응�을�통한�분자진단법을�표준으로�하고�있지만�많은�시간과�고가

의�장비가�있어야�하는�등의�단점이�있다� 

단점을�보완한�연구팀은�코로나�바이러스를�대상으로�한�테스트에서�50분�경과�시부터�진단에�성공했다��또�3

시간�후엔�PCR�수준의�진단이�가능하다는�것을�확인했다� 

이와�함께�한국에너지기술연구원은�코로나�바이러스�99%�사멸시키는�필터를�개발해�올해부터�시판을�앞두

고�있다� 

에너지ICT융합연구단은�광열효과를�기반한�헤파필터를�개발했다��필터를�이용한�실험에선�포집된�코로나와

같은�바이러스�세균을�99�9%�사멸시키고��포집된�필터에서�발생�가능한�바이러스의�2차�증식을�원천적으로

차단�가능한�것을�확인�할�수�있었다� 

해당�기술은�시스템을�모듈�형태로�제작해�환기�시스템�전문�업체인�크린테크㈜에�기술�이전�돼�상용화를�준

비�중이다� 

한편�국가수리과학연구소는�오는�6일��신�변종�감염병�대응에서의�수리모델링�역할과�비전�을�주제로�워크숍

을�개최하기로�했다� 

이날�워크숍에선�미래사회�대비�감염병�수리모델�연구기관�설립의�필요성��감염병�유행예측의�한계와�협업�

코로나19�연구협력�소개�등에�대한�주제�발표가�진행될�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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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생명연구원

국내 연구진이 PCR(유전자증폭) 검사와 항원 항체검사의 단점을 보완해 검출 정확도를 높일 수 있는 새로운 감염병

진단기술을 개발했다.

3일 한국생명공학연구원은 단백질(ACE2)을 활용한 바이러스 간편 검출 센서를 개발했다고 밝혔다.

임은경·김명희 박사 공동 연구팀이 개발한 새로운 진단 기술은 병원균이 체내로 침투 시 감염통로로 이용하는 ACE2

수용체를 활용한다. 코로나19 바이러스는 SARS-CoV-2 바이러스의 스파이크 단백질이 우리 몸의 ACE2 수용체를

통해 침투하면서 감염된다.

연구진은 이런 기전을 활용, ACE2를 모방한 화합물(peptide)을 만들고 이를 감염병 바이러스와 결합하면 형광 현

상이 나타나는 진단 센서를 개발하는 데 성공했다.

현재 감염병 진단에 활용되는 PCR(polymerase chain reaction, 중합효소 연쇄 반응)은 결과가 나오기까지 다소

오랜 시간이 들고 고가의 장비가 필요하다는 단점이 있다. 이에 항원항체반응을 이용한 진단검사가 이용되고 있으나

이마저도 정확성이 낮다는 문제가 있다.

연구팀이 개발한 센서는 형광 공명에너지 전이 현상(Fluorescence Resonance Energy Transfer, FRET)을 적용

한 ACE2 모방 나노 프로브가 바이러스에 반응하면 형광 정도가 증가하도록 설계됐다. 이를 일반 형광측정기를 통해

확인하면 감염 여부를 확인할 수 있다.

특히, 연구진은 코로나19 바이러스를 대상으로 실험한 결과, 50분 만에 진단이 가능했고, 3시간이 지난 후에는 유전

자증폭(PCR) 검사 수준 정확도로 진단할 수 있음이 확인됐다고 강조했다.

한편, 이번 연구 성과는 화학공학 분야의 세계적인 저널인 Chemical engineering journal 3월 31일자 온라인 판

에 게재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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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0분이면 충분＂…`정확도 95%` 진단키트 ...

신·변종 감염병을 50분 만에 가려낼 수 있는 진단키트 기술이 국내에서 개발됐다. 

3일 한국생명공학연구원에 따르면 임은경·김명희 박사 연구팀은 체내로 침투하는 병원균이

감염통로로 이용하는 단백질 ACE2를 활용해 바이러스 간편 검출 센서를 개발했다. 

이 센서는 감염병 바이러스가 ACE2를 모방한 화합물과 결합하면 빛을 발한다. 

코로나19 바이러스를 대상으로 실험한 결과, 50분 만에 유전자증폭(PCR) 검사의 95% 수준

정확도로 진단하는 데 성공했다. 

현재 감염병 진단 표준으로 활용하는 PCR 검사를 위해서는 많은 시간과 고가의 장비가 필요하다.

보완책으로 항원항체반응을 이용한 진단검사가 이용되고 있으나 정확성이 높지 않은 상황이다. 

임은경 박사는 "PCR 검사법과 항원항체 검사법의 단점을 보완했다"며 "이번 연구는 코로나19

바이러스를 대상으로 진행했지만, 다른 신·변종 감염병 진단과 치료제 개발에도 적용할 수 있다"고

말했다. 

이번 연구 성과는 지난 3월 국제학술지 `화학공학 저널` 온라인판에 게재됐다. 

(사진=연합뉴스) 

한국경제TV 디지털뉴스부 김현경 기자 khkkim@wowtv.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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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광색보이면 양성” 단백질 센서로 신변종 바이러스 잡아낸다

2022-05-03 14:19

ACE2 모방 펩타이드 기반 나노 프로브를 통한 코로나19 양성 환자의 개략적 판별 과정.[한국생명공학연구

[헤럴드경제=구본혁 기자] 국내 연구진이 기존 PCR 검사와 항원 항체 검사의 단점을 보완한 새로

운 감염병 진단기술 개발에 성공했다.

한국생명공학연구원 임은경‧김명희 박사 공동 연구팀은 병원균이 체내로 침투 시 감염통로로 이

용하는 단백질(ACE2)을 활용한 바이러스 간편 검출 센서를 개발했다고 3일 밝혔다.

현재 감염병 진단은 PCR(중합효소 연쇄 반응)을 통한 분자진단법을 표준으로 하고 있지만 시간이

오래걸리고 비용이 비싸다.

또 항원항체반응 진단검사는 PCR보다 간편하지만 정확성이 높지 않다는 것이 단점으로 지적된

다.

연구팀은 SARS-CoV-2 바이러스의 스파이크 단백질이 우리 몸의 ACE2 수용체를 통해 침투하여

감염되는 기전에 주목했다.

연구팀은 ACE2를 모방한 화합물을 만들고, 감염병 바이러스와 결합하면 형광 현상이 나타나는 진

단 센서를 개발했다.

이 센서는 형광 공명에너지 전이 현상을 적용한 ACE2 모방 나노 프로브가 바이러스에 반응하면

형광 정도가 증가하도록 설계되었으며, 이를 일반 형광측정기를 통해 확인하면 감염 여부를 확인

할 수 있는 것이다.

실제 연구팀은 코로나 바이러스를 대상으로 한 테스트에서, 50분 경과 시부터 진단에 성공했으며,

3시간 지난 후엔 PCR 수준의 정확한 진단이 가능했다.

임은경 박사는 “현재 바이러스 감염환자를 선별할 때 사용하는 PCR 검사와 항원항체검사의 단점

을 보완해 간단한 방법으로 정확성을 높인 형광 검출을 가능하게 한 것”이라며 “이번 연구는 코로

나19 바이러스와 반응하는 수용체를 사용하였지만 이를 응용하면 다른 감염병 진단과 치료제 개

발에도 적용이 가능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번 연구결과는 화학공학 분야 국제학술지 ‘케미컬 엔지니어링 저널’ 3월 31일자 온라인판에 게

재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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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0분 만에 진단 가능 

다른 신‧변종 감염병 진단 및 치료제 개발 적용 가능

바이러스 수용체(ACE2) 이용한 코로나19 검출 센서 개발

김한결 기자 eco@ecomedia.co.kr | 2022-05-03 10:06:07

▲ 감염병(코로나19) 판별 모식도 <제공=한국생명공학연구원>

[이미디어= 김한결 기자] 한국생명공학연구원(원장 김장성, 이하 생명연) 임은경‧김명희 박

사 공동 연구팀은 병원균이 체내로 침투 시 감염통로로 이용하는 단백질(Angiotensin-

converting enzyme 2, 이하 ACE2)을 활용한 바이러스 간편 검출 센서를 개발했다고 밝혔다.

이를 통해 코로나19를 비롯한 감염병 진단 기기 및 치료제 개발에 응용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코로나19를 통해 경험한 바와 같이, 감염병 대응에는 신속하고 정확한 진단으로 추가 확산

을 방지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 현재 감염병 진단은 PCR(polymerase chain reaction, 중합

효소 연쇄 반응)을 통한 분자진단법을 표준으로 하고 있지만 많은 시간과 고가의 장비가 있

어야 하는 등의 단점이 있다. 보완책으로 항원항체반응을 이용한 진단검사가 이용되고 있으

나 정확성이 높지 않은 단점이 있어, 간편하면서 신뢰성 높은 진단기술에 대한 수요가 높은

실정이다. 

현재 다양한 방법의 진단기술에 관한 연구가 진행되고 있으며, 그중 하나가 ACE2 수용체를

검출 매개체로 하는 방법이다. 코로나19는 SARS-CoV-2 바이러스의 스파이크 단백질이 우

리 몸의 ACE2 수용체를 통해 침투해 감염되게 하는데, 이런 기전을 활용하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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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노 프로브가 SARS-CoV-2 바이러스 표면의 스파이크 단백질과 상호작용 후 형광 방출 개념도 <제공=한국생명공학연구원>

연구팀은 ACE2를 모방한 화합물(peptide)을 만들고, 감염병 바이러스와 결합하면 형광 현상

이 나타나는 진단 센서를 개발했다. 센서는 형광 공명에너지 전이 현상(Fluorescence

Resonance Energy Transfer, FRET)을 적용한 ACE2 모방 나노 프로브가 바이러스에 반응하면

형광 정도가 증가하도록 설계됐으며, 이를 일반 형광측정기를 통해 확인하면 감염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것이다. 실제로 연구팀은 코로나 바이러스를 대상으로 한 테스트에서, 50분

경과 시부터 진단에 성공했으며, 3시간 지난 후엔 PCR 수준의 진단이 가능했다. 

연구책임자인 임은경 박사는 “현재 바이러스 감염환자를 선별할 때 사용하는 분자진단법

(PCR 검사)과 면역학적 방법(항원 항체 검사)의 단점을 보완해 간단한 방법으로 정확성을 높

인 형광 검출을 가능하게 한 것이 우수하다”면서, “이번 연구는 코로나19 바이러스와 반응하

는 수용체를 사용했지만 이를 응용하면 다른 감염병 진단과 치료제 개발에도 적용이 가능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번 연구는 화학공학 분야의 세계적인 저널인 Chemical engineering journal(IF 13.273) 3

월 31일자 온라인 판에 게재됐으며, 과기정통부(한국연구재단) 원천기술개발사업, 이공분야

기초연구사업, 글로벌프론티어 연구개발사업, 반도체공정기반나노메디컬디바이스 개발사

업, 산자부 알키미스트 프로젝트, NST 창의형 융합연구사업, 환경부 환경기술개발사업, 생명

연 주요사업의 지원으로 수행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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