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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ronavirus disease 19 (COVID-19) is caused by SARS-CoV-2 (Severe Acute Respiratory Syndrome- 
Coronavirus 2). To date, seven coronaviruses that can infect humans were reported. Among them, in-
fections with four coronavirus strains (HCoV-229E, HCoV-OC43, HCoV-NL63, and HCoV-HKU1) re-
sulted in mild symptoms such as common cold, whereas SARS-CoV and MERS-CoV caused severe 
symptoms and epidemics in 2002 and 2012, respectively. In the most recent, SARS-CoV-2 was first 
reported in Wuhan, China in December 2019 and became a notorious cause of the ongoing global pan-
demics. To diagnose, treat, and prevent COVID-19, the development of rapid and accurate diagnostic 
tools, specific therapeutic drugs, and safe vaccines essentially are required. In order to develop these 
powerful tools, it is prerequisite to understand a phenotype, a genotype, and life cycle of SARS-CoV-2. 
Diagnostic techniques have been developing rapidly around world and many countries take the fast 
track system to accelerate approval. Approved diagnostic devices are rapidly growing facing to urgent 
demand to identify carriers. Currently developed commercial diagnostic devices are divided into 
mainly two categories: molecular assay and serological & immunological assay. Molecular assays be-
gins the reverse transcription step following polymerase chain reaction or isothermal amplification. 
Immunological assay targets SARS-CoV-2 antigen or anti-SARS-CoV-2 antibody of samples. In this re-
view, we summarize the phenotype, genome structure and gene expression of SARS-CoV-2 and pro-
vide the knowledge on various diagnostic techniques for SARS-CoV-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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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   론

코로나바이러스(Coronavirus, CoV)는 crown 모양의 바이

러스로서 인간을 비롯한 다양한 동물들에게서 호흡기질환, 장 

질환 등 다양한 질병을 일으키는 것으로 알려진 외피 보유의 

양성 단일가닥 RNA 바이러스이다[25, 49, 60, 61]. 지금까지 

인간에게 감염을 일으키는 것으로 알려진 코로나바이러스인 

HCoV-229E, HCoV-OC43, HCoV-NL63, 그리고 HCoV-HKU1

은 감기 등 비교적 가벼운 호흡기 질환을 유발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53]. 그러나, 대유행(pandemic)을 일으킨 코로나

바이러스는 2002년 SARS-CoV (Severe Acute Respiratory 

Syndrome-Coronavirus), 2012년의 MERS-CoV (Middle East 

Respiratory Syndrome-Coronavirus), 그리고 현재 전세계적

으로 대유행 상태인 2019년 SARS-CoV-2 (Severe Acute 

Respiratory Syndrome-Coronavirus 2)이다[16, 64, 68]. 중국 

우한에서 처음 보고된 SARS-CoV-2는 초기에는 2019-nCoV 

(2019-novel coronavirus)로 불리웠으나, ICTV (International 

Committee on Taxonomy of Viruses)에 속해 있는 Coronavir-

idae Study Group (CSG)이 계통학적, 분류학적 연구결과에 

근거하여 2002년에 대유행한 SARS-CoV와 유사하여 SARS- 

CoV-2로 명명하였다[14]. SARS-CoV-2는 SARS와 염기서열 

유사성이 79.6%이며, 세포 수용체인 ACE2 (Angiotensin-con-

verting enzyme 2)를 동일하게 바이러스 수용체로 이용한다

는 공통점을 가지고 있다[67].

코로나바이러스는 분류학적으로 Nidovirales 목(order), Cor-

onaviridae과(family), 그리고 Coronavirinae 아과(subfamily)에 

속하며 아과는 4개속(genus)으로 다시 나누어 진다[15]. 4개의 

속은 Alphacoronavirus, Betacoronavirus, Gammacoronavirus, 그

리고 Deltacoronavirus로 이루어져 있으며[61, 62], 현재 대유행

중인 SARS-CoV-2를 비롯하여 SARS-CoV, MERS-CoV 모두 

Betacoronavirus 속에 포함된다[5].

전염병의 전파를 방지하는 가장 좋은 방법은 전파원의 감별

과 차단이다. SARS-CoV-2의 경우는 전파력이 아주 뛰어나며, 

무증상 보균자를 통한 확산, 일반 감기와 약한 독감의 증세와 

유사한 임상적 증세로 인한 혼란을 유발함으로 전파원의 감별

과 차단이 쉽지가 않다. 이 때문에 SARS-CoV-2 양성 환자를 

감별하기 위한 정확한 진단검사방법이 필요하며, 여러 국가에

서 조기 진단을 위한 분자진단법을 개발하여 공개하였으며, 

WHO에서도 홈페이지를 통해 각 국가의 진단법을 모아서 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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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A. The structure of SARS-CoV-2 virus

 B. Genomic structure of SARS-CoV-2 virus

Fig. 1. The virion structure and genomic structure of SARS-CoV-2. (A) The schematic of virion structure of SARS-CoV-2 is adopted 

from ref. 39 and slightly modified. (B) The schematic of genomic structure of SARS-CoV-2 is adopted from ref. 29.

개하여 전세계가 공동 대처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58-60]. 

SARS-CoV-2가 보여주고 있는 사상 초유의 전세계적 전파와 

전파속도에 대응하기 위해서는 진단검사 시약 또는 장비의 

보급이 필수적이다. 그러나 의료기기(진단시약 포함)의 제조

와 사용 승인은 임상시험평가를 포함하는 여러 검토 절차에는 

많은 시간이 소요되어 SARS-CoV-2의 전파에 대응하기가 불

가능 하기 때문에 각국에서는 승인에 필요한 소요되는 시간을 

최소한으로 단축시킨 “긴급사용승인(Emergency-Use-Autho-

rization)” 제도를 통해 진단시약을 보급하고 있다[19, 31].

2020년 초에는 몇몇 국가에서만 제공되었던 소수의 진단시

약의 종류가 현재는 백 여종이 넘게 사용승인이 되어 있으며, 

검사 방식도 SARS-CoV-2의 RNA를 표적으로 한 초기의 분자

진단법 외에도 면역혈청학적 방법도 많이 개발되어 있으며, 

진단검사에 소요되는 시간도 짧아지고 있다[3, 7, 9-11, 19, 31, 

65].  또한, 자가 임신진단키트와 같은 현장신속키트도 개발되

어 SARS-CoV-2의 전파를 방지하기 위한 보균자 감별에 사용

되고 있다[19, 31]. 현재 사용되는 진단방법은 크게 두 종류로 

대별된다. 한 종류는 PCR을 기반으로 한 분자진단 검사법과 

다른 종류는 SARS-CoV-2에 감염된 환자가 생산하는 항체와 

SARS-CoV-2 자체의 항원을 검사하는 면역혈청학적 검사법이

다.

따라서, 본 총설에서는 SARS-CoV-2의 phenotype, geno-

type과 이들을 이용한 분자진단법과 면역혈청학적 진단법 중

에서 대표적인 기술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고자 한다.

본   론

SARS-CoV-2의 phenotype

SARS-CoV-2는 외피(envelope)에서 돌출된 spike 단백질이 

둘러 싸여져 있는 crown-like 모양으로 이루어진 바이러스이

다(Fig. 1A). 현재 대유행중인 SARS-CoV-2를 비롯한 코로나바

이러스는 전형적인 외피 보유 바이러스로써 유전체로는 양성 

단일가닥의 RNA를 가지고 있으며, 이 유전체는 N 단백질

(nucleoprotein)과 결합하여 나선형 모양의 nucleocapsid를 외

피(envelope) 안에 가지고 있다[12, 39]. 외피에는 다양한 기능

을 하는 바이러스 단백질이 있으며, 대표적으로 스파이크 단

백질(Spike protein, S), 외피 단백질(Envelope protein, E), 막 

단백질(Membrane protein, M)을 가지고 있으며 일부 코로나 

바이러스는 Hemagglutinin-esterase (HE)를 가지는 경우도 있

다[27, 33].

Spike (S) 단백질은 외피에서 돌출된 단백질로서 세포수용

체인 ACE2와 직접결합함으로써 세포 내로 진입하는데 중요

한 역할을 한다[54]. SARS-CoV-2의 경우 SARS-CoV와 동일하

게 ACE2 수용체를 사용하나 SARS-CoV 보다 수용체에 대한 

높은 친화력을 보여주는 것으로 보고되었다[55]. 또한, S 단백

질은 SARS-CoV-2의 인체 감염 시 항체 생성을 유발하는 대표

적인 항원으로 작용하는 단백질로써, 백신(vaccine) 개발과 치

료제 개발에 매우 중요한 target 단백질이기도 하다[17, 50].

SARS-CoV-2의 E 단백질은 바이러스 외피에 박혀 있는 7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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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9개의 아미노산으로 구성된 작은 integral 단백질로써[4], 바

이러스의 조립(assembly), budding, 외피형성, 병원성 등 바이

러스의 생활사의 여러 단계에 관련이 있다. 따라서, E 단백질

이 결손된 바이러스 입자는 잠재적인 백신의 후보가 될 수도 

있다[45].

SARS-CoV-2의 M (membrane) 단백질은 바이러스 조립에 

있어서 중심적인 역할을 하며, N (nucleocapsid) 단백질 혹은 

E (envelope) 단백질과 공동 발현 시 virus-like particle (VLP)

을 형성할 수 있다[52]. 이러한 SARS-CoV-2의 구조와 단백질

의 기능을 이해하는 것은 진단키트 개발, 치료제 개발, 그리고 

백신개발에 매우 중요하다고 생각된다. 

SARS-CoV-2의 유 체 구조와 유 자 발

SARS-CoV-2의 유전체는 단일가닥의 양성 RNA를 유전체

로 가지고 있으며, 유전체의 크기는 약 26~32 kb로써 RNA 

바이러스로는 유전체의 크기가 두번째 큰 편에 속한다[6, 32]. 

가장 큰 RNA 바이러스는 최근에 보고된 41.1 kb의 유전체를 

가진 planarian secretory cell nidovirus (PSCNV)이다[44]. 코

로나바이러스 중 2000년 이후 대유행한 SARS-CoV, MERS- 

CoV, 그리고 SARS-CoV의 유전체의 크기는 각각 차례대로 

29.7 kb, 30.1 kb, 그리고 29.8 kb이다[36]. 모든 코로나바이러스

의 RNA 유전체구조는 유사하며 RNA는 비구조단백질(Non- 

Structural Protein, NSP)과 구조단백질(Structural Protein, 

SP)을 코드한다[38].

SARS-CoV-2의 RNA 유전체는 mRNA 구조와 동일한 5’- 

cap 구조와 3’-poly(A)를 가지고 있다. 또한, 5’으로부터 약 2/3

를 차지하는 ORF1a/b는 RNA-dependent RNA polymerase 

(RdRp)를 포함한 NSP 16개(NSP1 ~ NSP16)를 코드하며, 그 

후의 3’쪽으로 1/3의 유전체는 S, E, M, N 등의 구조 단백질을 

순서대로 code한다(Fig. 1B). 일단, SARS-CoV-2가 감염되면 

NSP를 코드하는 두개의 ORF (ORF1a, ORF1a/b)로 부터 번역

이 일어난다. ORF1a로부터 번역이 일어나면 약 440~500 kDa

의 polypeptide 1a가 만들어지며, protease에 의해 11개의 NSP

로 만들어진다. ORF1a/b는 ORF1a의 종결 코돈의 바로 앞쪽

에서 -1의 염기 미끄러짐 현상이 생기면서 종결코돈이 작동하

지 못하고 계속 번역이 일어나면서 740~810 kDa의 polypep-

tide 1a/b가 만들어지면 이는 바이러스의 protease에 의해 15

개의 NSP를 생산하게 된다[38, 66]. SARS-CoV-2의 RNA 유전

체를 주형으로 nsp12에 위치하고 있는 RNA-dependent RNA 

polymerase (RdRp)의 작용에 의해 복제와 전사가 이루어 진

다[48]. 복제의 경우 연속적인 음성가닥의 RNA가 중간체로 

만들어지고, 다시 이것을 주형으로 gRNA가 만들어지며 새로 

합성되는 바이러스에 조립된다[20]. 전사의 경우는 비연속적

인 음성가닥의 RNA가 중간체가 만들어지며[20], 구조단백질

(S, E, M, N)과 보조단백질(3a, 6, 7a, 7b, 8, 10)의 주형으로 

다양한 크기의 subgenomic RNA (sgRNA)의 합성이 이루어

진다[43]. 최근 한국인 환자로부터 분리한 SARS-CoV-2의 

transcriptome과 epitranscriptome 분석 결과 canonical sgRNA

와 non-canonical sgRNA에 대한 정확한 연구결과가 보고되었

다[29].

SARS-CoV-2에 대한 정확한 표현형, 유전체, 전사체, life 

cycle 등을 연구하는 것은 COVID-19에 대한 진단법 개발, 치

료제 개발 및 백신 개발에 매우 중요하다고 생각된다.

SARS-CoV-2의 진단방법

병원체의 진단은 항원으로 작용할 수 있는 병원체나 병원체

가 생산하는 분자를 검출하거나 병원체의 항원에 대응하는 

특이항체를 검출함으로서 감염 여부를 확인한다. 분자진단의 

진보로 인하여 병원체의 핵산인 DNA 또는 RNA를 검출하여 

진단하는 핵산검사법 또한 보편화 되어 있다. 유래없이 유병

율이 높은 SARS-CoV-2 진단도 다른 감염성 질환과 마찬가지

로 검사 기준은 검체에서 면역혈청학적인 항원 또는 항체 검

출 그리고 핵산을 검출하는 방법이다. 다음에서 SARS-CoV-2

에 대한 대표적인 핵산검출 진단검사법과 면역혈청학적인 진

단검사법을 소개한다.

SARS-CoV-2의 분자진단(핵산 검출) 검사법

바이러스 검사는 대부분 분자진단법인 핵산검사법을 사용

하며, PCR, RT-PCR, Multiplex PCR, PCR-RFLP 등이 있다[21, 

23, 36, 37]. 이 방법들이 공통적으로 포함하고 있는 단계는 

PCR 단계로서, DNA 증폭을 위해 DNA이중가닥에 열을 가하

여 단일 가닥으로 분리한 후 온도를 낮추어 단일 가닥에 pri-

mer를 결합시킨다. 결합된 primer에서부터 DNA중합효소가 

주형에 상보적인 새로운 단일 가닥을 합성하게 된다. 이 과정

을 여러 번 수행하여 획득한 증폭된 DNA 즉, PCR 산물을 

분석하는 것이다.

Reverse transcription-quantitative real-time PCR 

(RT-quantitative rtPCR)

현재까지 SARS-CoV-2를 검출하는 보편적인 방법은 역전

사 과정 후 정량적 real-time PCR (RT-quantitative rtPCR)로

서 대부분의 국가에서 사용하고 있다[13, 47]. SARS-CoV-2는 

단일사슬로 되어 있는 positive-sense RNA 바이러스로 검사

과정에 reverse transcriptase를 사용하여 cDNA를 만드는 단

계가 필요하다[8]. 검사를 위한 검체는 주로 상기도 또는 하기

도에서 채취를 하며, 경우에 따라서는 혈청이나 분변을 검체

로 사용하기도 한다. 채취한 검체에서 RNA를 추출하고 re-

verse transcriptase를 사용하여 RNA에서 cDNA로 만든 후 

SARS-CoV-2핵산의 특이 영역에 해당하는 곳에 상보적인 pri-

mer를 사용하여 증폭되는 DNA를 실시간으로 측정하여 DNA

의 증폭 유무에 따라서 SARS-CoV-2 감염 여부를 판단하게 

된다. 대부분의 국가에 사용하는 quantitative rtPCR을 위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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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B

Fig. 2. Quantitative rRT-PCR diagnostic technique. A. Process flow of quantitative rRT-PCR. B. The gene targets of the primers 

for quantitative rRT-PCR. Locations of primers are different depending on the country. Primer location information from 

WHO (Ref. 57).

Table 1. Selected molecular technology devices approved by Korea MFDS (Aug. 06. 2020)

No. Company Device Date of approval

1

2

3

4

KogeneBiotech Co., Ltd.

Seegene Inc.

SD Biosensor, Inc.

SolGent Co., Ltd

PowerCheck™2019-nCoV RT PCR kit

Allplex™2019-nCoV Assay

STANDARD M nCoV Real-Time Detection kit

DiaPlexQ™Novel Coronavirus (2019-nCoV) 

Detection Kit

2020.2.12.

2020.2.17.

2020.2.28.

2020.3.2.

…

135

136

137

BioZentech, Co., Ltd

GREENCROSS MEDICAL SCIENCE

SeaSun Biomaterials

BZ IsoMDx COVID-19 kit

GENEDIA W COVID-19 Colorimetric LAMP premix kit

AQ-TOP™ COVID-19 Rapid Detection Kit Plus

2020.8.3.

2020.8.3.

2020.8.3.

* Selected devices among the early and most recently approved molecular technology devices by Korea Ministry of Food and Drug 

Safety out of total 138 devices as of Aug. 06. 2020.

검사과정과 primer의 표적위치를 Fig. 2에 나타내었다[57]. 표

적 핵산영역으로는 nucleocapsid (N), envelope (E), RdRP, 

ORF1b 영역을 대상으로 하며, primer를 2 내지 3 set를 사용하

여 두 영역 이상을 증폭한다[57]. 증폭되는 각 핵산 영역은 서

로 다른 형광 probe를 사용하여 모니터링 하고 있다. TaqMan 

probe를 사용할 경우 약 40 cycle이 진행되면 형광신호를 얻을 

수 있다[9]. 표적 핵산 영역을 두 곳 이상으로 선정함으로서 

SARS-CoV-2에 대한 특이도를 증가시킬 수가 있다. SARS- 

CoV-2 RT-PCR의 분석 정확도는 주로 primer 위치에 의존한

다. 분석 표적 영역은 SARS-CoV-2 게놈의 E, N, S, Orf1ab 

영역에서 선택되며 인간 RNase P가 내부 양성 대조군으로 

사용된다. CDC에서는 N 유전자를 사용하는 반면, 다른 나라

에서는 E 유전자 뿐만 아니라 RdRp와 같은 다른 영역의 유전

자를 표적으로 사용하고 있다[28, 57]. Quantitative rtPCR은 

민감도와 특이도가 높다는 장점이 있지만 검사 시간이 오래 

걸리고 잘 정비된 실험실에서 다양한 장비와 전문가를 필요로 

한다는 단점이 있다.

Quantitative rtPCR 진단키트는 국외뿐만 아니라 국내의 진

단 및 바이오 관련 회사에서도 승인 받아서 생산하고 있으며

(Table 1, Table 2), 하나의 이유로는 SARS-CoV-2 유전체 정보

가 NCBI와 같은 데이터베이스에 공개되어 있으며, 지속적으

로 새로운 유전체 정보가 공개되고 있기 때문에 primer 디자

인이 빠를 수 있다는 것이다. 또 다른 이유는 SARS-CoV-2가 

전 세계적으로 유행을 하고 있기 때문에 진단검사 키트가 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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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2. Selected molecular technology devices recently approved by FDA (Aug. 06. 2020)

No. Company Device Date of approval

1

2

3

4

Roche Molecular Systems, Inc. (RMS)

Thermo Fisher Scientific, Inc.

Laboratory Corporation of America (LabCorp)

Hologic, Inc

Cobas SARS-CoV-2

TaqPath COVID-19 Combo Kit

COVID-19 RT-PCR Test

Panther Fusion SARS-CoV-2 Assay

2020.3.12.

2020.3.13.

2020.3.16.

2020.3.16.

…

131

132

133

Wren Laboratories LLC

Vela Operations Singapore Pte Ltd

Helix OpCo LLC (dba Helix)

Wren Laboratories COVID-19 PCR Test

ViroKey SARS-CoV-2 RT-PCR Test

Helix COVID-19 NGS Test

2020.8.3.

2020.8.5.

2020.8.6.

* Selected devices among the early and most recently approved molecular technology devices by FDA out of total 133 devices 

as of Aug.06. 2020.

Fig. 3. Process flow of RT-LAMP. After reverse transcription with extracted RNA from patient’s sample, cDNA is amplified at 

a constant temperature. Amplified DNA is analyzed depending on detection system. 

속하게 공급되어야 함으로 각 국가에서 사용 승인을 빠르게 

진행하고 있기 때문이다.

Reverse transcription-loop-mediated isothermal ampli-

fication (RT-LAMP)

Quantitative rtPCR 뿐만 아니라 또 다른 핵산증폭 방법인

reverse transcription-loop-mediated isothermal amplification 

(RT-LAMP) 기술을 이용한 검사 방법도 사용되고 있다. Reverse 

transcriptase를 함께 사용하여 LAMP DNA 검사방법으로 RNA

에서 cDNA를 먼저 만들고 증폭하는 방법이다. 따라서 RNA 

바이러스를 진단하는데 사용된다. 주로 60~65°C 사이의 일정 

온도에서 수행되기 때문에 고가의 real time PCR 장비가 필요

하지 않으면서도 DNA를 증폭할 수 있다. 또한, PCR cycle 

단계가 없기 때문에 검사과정이 쉽고, 약 30분 정도의 증폭 

시간이 짧은 장점이 있다. 그러나 LAMP 방법을 통해서 DNA

를 증폭하기 위해서는 일반 DNA polymerase 아닌 단일 DNA

가닥을 치환하면서 DNA를 합성할 수 있는 DNA polymerase 

(DNA polymerase with displacement activity)가 필요하며, 

현재까지 이 특성을 가진 DNA polymerase는 고온성 Bacillus 

species만이 생산하며, 대표적으로 Bst DNA polymerase와 이 

효소를 개조한 효소가 사용되고 있다. 증폭물의 검출은 증폭

과정에서 생겨난 magnesium pyrophosphate precipitate를 광

도계를 이용하여 측정하거나, 또한 intercalating dye를 사용하

여 증폭되는 형광을 실시간으로 추적할 수 있다[9]. 보통 4개 

또는 6개의 primer를 사용하여 특이도가 높고, 과정의 단순성

이 주는 이점이 있기 때문에 SARS-CoV-2뿐만 아니라 다른 

바이러스 검사에도 유용할 것으로 보고되고 있다[24](Fig. 3).

RT-LAMP를 이용하는 검사법 중에는 검사결과를 형광이나 

색깔 선으로 나타나게 하여 육안으로 바로 확인할 수 있는 

방법도 개발되어 있다. 이 경우에는 guide RNA와 결합된 

CRISPR-Cas12가 일정 온도에서 증폭된 산물에 부착된 후 형

광염료로 표지된 단일가닥 DNA (probe)를 절단시킨다. 이 반

응물을 lateral flow strip에 적셔주면 strip에 이미 부착되어져 

있는 상보적인 DNA 가닥에 결합하게 된다[7, 40]. Probe에는 

형광염료 뿐만 아니라 biotin을 표지하여 효소반응으로 반응

선을 나타낼 수도 있다.

SARS-CoV-2-19의 면역 청학  진단법

면역혈청학적인 검사법은 면역반응에 기반을 두고 혈액, 객

담과 같은 인체로부터 얻어지는 검체에서 항원 또는 항체를 

검출하는 것이다. 핵산도 넓은 의미의 항원에 포함될 수 있으

나 단백질 항원을 표적으로 검사하는 것이 일반적으로 면역혈

청학적인 검사에 포함되며, 핵산검사법과 달리 항원을 추출하

기 위한 전처리 단계가 거의 없이 인체검체를 바로 사용할 

수 있는 장점이 있다. 표적분자가 항원 또는 항체이냐에 따라 

검사장비 또는 검사키트를 개발하는 전략이 다르며, 그에 따

른 결과의 해석 활용도도 달라지게 된다[56]. 항원이 표적분자

일 경우와 항체가 표적분자일 경우의 대표적인 검사방법을 

따로 소개하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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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4. Detect of SARS-Cov-2 antigen using sandwich technique. Matrix-attached anti-SARS-CoV-2 antibody binds to the SARS-Cov-2 

antigen in the patient sample. The second enzyme-conjugated antibody binds to this antigen. The enzyme reaction develops 

color or light.

Table 3. Selected SARS-CoV-2 antigen-target devices approved by Korea MFDS (Aug. 06. 2020)

No. Company Device Date of approval

17

18

25

49

SD Biosensor, Inc

SD Biosensor, Inc.

PCL, Inc

RapiGEN, INC

STANDARD™Q COVID-19 Ag Test

STANDARD™F COVID-19 Ag FIA

PCL COVID19 Ag Rapid FIA

BIOCREDIT COVID-19 Ag

2020.3.25.

2020.3.25.

2020.3.30.

2020.4.21.

…

103

119

130

Boditech Med Inc.

GenBody Inc.

GenBody Inc.

AFIAS COVID-19 Ag

GenBody COVID-19 Ag

GenBody Influenza/COVID-19 Ag Multi

2020.6.22.

2020.7.13.

2020.7.21.

* Selected devices among total 10 of antigen-target devices approved by Korea Ministry of Food and Drug Safety as of Aug. 06. 

2020.

Enzyme-Linked Immunosorbent Assay (ELISA) 방법

ELISA법은 진단검사에서 사용되는 대표적인 면역혈청학 

검사법이다. 이 방법은 검체에 존재하는 항체를 검사하는 in-

direct 방법과 항원을 검사하는 sandwich법이 보편적으로 사

용된다. 항체를 검사하는 방법은 뒤쪽에서 설명할 Lateral Flow 

Immunochromatographic Assay와 비슷하기 때문에 sand-

wich법을 설명하기로 한다.

Sandwich 법을 이용한 ELISA방법은 먼저 microplate well

에 anti-SARS-CoV-2 항체를 코팅한다. 코팅이 된 항체를 일반

적으로 포획항체(capture antibody)라고 한다. 여기에 환자의 

검체를 첨가하게 되면 검체 내에 존재하는 SARS-CoV-2 항원

이 포획된다. 그 다음 효소(reporter)로 표지된 두 번째 anti- 

SARS-CoV-2항체를 첨가하게 되면 포획되어 있는 SARS- 

CoV-2 항원과 결합하고 표지된 효소가 반응을 하여 발색이 

나타나게 된다(Fig. 4). 포획된 항원의 종류가 많을수록 발색이 

진하게 나타나기 때문에 정량적 측정이 가능하다. 효소 대신

에 다양한 reporter system을 사용할 수도 있다. 그러나, sand-

witch법은 동일한 표적항원에 대해 두 개의 서로 다른 특이성

을 가진 항체, 포획항체와 reporter-결합 항체가 필요함으로 

이들 항체의 개발에 많은 노력이 필요하다. 이런 이유 때문인

지 현재 승인이 된 ELISA 방법은 대부분 항원검사가 아닌 항

체검사법이 주를 이루고 있다[18, 19]. 그러나 항원에 특이적인 

항체가 개발되면 자동화 검사과정 뿐만 아니라 소규모 연구실

의 수작업 과정에도 사용될 수 있어 활용의 범위가 넓다는 

장점이 있다[9, 41]. Table 3은 국내에서, Table 4는 미국에서 

사용 승인이 된 항원검출 진단 키트 또는 장비를 나타내고 

있다[19, 31].

Lateral Flow Immunochromatographic Assay (LFIA) 

방법

Lateral Flow Assay는 포획분자가 부착된 nitrocellulose와 

같은 반응막을 기반으로 한 검사방법으로 액상검체를 한쪽 

끝으로부터 이동시키면 검체 내에 존재하는 표적분자가 포획

분자와 결합하면 표적분자-포획분자 복합체를 형성하게 된다. 

이 복합체를 인식하는 효소나 형광물질(reporter)이 결합된 두 

번째 분자가 작용하여 색소 형성 또는 형광발광으로 표적분자

의 존재 여부 결과를 나타낸다. 저렴한 개발 비용과 사용의 

편리성, 신속한 검사결과 획득과 같은 장점이 있어 병원과 검



Journal of Life Science 2020, Vol. 30. No. 8 737

Table 4. SARS-CoV-2 antigen-target devices approved by FDA (Aug. 06. 2020)

No. Company Device Date of approval

1

2

Becton, Dickinson and Company (BD)

Quidel Corporation

BD Veritor System for Rapid Detection of 

SARS-CoV-2

Sofia SARS Antigen FIA

2020.2.7.

2020.5.8.

A B

Fig 5. Diagram of lateral flow immune assay. A. When whole blood or serum sample is added to the sample pad, the sample 

diffuses and reacts with the antibodies bound on the membrane. B. If the patient's sample contains anti-SARS-Cov-2 antibody, 

the patient's antibody is captured by anti-human IgM or IgG antibody which is produced in an animal such as rabbit. Colloidal 

gold-conjugated SARS-Cov-2 antigen binds to the captured antibody and develops color lines.

사센터에서 검사방법으로 많이 사용되는 방법이다. 항원과 항

체 뿐만 아니라 증폭된 DNA도 표적분자가 될 수 있으며, 항원

과 항체를 대상으로 할 경우를 Lateral Flow Immunochroma-

tographic Assay (LFIA) 방법이라고 하며 표적분자가 DNA일 

경우를 Nucleic acid Lateral Flow Assay (NALFA)라고 한다

[62]. 앞에서 기술한 RT-LAMP와 CRISPR-Cas12를 결합시킨 

방법이 NALFA의 한 방법이다. 여기서는 LFIA에 대해 초점을 

두고 서술하겠다.

LFIA에는 항원을 검출하는 방법과 항체를 검출하는 방법으

로 나눌 수 있다. 항원을 검사하는 방법은 SARS-CoV-2 바이러

스의 구성 분자를 검사 표적으로 하며, 현재 감염을 진단하는

데 적용된다. 항원검사법은 Sandwich법과 원리적으로 동일하

기 때문에 여기서는 항체를 검사하는 방법을 소개한다. 항체

는 SARS-CoV-2 바이러스의 감염 후에도 일정기간 동안 인체 

내에 존재함으로 현재(현성) 감염 뿐만 아니라, 환자의 회복 

상태 추정하거나, 치료 효과, 역학 조사, 백신의 유용성 등을 

평가하는데 사용될 수 있다[46].

SARS-CoV-2 바이러스에 대응하는 항체는 감염 3~4 주에 

IgM에서 IgG로 혈청 내 전환이 나타나서 감염 7 주재에는 IgM

이 거의 사라지며, IgG는 지속적으로 존재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35]. 따라서 항체검사를 통해 IgM과 IgG의 혈청 내 존재 

여부를 안다면 환자의 감염 시기 추정할 수 있는 자료가 될 

수 있다. Fig. 5가 보여 주는 것은 IgM과 IgG를 동시에 검사할 

수 있는 키트의 검사원리를 나타낸 것이다[22]. Nitrocellulose 

막에 anti-SARS-CoV-2 항체를 포획하기 위해 anti-human 

IgM과 anti-human IgG를 부착시키고, 대조군으로 anti-ani-

mal (i,e, rabbit) IgG를 부착시킨다. 키트의 한 쪽 끝에 검체 

흡수 패드와 reporter 분자가 결합된 anti-SARS-CoV-2 항체와 

결합할 수 있는 항원 복합체, reporter 분자가 결합된 animal 

IgG가 흡수되어 있다. anti-SARS-CoV-2 항체와 결합할 수 있

는 항원으로 spike 또는 nucleocapsid protein이 사용되고 있

으며, reporter 분자로는 colloid gold 또는 발색 유도체와 같은 

물질을 사용하여 nitrocellulose 막에 선이 나타나도록 한다. 

따라서 환자의 검체를 흡수 패드에 떨어뜨리게 되면 환자의 

검체가 패드를 따라 흘러가면서 환자의 검체에 anti-SARS- 

CoV-2 antibody가 존재할 때 reporter-SARS-CoV-2 antigen 

복합체와 결합해 측면으로 이동하고 항체의 종류에 따라 an-

ti-human IgG 또는 IgM에 결합하게 되면서 선으로 나타난다

[26, 35]. 검사 결과는 항체가 존재하지 않을 경우에는 control 

선만 나타나게 되고, 항체가 존재하는 경우 IgM과 IgG 선 두 

개 모두가 나타나거나 어느 하나만 나타나게 된다. 결과적으

로 이 방법은 항체의 존재 여부를 정성적으로 알 수 있다. 이 

검사법은 과정의 단순하고, 고가의 검사장비가 필요하지 않으

며, 항체의 존재 여부를 빠른 시간(15분 이내) 내에 알 수 있기 

때문에 검사법으로서 장점이 있으며, 현장검사법(point-of care 

test, POCT)으로써 최적의 검사법이 될 수 있다. 대표적인 항

체검사 키트를 Table 5와 Table 6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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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5. Selected SARS-CoV-2 antibody-target devices approved by Korea MFDS (Aug. 06. 2020) 

No. Company Device Date of approval

8

14

21

22

SD Biosensor, Inc.

Sugentech, Inc.

GenBody Inc.

Humasis Co., Ltd.

STANDARD™Q COVID-19 IgM/IgG Duo Test

SGTi-flex COVID-19 IgM/IgG

GenBody COVID-19 IgM/IgG

Humasis COVID-19 IgG/IgM Test

2020.3.11.

2020.3.24.

2020.3.27.

2020.3.27.

…

132

134

138

MiCoBioMed, Co., Ltd

BioZentech, Co., Ltd

SG Medical, Inc

VERI-Q COVID-19 IgG/IgM Rapid Test

BZ COVID-19 IgM/IgG

R-FIND COVID-19 IgM ELISA

2020.7.23.

2020.7.29.

2020.8.6.

* Selected devices among total 48 of antibody-target devices approved by Korea Ministry of Food and Drug Safety as of Aug. 

06. 2020.

Table 6. Selected SARS-CoV-2 antibody-target devices approved by FDA (Aug. 06. 2020)

No. Company Device Date of approval

1

2

3

4

Cellex Inc.

Ortho Clinical Diagnostics, Inc.

Mount Sinai Laboratory

DiaSorin Inc.

qSARS-CoV-2 IgG/IgM Rapid Test

VITROS Immunodiagnostic Products 

Anti-SARS-CoV-2 Total Reagent Pack

COVID-19 ELISA IgG Antibody Test

LIAISON SARS-CoV-2 S1/S2 IgG

2020.1.4.

2020.4.14.

2020.4.15.

2020.4.24.

…

35

36

37

Siemens Healthcare Diagnostics Inc.

Beijing Wantai Biological Pharmacy 

Enterprise Co., Ltd.

bioMérieux SA.

ADVIA Centaur SARS-CoV-2 IgG (COV2G)

WANTAI SARS-CoV-2 Ab ELISA

VIDAS SARS-CoV-2 IgG/IgM

2020.7.31

2020.8.5.

2020.8.6.

* Selected devices among total 37 of antibody-target devices approved by FDA as of Aug. 06. 2020.

결   론

SARS-CoV-2의 전세계적 대유행이 언제, 어떻게 종식이 될 

지는 아무도 예측하기가 어렵다. 2020년 초에 중국 우한에서

부터 인접 아시아 국가로 퍼져 나갈 때 국제 공공의료기구인 

WHO조차도 세계적 위급상황(Public Health Emergency of 

International Concern, PHEIC)이 아니라고 했지만 현재 거의 

모든 국가가 SARS-CoV-2의 감염 우려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 유행의 지속성도 문제지만 전파의 속도와 범위가 너무 

빠르고 광범위하다는 것이 더 큰 문제가 되고 있다. 이에 대응

하기 위해 SARS-CoV-2의 백신 개발, 치료제의 개발, 진단시약

의 개발이 지속적으로 진행되고 있다[1, 2, 34, 51, 63]. 이러한 

기술들을 개발하기 위해서는 원인 바이러스인 SARS-CoV-2에 

대한 표현형, 유전자형, 그리고 생활 주기 등을 정확히 이해하

는 것이 요구된다. SARS-CoV-2는 2002년에 대유행한 SARS- 

CoV와 유전적으로 약 80%의 유사성을 가지며, 숙주세포의 

ACE2 단백질을 수용체로 사용한다는 공통점을 가지고 있다. 

즉, 감염 시 SARS-CoV-2의 spike 단백질이 ACE2 단백질과 

직접 결합함으로써 감염이 이루어진다. 따라서, 이러한 결합

을 방해하는 역할을 하는 약물은 치료제의 후보물질로서 개발

이 가능하다. 또한, spike 단백질 자체는 다양한 플랫폼의 백신

개발에 있어서 중요한 후보 단백질이다. 

진단시약의 개발은 SARS-CoV-2의 전파 방지와 감염자 확

인을 통한 치료를 위해서도 최우선적으로 요구되면 그 요구에 

따라 지속적으로 개발되었고 상용화가 되었다. 국내외적으로 

사용되고 있는 SARS-CoV-2 검사키트 또는 검사기기는 국내

에서는 긴급사용승인제도를 통해 식품의약품안전처에서 승

인을 받았으며, 미국 FDA의 경우 역시 emergency-use-autho-

rization (EUA) 조건으로 승인을 받아 사용 중에 있다. 2020년 

8월 6일 기준 분자진단법으로는 138개, 면역혈청학적 진단법

으로는 37개가 FDA에서 승인을 받았으며, 분자진단법으로는 

80개, 면역혈청학적 진단법으로는 58개가 식품의약품안전처

에서 승인을 받은 것으로 각 기관의 홈페이지에 공지가 되어 

있다[19, 31].

이 총설에서 소개하였듯이 현재 주된 핵산검사법은 quanti-

tative rt-PCR이 주종을 이루고 있고[8], RT-LAMP법은 상대적

으로 적은 수의 제품이 FDA승인을 받은 상태이지만 향후 더

욱 개발되어 다양하게 사용될 것으로 예상된다. 이 두 방법 

외에도 진단과 연구를 위한 분자진단법이 개발 중에 있으나 

짧은 시간 내의 상용화는 어려울 것으로 예상된다. 그러나 최

근 연구에 따르면 SARS-CoV-2의 변이체가 나타나고 있기 때

문에[42] screening (1차 선별검사)과 서열 분석을 통한 c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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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rmation 검사(변이체 감별을 포함하는 2차 확진검사)로 검사

방법이 나아갈 수도 있다.

면역혈청학적인 검사법은 분자진단법에 비해 상대적으로 

항원과 항체 생산에 소요되는 개발 비용과 시간이 더 요구된

다. 그러나 이 검사법이 확립이 되면 의심환자의 진단검사뿐

만 아니라 백신을 통한 면역력 생성 여부를 확인, 집단 내의 

면역 여부와 같이 예방을 예측하기 위해선 필수 검사법으로 

사용될 수 있는 장점이 있다. 분자진단법과는 약간의 시차를 

두고 개발되고 있지만 상업용 검사키트가 점점 더 많아지고 

있다. 다만, 생산되는 항원과 항체의 성능에 따라서 민감도와 

특이도가 영향을 받을 수 있다는 것이 고려되어야 한다. 

면역혈청학적인 검사법의 가장 큰 장점은 신속한 현장검사

(point-of-care test, POCT)키트화가 가능한 점이다. 우리에게 

가장 친숙한 현장검사키트는 임신여부를 확인하는 키트로서 

개인이 언제 어디서나 사용 가능하다. 즉, 고가의 검사기기와 

전문인력이 필요하지 않으며, 검사 방법이 간단하고, 검사 결

과를 10~30 분 이내로 신속히 현장에서 확인할 수 있다. 이런 

장점으로 인하여 SARS-CoV-2에 대해서도 POCT키트가 개발

되고 있으며[46], 앞으로도 확장될 것으로 예상된다.

이 총설에서 현재까지 승인을 받은 모든 제품의 원리와 기

술에 대해서 서술을 하지는 못했지만 대표적인 방법을 소개함

으로 SARS-CoV-2 검사에 대한 이해를 돕고자 하였다. 여기서 

다 소개하지 못한 검사키트에 대한 것은 긴급사용승인을 획득

한 제품군을 공지하고 있는 국가기관의 웹사이트를 참고하면 

더욱 많은 정보를 얻을 수 있을 것으로 여겨진다[10, 11, 18, 

30]. 한국의 경우 138종이 모두 공개되어 있으며, 미국의 경우

도 175종이 공개되어 있다.

전세계적으로 유행하고 있는 SARS-CoV-2에 대응하기 위

한 국가를 초월한 여러 분야에서 지속적인 연구가 진행 중이

며, 진단검사 방법도 민감도와 특이성이 높으면서도 사용이 

쉬우면서 신속한 검사법이 더 개발될 것으로 생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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록：SARS-CoV-2의 진단기술

김종식1․강나경2․박선미2․이은주1․정경태2*

(1국립안동대학교 생명공학부, 2동의대학교 임상병리학과)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COVID-19)는 SARS-CoV-2에 의해 발병된다. 지금까지 인간에게 감염되는 7 가지 종

류의 코로나 바이러스가 보고되었다. 그 중, HCoV-229E, HCoV-OC43, HCoV-NL63, 그리고 HCoV-HKU1 등 4종

류의 코로나바이러스는 감기와 같은 단순 호흡기 질환을 유발한다고 보고되었다. 반면, SARS-CoV는 2002년에, 

MERS-CoV는 2012년에 각각 대유행을 일으킨 바 있다. 가장 최근에는 2019년 12월 중국 우한에서 처음 보고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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