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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e COVID-19 virus is a β-genus virus that causes infection by mediating the angiotensin 
convertible enzyme 2 (ACE2) receptor, which is distributed in large numbers in the human respiratory 
tract. The disease requires effective post-management of antibody production by complete healers 
and vaccinators because there is no perfect remedy for the virus infection. This study aimed to 
develop recombinant proteins specifically responsive to neutralizing antibodies in clinical specimens 
and use them to develop a rapid diagnostic kit to diagnose neutralizing antibodies quickly and 
conveniently against the COVID-19 virus and confirm the possibility of commercialization through a 
performance evaluation. Rapid diagnostic kits using COVID-19 S1 RBD recombinant proteins can be 
applied to rapid diagnostic kits, with positive percentage agreement (PPA) and negative percentage 
agreement (NPA) of 100% and 98.3%, respectively, compared to the U.S. FDA-approved ELISA kits. 
If the performance of the rapid diagnostic kit is improved and neutralizing antibodies can be analyzed 
quantitatively using quantitative analysis equipment, it can be used as important data to predict 
immunity to the COVID-19 virus and determine additional vaccination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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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  론

기존의 코로나 바이러스는 외막을 갖는 양성 센스(positive- 

sense), 단일 가닥, RNA 바이러스로서 사람에게 감염 시 가벼

운 호흡기성 질환을 일으킨다고 알려져 있었으나, 2019년 말 중

국의 한 병원에서 처음 학계에 보고된 호흡기 질환을 유발하는 

코로나 바이러스는 중증 급성 호흡기 증후군 코로나바이러스 2, 

severe acute respiratory syndrome-coronavirus-2 (SARS- 

CoV-2) 또는 코로나-19 (COVID-19)라는 이름으로도 불린다

[1, 2]. 2021년 3월 17일까지 보고된 확진 수는 약 1.21억명, 사

망자는 약 268만명에 육박한다. 확진 환자가 가장 많이 발생한 

대륙은 미대륙, 유럽, 동남아시아 순이며 각 대륙에서의 확인된 

누계 확진 환자 수는 각 53,160,109명, 41,563,117명, 그리고 

13,986,486명으로 집계된다. 또한 국가 기준으로 해당 바이러

스 감염 확진 환자 수는 미국, 브라질, 인도가 상위 세 곳으로 각 

국가에서 29,605,933명, 11,693,838명, 그리고 11,474,605명

의 COVID-19 감염에 의한 확진 환자가 발생했다는 것이 확인

되었다[3, 4].

Korean J Clin Lab Sci. 2021;53(3):257-265

Korean Society for 

Clinical Laboratory Science

https://doi.org/10.15324/kjcls.2021.53.3.257

pISSN 1738-3544 eISSN 2288-1662

This is an Open Access article distributed under the terms of the Creative Commons Attribution Non-Commercial License (http://creativecommons.org/ 
licenses/by-nc/4.0) which permits unrestricted non-commercial use, distribution, and reproduction in any medium, provided the original work is properly cited. 



258   Dong Ok Choi and Kang Moon Lee. Development of COVID-19 Neutralizing Antibody (NAb) Detection Kits

www.kjcls.org

공기중의 비말 내 포함된 바이러스에 의한 감염 전파가 

COVID-19의 주된 전파 경로로 밝혀짐에 따라[5, 6], COVID- 

19가 ‘어떻게 급성 호흡기 감염 및 질환을 유발하는지’에 대한 

연구 또한 집중적으로 이루어졌다. 이를 통해 연구자들은 

COVID-19가 2002년부터 2003년까지 유행한 SARS-CoV와 

같은 β-genus에 속한다는 것과,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또한 

envelope-anchored spike 단백질을 매개한 숙주 수용체와

의 결합 및 ‘세포내 이입(endocytosis)’이 주된 감염의 시작 경

로임을 밝혀냈다[7]. 또한 SARS-CoV와 마찬가지로 COVID-19

는 angiotensin-converting enzyme 2 (ACE2)를 주요 수용

체 매개하여 숙주와 융합하고, 해당 수용체가 가장 많이 분포하

고 있는 호흡기 내 폐포의 ‘폐상피세포’를 통한 감염이 주된 전파 

경로임을 확인하였다[7, 8]. 또한 COVID-19의 수용체로 작용

하는 ACE2에 매개되는 바이러스의 항원성 단백질은 바이러스

의 여러 단백질 중 spike (S)단백질로서 이 단백질은 subunit 1 

(S1)과 subunit 2 (S2)로 이루어졌으며 두 종류의 소단위 단백

질은 각각, S1은 숙주 세포로의 결합과 S2는 세포막과 바이러스

의 융합에 관여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9]. 

이러한 정보에 따라 현재 한국을 포함하는 여러 국가에서 허

가를 받아 국민들에게 접종 중에 있는 백신들은 주요 감염경로

에 작용하는 COVID-19 바이러스의 S1 RBD 단백질에 결합하

는 중화 항체를 생성시켜 바이러스의 S1 RBD 단백질과 숙주세

포의 ACE2의 결합을 방해함으로써 숙주세포로의 침입을 막는 

역할을 한다. 특히 한국에서 현재 접종 중에 있는 아스트라제네

카, 화이자, 얀센 백신은 바이러스 항원 유전자를 체내에 투여하

여 접종자가 COVID-19에 대하여 면역활성을 갖도록 유도하

는 백신으로서, 접종자는 COVID-19의 감염 없이도 바이러스

가 세포로 침투하는 기전을 막는 항체를 생성할 수 있게 된다

[10-13]. 

현재까지 상기의 COVID-19 백신 접종자 및 감염환자에게

서 중화항체가 생성되었는지 확인하는 방법으로 가장 널리 쓰이

는 방식은 conventional virus neutralization test (cVNT) 

방법 혹은 pseudovirus-based virus neutralization test 

(pVNT) 방법으로 시험한 검체 내의 COVID-19 바이러스에 대

한 중화항체 양에 대하여 정확하게 확인할 수 있다[14]. 그러나 

이러한 방법들은 고위험군의 바이러스를 직접적으로 사용하기

위한 시설을 갖추어야 하고, 시설을 이미 갖추었다 하더라도, 최

종 결과를 얻기까지 최소 48시간에서 최대 96시간이 필요한 방

법이기에 감염자 혹은 백신 접종자에 대한 효율적인 사후 관리

와 백신 완전 접종 이후 사후 역학조사에 대하여 해당 방법을 적

용하기 적절치 않다. 

따라서 본 논문을 통하여 우리가 연구하고자 하는 것은 중화

항체에 특이적인 항원 및 이를 활용한 측방유동 면역크로마토그

래피법, lateral flow immunoassay (LFA)에 대한 것으로, 

COVID-19 바이러스가 사람의 ACE2에 결합하는 데 있어 중요

한 역할을 하는 COVID-19 S1 RBD 단백질에 대한 재조합 항원

을 제작하는 것이 첫째 목표다. 또한 이렇게 개발한 재조합 항원

을 사용하여 개발한 신속진단키트의 감염자 또는 백신 접종자의 

혈액에 존재하는 중화항체에 대한 성능학적 지표인 특이도와 민

감도를 확인하고자 한다. 

재료 및 방법

1. 유전 물질 제작

COVID-19 바이러스의 RBD영역은 NCBI (MD, USA)에서 

염기서열에 대한 정보를 검색하였으며 유전자 합성을 통하여 

DNA를 확보하였다. COVID-19 바이러스 S1 RBD 유전자와 

pCMV vector plasmid (Sino Biological, Beijing, China)

에 삽입하였다. Plasmid로의 삽입 시, 5’ 말단에는 Hind III 

(AAGCTT) 제한효소를, 3’말단에는 Kpn I (GGTACC) 제한효

소 절단부위를 포함하도록 설계하였다. COVID-19 바이러스S 

단백질 유전자를 주형 DNA로 사용하여 PCR 반응을 수행하였

고 증폭된 재조합 plasmid는 열충격방법을 통해 Escherichia 

coli DH5α competent cell의 형질전환에 사용되었다. 이러한 

E. coli DH5α competent cell은 가나마이신(40 μg/mL)이 포

함된 LB 평판배지에 도말하여 37°C 배양기에서 16시간 이상 

배양하였다. 평판배지에 완전히 자란 단일 콜로니를 취하여 가

나마이신(40 μg/mL)이 포함된 LB 액체배지에 넣고 180 rpm

의 속도로 Innova 4230 배양기(New Brunswick, Arlington, 

UK)에서 16시간 배양하였으며, Plasmid prep kit (뉴클레오

젠, 경기도, 한국)를 사용하여 plasmid purification을 수행하

였으며 유전자분석을 통하여 서열을 확인하였다.

2. 세포 배양 및 형질전환

HEK293 (human embryonic kidney) 세포는 70∼90% 

밀집도에서 트립신-EDTA (0.05%) 용액(ThermoFisher, MA, 

USA)을 사용하여 계대배양을 하였으며, 10% fetal bovine 

serum; FBS (Sigma-Aldrich, MO, USA)가 포함된 Dulbecco 

modified eagle medium F12; DMEM/F12 (Pan Biotech, 

Aidenbach, Germany)을 사용하여 1.0×105 cells/mL이 되

도록 세포를 조절하였다. 이를 5% CO2 및 높은 습도로 유지되

는 37°C 인큐베이터에서, 100 unit/mL 페니실린 및 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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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1. The NAb concentrations of the tested 37 positive samples from NIBSC

Panel No.
Concentration

(AU/mL)
Panel No.

Concentration
(AU/mL)

Panel No.
Concentration

(AU/mL)

1 16.9 14 69.2 27 ＜3.80

2 29.1 15 102 28 ＜3.80

3 222 16 71.5 29 ＜3.80

4 142 17 94.8 30 ＜3.80

5 192 18 102 31 ＜3.80

6 57.4 19 118 32 ＜3.80

7 82.3 20 113 33 ＜3.80

8 142 21 103 34 ＜3.80

9 168 22 121 35 8.43

10 140 23 122 36 ＜3.80

11 54.3 24 ＜3.80 37 ＜3.80

12 67 25 ＜3.80

13 67 26 ＜3.80

The measured concentration of NAb within samples ordered from NIBSC. These NAb containing samples werediluted into 10% with 1X 
PBS to calibrate clinical efficacy of the devised kits.

μg/mL 스트렙토마이신을 포함하는 배지로 주기적으로 교체하

며 배양하였다. 형질전환을 위해 Lipofectamine 2000 (In-

vitrogen, MA, USA)을 사용하였으며, 형질전환 이후 10% FBS 

와 100 μg/mL hygromycin이 포함된 DMEM/F12를 사용하

여 배양하였고 형질전환 된 세포 중 RBD 단백질을 발현하는 

well의 세포를 선택하여 계대배양하면서 FBS가 포함된 배지에 

무혈청 배지의 양을 점차 증가시켜 세포를 무혈청배지에 적응시

켜서 최종 100% 무혈청 배지에서 계대배양하였다. 

3. 단백질 회수 및 확인

형질 전환된 세포의 배양액을 회수하여 필터 처리한 후 회수

한 배지 부피의 15% 농도가 되도록 황산암모늄(Samchun, 

Pyeongtaek, Korea)을 첨가한 후 상층액을 회수하였다. 이를 

4°C에서 하루동안 정지한 후에 다시 9,000 ×g로 원심분리를 

수행하였다. 펠렛에 10 mM 인산염완충액(phosphate buffered 

saline)을 넣은 후 재현탁하고, 마지막으로 4°C에서 10,000 

×g로 30분간 원심분리하여 회수한 상층액을 0.45 μm 필터

(Merck Millipore, MA, USA)로 걸러주었다. RBD 재조합 항

원의 정제는 친화 크로마토그래피법을 통해 이루어졌으며, 정

제에는 Ni sepharose 레진(GE Healthcare, IL, USA)을 사용

하였다. 또한 세척액을 레진에 투과시켜 RBD 단백질 이외의 단

백질을 제거하였고, 이후 용출완충액을 처리하여 레진에 흡착

되어 있는 RBD 단백질을 용출하였다. 용출된 RBD 단백질을 

10 mM 인산염완충액을 사용하여 4°C에서 3시간씩 2회 투석

한 후 마지막 투석은 4°C에서 하룻밤동안 투석한 후에 회수하였

다. 단백질의 크기는 SDS-PAGE를 실행하여 확인하였으며, 

Mini Protean 3 system (Bio-Rad, CA, USA)에서 12% se-

parating gel을 사용하였다. 겔은 150 V에서 1시간 동안 전기

영동하였으며, 전기영동이 끝난 후에는 coomassie brilliant 

blue R-250 (Merck Millipore, MA, USA) 염색하여 확인하였

다. 또한 이를 통해 회수한 단백질의 순도를 검사하기 위하여 

GenAnalyzer 19.1; gel 분석 소프트웨어를 사용하여 확인하

였다.

4. Membrane blotting을 통한 항원의 특이도 검사

‘10.3’을 통해 회수한 단백질과 구입한 RBD 단백질(바이오

앱, 경상북도, 한국)의 RBD 특이 항체에 대한 반응성을 검증하

기 위하여, COVID-19 바이러스성 S1 RBD 단백질에 대한 항

체 clone#B3D4 (Bore Da Biotech, Seongnam, Korea)를 

사용한 spot blot과 western blot을 모두 실험 진행하여, 입체 

구조의 단백질 및 denature 형태의 재조합 단백질이 COVID- 

19 S1 RBD 단백질에 대한 항체에 대하여 반응하는지 확인하였

다.

5. LFA를 통한 재조합 항원의 민감도와 특이도 검사

개발한 재조합 항원의 COVID-19 바이러스의 중화항체에 

대한 특이도를 시험하기 위하여 LFA 형태로 제작하였으며, 키

트의 membrane에는 control line에 goat anti-chicken 

IgY과 test line에 recombinant COVID-19 S1 RBD 단백질

을 1 mg/mL 농도로 분주하였다. NIBSC (Herts, UK)와 

Precision for Medicine (MA, USA)에서 구입한 COVID-19 

중화항체 양성(Table 1) 및 음성 검체를(Table 2) 사용하여 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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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2. Test results of the LFA kits, validated with normal serum 
samples from Precision for Medicine

The No. of tested normal serum samples Sum

100 100

Positive results Negative results Sum

0 100 100

The results of normal serum suggested that there were no proteins 
or materials within the normal serums, causing non-specific binding 
with the developed recombinant RBD protein.

Figure 1. DNA sequence of the RBD region (A) and amino acid sequence of RBD (B). DNA sequence of the target region could be found 
via open research about COVID-19 (A) and if the sequence were translated, RBD protein of the depicted sequence would be produced (B). 

Figure 2. The electrophoresis result of RBD PCR product (A) and the 
digested recombinant plasmid by the restriction enzymes (B), 
respectively. The control ladder was also analyzed to evaluate size 
of them. The electrophoresis for RBD PCR product result showed 
that the size of the sequence is 669 bp, compared to control ladder 
(A). The other result showed that sizes of the digested vector (pCMV) 
and RBD product were around 5000 bp and 700 bp, respectively (B). 

조합 항원의 성능을 확인하였다. 양성 샘플의 중화항체 농도에 

관련한 정보는 NIBSC를 통해 제공되었으며, 음성 검체는 

Precision for Medicine으로부터 COVID-19 pandemic 이

전에 구입한 Normal human serum을 사용하였다. 시험에 사

용한 모든 검체들은 90 μL의 완충액과 혼합하여 100 μL로 만들

었으며 test kit에 점적하고 10분 후 결과를 측정하였다. 

결  과

1. COVID-19 Spike RBD 영역의 재조합 유전자 

합성한 DNA를 사용하여 제작하고자 하는 아미노산 서열에 

대한 정보는 각각 Figure 1A, Figure 1B와 같다. 합성한 

COVID-19 바이러스의 S1 RBD영역의 DNA는 PCR산물은 

669 bp임을 확인하였으며(Figure 2A), 증폭한 RBD 유전자를 

사용하여 제작한 vector를 E. coli (DH5α)에 형질전환 후 순수

분리한 결과물을 제한효소(Hind III와 Kpn I)처리를 하여 확인

한 결과 RBD 영역 유전자의 pCMV plasmid vector 삽입된 것

을 확인했다(Figure 2B). 

2. COVID-19 Spike 1 RBD재조합 단백질의 제작

항생제로 선택한 세포에서 분리한 plasmid DNA를 염기서

열 확인을 통해 재조합 RBD 단백질을 발현하는 세포주를 확보

하고 무혈청 배지에서 배양하였다. 원심분리한 배양액 상층액

을 농축하여 니켈 레진으로 정제하여 단백질을 회수한 결과 평

균적으로 얻을 수 있는 재조합 단백질의 양은 배지 1 L당 0.1 mg

였다. 또한 재조합 RBD 단백질과 시중에 판매 중에 있는 

COVID-19 바이러스의 S1 단백질의 일부 아미노산이 포함된 

RBD 단백질을 SDS-PAGE로 비교하여 단백질 마커와 대조하

였을 때 이 연구를 통해 개발된 RBD단백질은 35 kDa이였음을 

확인하였고 추정 순도는 97%이였다(Figure 3). 구입한 RBD 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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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4. The electrophoresis and membrane blotting results compared with other RBD protein. The developed RBD antigen (Lane 1) and 
previously marketed RBD antigen (Lane 2) were undergone comparison analysis in terms of size. When electrophoresis results of the both 
RBD recombinant antigens were stained, it was observed that the size of the previously marketed RBD antigen is larger than the developed 
recombinant antigen (A). Moreover, when the gel of the SDS-PAGE was transferred to a membrane treated with an antibody for COVID-19 
RBD, both bands could be transferred to the membrane (B), this means that the RBD protein on the membrane specifically binds to anti-RBD 
antibody. The dot blotting results suggested that both proteins could be recognized by RBD antibodies even in 3D structure (C).

Figure 3. The electrophoresis result for the purified recombinant RBD 
protein. The RBD recombinant antigen purification followed by 
SDS-PAGE was undergone to analyze size of the protein. Throughout 
the size analysis, we found that the recombinant RBD protein is 35 
kDa (Lane 2), compared to control (Lane 1). Considering, there would 
be no bands at all except for the target protein, a purity of the 
recombinant RBD antigen would be higher than 97%.

백질은 54 kDa임을 확인하였다(Figure 4A). 그리고 RBD에 대

한 특이적인 항체를 사용하여 western 및 dot blotting을 통해 

두 재조합 단백질 모두 변성(Figure 4B) 및 3차 아미노산 구조

(Figure 4C)에서 RBD항체에 대하여 특이적으로 반응하는 것

을 확인하였다. 개발된 재조합 단백질은 발현한 단백질의 크기

가 예상한 것과 같고 western 및 dot blotting의 결과를 분석하

였을 때 RBD 단백질의 3차 구조와 생물학적 활성을 갖고 있다

는 것을 확인하였다.

3. LFA 키트의 민감도, 특이도 검사

골드나노입자와 chicken IgY 및 anti-human IgG를 접합

할 때 최적의 조건은 두 항체 모두 pH 6.5, 항체의 농도가 1.5 

mg/mL일 때였다. 해당 조건에서 제작한 두 종류의 접합체를 

conjugate pad에 처리하여 건조기에서 건조하여 사용하였고 

LFA의 검사선에 개발한 재조합 RBD 항원을 분주하여 임상 검

체 내에 COVID-19 바이러스의 S1 RBD단백질에 대한 중화 항

체가 있을 시 LFA 키트의 검사선에서 발색이 일어나도록 하였

다. 제작한 LFA 키트에 대한 민감도와 특이도를 검사하기 위하

여 Precision Medicine으로부터 구입한 COVID-19 pan-

demic 이전 음성 검체(normal human serum, Precision 

Medicine, USA) 100개와 Genscript (USA)사의 cPassTM 

SARS-CoV-2 Neutralization Antibody Detection Kit를 

사용하여 양성으로 확인된 양성 검체 panel을 영국의 NIBSC에

서 분양 받아 3.8 AU/mL 미만을 음성 control (13 samples)로 

판정하고 3.8 AU/mL 이상을 양성 control (24 samples)로 설

정하여 민감도와 특이도를 테스트한 결과 양성 일치율, 

positive percent agreement (PPA) 100%, 음성 일치율, 

negative percent agreement (NPA) 98.3%, limit of 

detection (LOD)은 29.1 AU/mL의 결과를 얻을 수 있었다

(Table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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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3. The NAb concentrations of the tested 37 positive samples from NIBSC

Result
Control

Positive Negative Sum

Study Positive 22 (a) 2 (b) 24 (a+b)

Negative 0 (c) 100 (PM) (d) 113 (c+d)

13 (＜3.8, NIBSC) (d)

Sum 22 (a+c) 115 (b+d) 137 (a+b+c+d)

The evaluation of relative clinical sensitivity (positive percent agreement; PPA) and specificity (negative percent agreement; NPA) of the 
recombinant RBD antigen applied LFA kits compared to a previously marketed NAb detection kit (confidence interval; CI=95%).
Agreement is assessed in terms of Cohen’s kappa; Kappa statistic must be at or in excess of 80%.
ㆍPPA (%)=100×a/(a+c): 100%. ㆍNPA (%)=100×d/(b+d): 98.3%. ㆍOverall rate of Agreement (%)=100×(a+d)/(a+b+c+d): 98.5%.

Figure 5. Specificity validation of recombinant RBD protein as LFA 
format. The developed proteins were applied on the ‘test line’ of LFA 
kits and these kits were tested with a group of normal 8 types of 
monoclonal antibodies. The negative LFA results with 8 types of 
monoclonal antibodies implied that the protein could not recognize 
those antibodies at all. 

또한 판매하는 8종의 단일클론 항체(influenza A, influenza 

B, respiratory syncytial virus A (RSV A), respiratory 

syncytial virus B (RSV B), dengue virus, severe fever with 

thrombocytopenia syndrome virus (SFTSV), bovine 

coronavirus, canine coronavirus)에 대하여 비특이 반응 여

부를 실험한 결과 중화항체가 아닌 다른 항체와 비특이적으로 

결합하는 것을 확인할 수 없었다(Figure 5). 

고  찰

SARS-CoV-2 또는 COVID-19라고 불리는 신종 코로나 바

이러스는 외막을 갖는 단일 가닥 RNA 바이러스로, 중국 우한지

역에 위치한 병원에서 처음 학계에 보고된 이후 WHO에 의해 

‘pandemic’ 등급을 받은 질병이다[1, 2, 15]. 현재까지도 많은 

사회적 경제적 문제를 야기하는 COVID-19의 병리학적 연구

를 통해 COVID-19 바이러스의 발병 기전의 시작이 숙주의 

ACE2와 바이러스의 결합에 있다는 것을 발견하였으며, 이것에 

기반한 백신연구가 활발히 진행되었다[16, 17]. 몇 국가에서는 

임상을 진행중인 백신에 대하여 접종을 실시하였으나, 백신 원

재료의 공급이 예상만큼 원활하지 못하여 각 국가마다 계약한 

수의 백신을 공급받기까지 시간이 지연되고 있어 아직까지도 

COVID-19에 대한 경각심을 풀 수는 없는 상황이다[18-20]. 

이런 상황에서 COVID-19에 의해 소모되는 의료인력 및 설비

를 최대한 효율적으로 사용하고, 백신이 충분히 보급된 이후 백

신에 대한 사후조사에 대한 연구를 원활하게 진행하기 위해서 

기존 검사법보다 중화항체를 빠르게 검사할 수 있는 키트에 대

한 필요성이 대두되는 상황이다[14, 20, 21]. 본 연구를 통해 이

루고자 하는 것은 COVID-19 바이러스에 대한 중화항체에 특

이적으로 결합이 가능한 항원의 개발과 이것을 사용하여 만든 

LFA 기반의 현장 검진 키트, point of care test (POCT) 또는 

신속진단 키트의 성능평가다. 

COVID-19의 중화항체에 특이적으로 결합하는 재조합 항원

을 만드는 것은 COVID-19 바이러스의 병리학적 기전 및 백신

의 작용기전에 대하여 이해하는 것에 기반하여야 한다. 기존에 

진행된 많은 COVID-19 바이러스에 대한 연구를 통해, 

COVID-19 바이러스에 대한 중화항체 작용 기전은 바이러스 

입자가 감염자의 폐 상피세포에 많이 존재하는 ACE2를 통해 세

포 내 이입하는 것을 막는 것임을 알 수 있었으며, 바이러스의 S 

단백질 중, S1 subunit은 숙주 세포의 ACE2 수용체에 대하여 

바이러스가 결합하는 것을 매개하는 receptor-binding 

domain (RBD)을 포함한다. 중화항체는 ACE2 수용체와 RBD 

사이에 작용하여 COVID-19 바이러스의 감염 기전을 막는 것

으로 중화항체에 특이적인 S 단백질의 S1 영역 중 RBD 영역에 

대한 유전자 서열은 NCBI에서 검색하여 선정하였고 DNA 합성

한 후 목표 유전자 서열을 PCR을 통해 669 bp에서 증폭 한 

DNA를 확보할 수 있었다(Figure 2). 또한 증폭된 DNA의 서열

분석을 통해, 실험에서 제작한 유전자 서열이 의도한 것과 같이 

5’과 3’에 각각 Hind lll 효소와 Kpn l 효소 절단부위를 포함하

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증폭된 DNA를 사용하여 재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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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lasmid를 제작 후 E. coli (DH5α)에 형질전환하여 목표 유전

자가 확인되는지 제한효소 절단을 통해 확인한 결과, Figure 1B

처럼 5 kbp 및 700 bp 근처에서 밴드가 나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고 유전자 크기에 대한 정보에 근거하여 각 밴드는 pCMV 

vector와 RBD 유전자임을 알 수 있었다. 재조합 plasmid를 

HEK293 세포에 형질주입 한 후 항생제에 내성이 있는 형질전

환 된 세포를 배양해서 배양액을 30% (w/v) 황산암모늄 수용액

으로 처리하여 농축하고 니켈 레진으로 단백질을 정제하였다, 

이러한 단백질을 SDS-PAGE를 통해 전기영동 하여 회수한 단

백질의 순도와 크기를 확인하였다. 전기영동하여 단백질의 크

기가 35 kDa임을 확인하였고 계산을 통해 그 순도가 97% 이상

임을 확인할 수 있었다(Figure 3). 이 크기는 아미노산 서열을 

예측한 결과에 기반하여 25 kDa이 나올 것이라고 예측한 것과

는 다른데 이는 재조합 RBD 단백질이 당화되어 기존에 예상한 

분자량보다 크기가 크게 나왔다 추정한다[22, 23].

개발된 재조합 단백질이 목표로 하는 단백질이 맞는지를 확

인하기 위하여 개발된 재조합 단백질과 시판 중인 RBD 단백질

을 western blot과 spot blot을 하여 개발된 재조합 단백질이 

변성 여부에 상관없이 기존에 시판 중인 RBD 단백질과 같이 단

일클로날 RBD 단백질 항체와 특이적으로 결합한다는 것을 확

인하였다(Figure 4).

이 단백질이 COVID-19 중화항체에 특이적인 생물학적 활

성을 갖고 있는지 확인하기 위해서 통상적인 항체 진단용 LFA 

와 같은 구조의 신속 진단 키트를 제작하였다. 이를 위해서 

membrane 상의 control line과 test line에 분주할 단백질의 

양을 정하고, gold pad에 처리할 골드 나노 입자와 결합체를 형

성할 항체와의 결합 조건 및 처리할 양을 결정하기 위하여 키트

의 검사선 위치에 개발한 단백질의 최적의 분주량을 1, 1.5, 2 

mg/mL 농도로 희석하여 분주하였고 이 조건 중 가장 감도가 높

은 2 mg/mL의 농도로 cm당 30 μL의 양으로 분주량을 결정하

였다.

또한 conjugate pad에 처리할 anti-human IgG와 chicken 

IgY를 각각 골드 나노 입자와 결합한 conjugate의 제작 조건을 

확인하기 위하여 pH와 단백질의 양을 적정을 통해 anti- 

human IgG (Bore Da Biotech, Clone #K3E7)와 chicken 

IgY (Lampire, PA, USA)를 pH 6.5인 골드 나노 입자에 1.5 μ
g/mL의 농도로 혼합하였을 때 최적의 결합체의 반응 조건인 것

을 확인하였다. conjugate pad에 conjugate를 처리하는 양에 

따른 민감도의 차이를 확인하여 최적의 처리 용량을 처리하였

다. 이렇게 pad에 처리한 gold conjugate의 총량은 450 μL으

로서, anti-human IgG gold conjugate 400 μL 와 chicken 

IgY gold conjugate 50 μL의 혼합액이다. 이것을 6 mm×30 

cm 크기의 glass fiber grade 8964 (Ahlstrom-Munksjö, 
Helsinki, Finland) 처리하여 conjugate pad를 제작하였다. 

신속 진단 키트를 제작할 때, 시료패드의 처리 방식이 다른 네 

종류의 키트를 제작하였고 각 키트의 민감도와 특이도의 차이를 

확인하여 시료패드 처리 조건에 따라 양성 검체의 감도차이를 

확인하였다. 시료패드를 10 mM borate buffer, 0.1% casein, 

0.5% triton X-100로 처리하였을 때 음성 검체에서 비 특이적 

반응이 관찰되지 않았고 양성 검체의 검출감도가 가장 좋았다. 

이러한 처리 조건을 바탕으로 개발한 신속 진단 키트에 

COVID-19 바이러스에 대한 중화항체를 포함하는 NIBSC 

(UK) 양성 검체를 원래 농도의 1/10로 희석하여 반응시켰고, 

그 결과로 신속 진단 키트의 최소 검출 한계는 29.1 AU/mL이

며, 샘플 중 그보다 낮은 농도인 16.9 AU/mL 검체에서는 음성

으로 나타난다는 것을 확인하였다. 이는 본 논문을 통하여 개발

한 RBD 단백질이 신속 진단 키트로 제작했을 때 최소 검출 한계, 

limit of detection (LOD)가 16.9에서 29.1 AU/mL 사이라는 

것을 의미한다.

또한 COVID-19 이전에 확보된 100종의 혈청을 신속 진단 

키트로 테스트했을 때 100% 음성의 결과를 보였다(Table 2). 

이는 재조합 단백질이 정상 혈청 내 존재할 수 있는 면역 단백질, 

항체, 및 혈구 세포 등에 대하여 비 특이적으로 반응하지 않는 것

을 알 수 있다. 또한 코로나 바이러스 및 호흡기 질환 유발 바이러

스에 대한 항체를 포함한 총 8종의 항체를 신속 진단 키트에 반

응시켰을 때, 모든 항체에 대하여 음성 결과로서 나타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Figure 5). 

이는 신속 진단 키트가 COVID-19 바이러스의 중화항체 이

외의 항체들에 대하여 교차반응이 없다는 것을 뜻한다. 개발한 

재조합 단백질과 그를 이용한 신속 진단 키트는 효율적인 백신 

접종자의 효율적 관리로의 적용을 위해서 추가 연구를 통하여 

좀더 다양한 중화항체를 포함하는 백신접종자 및 감염 후 완치

환자의 임상 혈청샘플들을 분석해 통계학적 신뢰성을 높일 필요

가 있으며 신속 진단 키트의 민감도와 특이도를 개선하고 정량

분석장비를 통하여 항체가를 수치로 표시되어 사용자 편의성을 

개선한다면 현장진단용 중화항체 진단 키트로 제품화 가능성이 

높다고 생각한다.

요  약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는 사람의 호흡기관에 다수로 분

포하는 안지오텐신전환효소2, angiotensin converting 



264   Dong Ok Choi and Kang Moon Lee. Development of COVID-19 Neutralizing Antibody (NAb) Detection Kits

www.kjcls.org

enzyme 2 (ACE2)를 매개하여 감염을 일으키는 β-genus 바이

러스이고 완치환자 및 백신 접종자의 항체생성에 대한 효율적인 

사후관리가 필요한 질병을 유발하는 바이러스다. 이 논문에서

는 임상 시료의 중화항체와 특이적으로 반응하는 재조합 단백질

을 개발하고 이를 이용하여 COVID-19 바이러스에 대한 중화

항체를 빠르고 편리하게 진단하는 신속 진단 키트를 개발하고 

그것의 성능 평가를 통하여 제품화 가능성을 확인하는 것을 목

표로 하였다. COVID-19 S1 RBD 재조합 단백질을 사용한 신

속 진단 키트의 양성 퍼센트 일치(PPA) 및 음성 퍼센트 일치

(NPA)가 미국 FDA EUA에서 승인한 ELISA 키트와 비교했을 

때 각각 100% 및 98.3%인 점에서 신속 진단 키트에 적용할 수 

있을 것으로 확인하였다. 향후 신속 진단 키트의 성능을 개선하

고 정량 분석 장비를 통해 중화항체를 정량적으로 분석이 가능

하면 제품화 통해 검체내의 중화항체 유무와 양을 확인함으로써 

COVID-19 바이러스에 대한 면역성을 예측하고 추가 예방접

종 여부를 판단하는 중요한 자료로 활용될 수 있을 것으로 생각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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