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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ntroduction 

미생물 질환의 진단은 미생물 존재 자체를 검출하는 방법이 가장 표준적인 방법으

로서 배양법이 가장 중요하나 바이러스의 경우 배양법은 시간이 많이 걸리며 노력이 

많이 소요되므로, 임상적으로는 유전자 검출법이 주류를 이루고 있다. 세계적으로 유

행중인 severe acute respiratory syndrome coronavirus 2(SARS-CoV-2)에 대한 간단

한 미생물학적인 설명과 함께 현재 사용하고 있는 진단검사법과 향후 전망에 대해 소

개하고자 한다. 

SARS-CoV-2의 분류 및 유전자 구조 

SARS-CoV-2는 Coronaviridae 과(family)에 속하는 바이러스로 2019년 중국 중부지

역 후베이성의 주도인 우한시에서 처음 발견된 신종바이러스이다. Coronaviridae 과에

는 Alphacoronavirus 와 Betacoronavirus 속(genus)이 있으며, Alphacoronavirus 속에

는 일반적인 감기유발 바이러스로 알려진 human coronaviruses 229E(HCoV-229E)

와 HCoV-NL63 등이 있고, Betacoronavirus 속에는 Embecovirus 아속(HCoV-

OC43, HCoV-HKU1), Mebecovirus 아속(Middle East respiratory syndrome-related 

coronavirus, MERS-CoV)와 Sarbecovirus 아속(SARS-CoV-1, SARS-CoV-2) 등이 

있다[1]. 
Sarbecovirus는 2002년 SARS-CoV-1이 전세계적인 문제가 되면서 SARS-related 

Betacoronavirus라는 의미의 Sarbecovirus 아속으로 명명된 신종 바이러스이다. Sar-
becovirus는 RNA 바이러스로서 약 120 nm(80-200 nm) 크기로 바이러스 중 큰 편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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며, 유전자 크기도 30 kb 정도로 큰 편에 속한다. 예를 들어 공기로 

전염되는 것으로 알려진 홍역바이러스(measles virus)는 100-300 
nm 정도로 비교적 크기가 큰 편이며, 호흡기 바이러스의 대표적인 

인플루엔자바이러스(influenza virus)는 80-120 nm 정도의 크기이

다[1,2]. 반면 소화기 감염을 일으키는 RNA 바이러스인 rotavirus
는 70-75 nm 크기에 18.5 kb의 유전자를 가지고 있으며, norovi-
rus는 27-40 nm 크기에 7.5-7.7 kb의 유전자 크기를 가지고 있다

[3].  
SARS-CoV-2의 진단은 바이러스 RNA를 검출하는 분자진단법

을 사용하는데, 바이러스 구조의 각 부위를 파악하는 일이 검사법 

수립에 중요하다. SARS-CoV-2의 기능에 관련된 단백질을 만드는 

유전자는 orf1a, orf1b, orf3a, orf6, orf7a, orf8, orf10 등이 있으며, 

이러한 open reading frame은 효소 등을 포함한 기능에 관련된 단

백질을 주로 생성한다. SARS-CoV-2 바이러스 모양을 만드는 구

조 단백질에 따라 각각의 유전자가 명명되어 있는데, 예를 들어 바

이러스 표면에 코로나처럼 돌기 모양으로 솟아 인체 세포에 침투에 

가장 중요한 역할을 하는 S(spike)단백, 세포막 부분에 분포하고있

는 E(envelope)단백, M(membrane)단백 등과 바이러스 RNA에 부

착하고 있는 N(nucleocapsid)단백 등이 중요한 구조물이다[1,4]. 
SARS-CoV-2는 발견 이후로 많은 변이가 있었으며 흔히 분리되는 

변종은 17개 이상으로 알려져 있다[2]. 
SARS-CoV-1과 SARS-CoV-2는 인체감염 시 인체세포의 angio-

tensin-converting enzyme 2(ACE 2) 수용체를 통하여 침투한다고 

알려져 있으며, transmembrane serine protease 2(TMPRSS2)의 작

용도 중요하다고 알려져 있다[5]. SARS-CoV-2의 표면에 돌기처럼 

나와있는 S단백은 S1 domain과 S2 domain으로 이루어져 있는데 인

체내 ACE 2 수용체가 SARS-CoV-2 표면의 S1 부분을 제거하면 S2 
부분이 길게 돌출되면서 인체세포와 융합을 하면서 세포내로 침투

하게 된다(아래 site에서 간단하지만 이해하기 쉬운 애니메이션을 볼 

수 있다. https://www.youtube.com/watch?v=e2Qi-hAXdJo). 

SARS-CoV-2의 진단검사 

SARS-CoV-2의 진단은 바이러스 특이 유전자를 검출하는 유전

자 검사가 기본이다[6]. 실시간 역전사 중합효소연쇄반응(real-time 
reverse transcription polymerase chain reaction, real-time RT-

PCR)이 현재까지 개발된 진단기법 중 민감도, 특이도가 가장 우수

하여, 많은 병원 검사실에서 표준적인 진단방법으로 사용되고 있

다. Real-time RT-PCR 검사를 위해서는, 환자 검체에서 여러가지 

시약을 사용하여 바이러스 RNA를 추출한 뒤, real-time RT-PCR 

시약이 든 PCR tube로 옮긴 후 real-time PCR 기기에 장착하여 검

사를 진행하게 된다. Real-time PCR 기기는 RNA 역전사 과정으

로 DNA를 합성하고, 온도를 높이고 낮추는 cycle을 여러 회 반복

하여 증폭 과정을 거치게 되는데, 증폭된 DNA 양과 비례하는 형

광 물질을 실시간으로 검출함으로써 검사 결과를 얻을 수 있다. 

최근 많은 병원검사실에서 검체 처리와 RNA 추출 과정에서의 

수작업 오류를 줄이기 위해 자동화 또는 반자동화 장비를 사용하고 

있다. 유전자 증폭과정 직전에 RNA 역전사 과정을 reverse tran-
scriptase 특성을 지닌 효소로 시행하며 cDNA를 합성하게 된다. 

cDNA 가 합성된 뒤에는 PCR 과정을 시행하게 되며 바이러스 

cDNA를 여러 가닥으로 증폭시킨다. 단순 PCR과 달리 real-time 
PCR 기법은 PCR 반응에서 유전자가 증폭되는 단계마다 형광물질

이 부착된 표식자(probe)를 붙게 하여 유전자의 양을 정량적으로 

측정할 수 있는 방법이다. 물론 정확한 의미에서 정량검사를 하기 

위해서는 검체 특성이 혈액처럼 일정해야 하고, 반응 억제 물질이 

거의 없어야 하며, 여러 표준물질로 표준검량곡선을 얻어야 바이러

스 정량이 가능하므로, 호흡기 검체처럼 검체마다 특성이 다르고 

바이러스 분포가 다른 검체로는 바이러스의 정확한 양을 얻기는 쉽

지 않다[7,8]. 
Real-time PCR 장비가 없어도 시행이 가능한 loop-mediated 

isothermal amplification(LAMP) 같은 등온증폭법(isothermal am-
plification method)도 일부 바이러스를 검출하는데 사용되어 왔다. 

LAMP 기법은 의료보험에서 real-time RT-PCR 검사법의 제한이 

너무 강한 일본에서 개발되어 많이 연구되어 왔지만, 아직은 re-
al-time RT-PCR 검사법에 비해서 민감도와 특이도가 낮은 편이다

[9]. 최근 LAMP를 clustered regularly interspaced short palindrom-
ic repeats(CRISPR) 기반의 진단법과 결합시킨 방법이 개발되어 민

감도 93.1%, 특이도 98.5%를 보고하기도 했으며[10], real-time 
RT-PCR의 Ct값이 낮은 검체, 즉 바이러스의 양이 많은 검체에서 

민감도 97.5%, 특이도 99.7%를 보였던 연구도 있어[11] 향후의 사

용가능성에 주목하고 있다. 

검사 시작 후 1시간 이내에 검사 결과를 얻을 수 있는 신속분자

진단법도 몇 가지 사용 중이며, 주로 전용 기기에 장착하는 방식으

로 사용한다. 대표적인 검사법으로는 현재 결핵균 신속진단에 사용

하는 GeneXpert(Cepheid, Sunnyvale, CA) 기기에서 시행할 수 있

는 Xpert Xperss SARS-CoV-2와 호흡기나 소화기 병원균의 신속

진단에 사용하는 Biofire(Biofire Diagnostics, Salk Lake City, UT) 

기기에서 시행할 수 있는 Biofire COVID-19 test 등이 있는데[12-
14], 검체를 투입하고 1시간 이내에 real-time RT-PCR 검사법에 

준하는 결과를 얻을 수 있지만, 시약이 비교적 고가인 점이 단점이

다. Liat system(Roche, Pleasanton, CA)의 Cobas SARS-CoV-2 시
약은 multiplex RT-PCR 기법을 사용하면서도 20분만에 결과를 얻

을 수 있다고 하며[15], 이런 시약 외에도 더 빠른 신속분자진단법

이 속속 개발되고 있다. 

SARS-CoV-2 항원검사는 바이러스 특이 단백질이나 당단백질

을 검출하는 방법인데, 검출신호를 정확한 기기로 측정하는 정밀면

역측정법과 육안이나 간이 측정기로 판정하는 간이항원검사가 있

다. 일반적으로 간이항원검사는 정밀면역측정법에 비해 민감도와 

특이도가 낮다. 또한, 항원검사는 바이러스의 특정 항원에 대한 특

https://www.youtube.com/watch?v=e2Qi-hAXdJ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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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항체를 제작해서 사용하게 됨으로써, 특이 항체의 특성에 따라 

검사간 차이가 많이 발생한다. 즉, 시약회사마다 개발된 특이 항체

의 특성과 최적화에 따라 검사 성적은 다르기 때문에, 각 회사마다 

민감도와 특이도가 높은 특이 항체를 개발하려고 많은 노력을 기울

이고 있으며, 임상 검체에서 안정적으로 검출하기 위한 조건을 잡

기 위해서는 여러가지 노력과 최적화 과정을 거쳐야 한다. 간이항

원검사는 수십년의 개발과정을 통해 인플루엔자바이러스 진단에 

보조적으로 사용하고 있으나, 아직 real-time RT-PCR 검사법에 

비해 민감도가 40-80% 수준으로 알려져 있다. 일반적으로 간이항

원검사는 증세가 있는 외래 환자에서 보조적 진단법으로 많이 사용

하고 있으므로, 향후 더욱 민감도와 특이도가 개선된 시약이 개발

된다면 진단에 도움이 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그러나, 진료현장

에서 사용하고 있는 검사법과는 달리, 전세계적으로 유행하고 있는 

SARS-CoV-2의 경우 검사 건수를 높이면 높일수록 위양성과 위음

성의 위험이 높아질 수 있다. 예를 들어, 지금 미국에서 사용중인 

Abbott사의 BinaxNOW COVID-19는 98.5%의 특이도를 가지고 

있으나, 0.2%의 유병률을 보이는 상황에서 검사 시 59개 검사 당 1
개의 양성을 보이지만 이 중 89%는 실제로 음성 검체로 판명된다. 

이는 미국인 전체를 검사할 경우 550만건의 양성이 나오고 그중 

490만건이 위양성이라는 결과가 나온다[16]. 우리나라에서는 

SARS-CoV-2의 유병률이 더 낮으므로 위양성은 더 높아지게 된

다. 즉 간이항원검사법의 경우 큰 집단을 대상으로 진단검사로 사

용할 경우 발생할 혼란을 고려해야 한다. 또한, 의료인에 대한 보호

시설이 잘 갖추어지지 않은 외래 공간에서 항원검사를 시행하여 양

성 결과를 보인 경우, 환자와 의료인 및 의료기관에 대한 후속 조치

에 대해 충분한 논의가 진행되어야 한다. 

SARS-CoV-2 항체검사는 바이러스를 간접적으로 검출하는 방

법으로서 인체 면역반응에 의해 혈액내에 생성되는 바이러스 특이 

항체를 검출하는 검사기법이다. 항체검사 결과는 검사시약과 인체

의 면역반응에 따라서 상당히 다른 반응을 보일 수 있다[17]. 검사

시약 제작 시 반드시 필요한 항원은 제조사에서 밝히지 않는 경우

가 많은데[17], 항원 target 과 항원의 3차원 구조가 제조사에 따라 

상당히 차이가 날 수 있으므로 실제 임상에서 결과는 상당히 다를 

수 있다. 또한 혈액 내의 바이러스 특이 IgG, IgM, IgA 등의 조합

으로 다양하게 검출하거나 total antibody를 검출할 수도 있어서 실

제 어떤 시약을 사용함에 따라서 다양한 결과가 나올 수 있다. 미국

에서는 한때 150개 이상의 SARS-CoV-2 항체검사 kit가 emergen-
cy use authorization를 받았으나, 민감도와 특이도의 문제로 인해 

진단적 가치가 낮은 상당수 kit가 삭제되었다. 바이러스에 대한 항

체검사는 보통 ELISA나 CLIA 같은 전문적인 측정장비를 이용하

여 민감도와 특이도를 높여서 검사하고 있으나, 육안으로 관찰하거

나 간단한 측정장비를 이용한 간이항체검사의 경우 제품별로 상당

한 차이를 보일 수 있어서 주의가 필요하다. 지금 임상에서 널리 사

용중인 항체검사는 대부분 전문적인 측정장비를 사용하고 있으며 

수십년간의 개발과정을 거쳐서 신뢰할만한 검사결과를 보이는 시

약을 임상적 의의에 맞게 사용하고 있다. 즉, anti-HBs 항체의 경

우 보호항체 검출에 사용되고 있고, anti-HAV 항체 중 IgM은 진단

에, IgG는 보호항체의 의미가 있으며, anti-HIV 항체의 경우 HIV
의 선별검사에 사용하고 있다. 하지만 SARS-CoV-2 항체검사의 

경우 아직도 연구 개발 및 임상평가가 더 필요하며, 임상적으로 사

용 시 여러가지 관점에서 의논이 필요하다. 예를 들어 HIV 검사는 

항원-항체 검사가 PCR 검사보다 임상적으로 더 유용하며, 선별검

사로서 민감도와 특이도 향상을 위해 여러 개발과정을 거쳐왔으

며, 현재는 anti-HIV 항체와 p24 항원을 동시에 검사하는 4세대 검

사법을 사용 중이다. 하지만, 특이도가 99.9%를 넘더라도 위양성

이 존재하므로 HIV 확진을 위해서는 Western blot 방법으로 항체 

특이도를 재확인하고 있기도 하다. 

SARS-CoV-2 진단과 환자 관리에서 항원검사, 항체검사의 유용

성에 대해서는 아직도 많은 개발과 임상연구가 필요하며, 임상 적용

에 대해서는 앞으로도 더 많은 논의가 되어야 할 것으로 생각한다. 

검체 채취 

SARS-CoV-2는 호흡기 검체로 진단하는 것이 원칙이고, 상기도 

검체로는 nasopharyngeal swab(NPS), oropharyngeal swab(throat 
swab), nasopharyngeal aspirate 등이 있지만 주로 사용하는 검체는 

NPS이다[6,8]. 전통적으로는 상기도 감염을 일으키는 바이러스의 

진단에 가장 좋은 검체는 nasopharyngeal aspirate였으나, NPS 검
체를 쉽게 채취할 수 있는 flocked swab이 개발되면서, 현재는 대부

분 이 방법을 사용하고 있다. 우리나라는 2009년 신종인플루엔자 

검사에 real-time RT-PCR 검사법을 사용하면서 flocked swab으로 

채취하는 방법을 처음 임상에 사용하기 시작했다. NPS 검체는 진

단적 가치가 가장 높아서 기본적으로 시행하게 된다[18]. 또한 

NPS 검체는 정확히 사용하면 환자에게 통증이 거의 없는 검사이

기도 하다. 검체 운송용기 내에는 바이러스의 생존을 보장하는 vi-
rus transport media(VTM) 배지 혹은 불활화 할 수 있는 분자진단

용 운송배지 등이 있으며 각 검사실의 정책에 따라 운송배지를 선

택한다. 

하기도 검체는 객담이나 기관지세척액 등이 있으며 증상이 심하

거나 분비물이 있는 객담이 있는 환자, 기관삽관을 한 환자에서는 

도움이 된다[19]. 하기도 검체는 점성이 높으므로 진단검사의학과

에서는 적절하게 검체 처리를 하여야 하는 번거로움이 있다. 하지

만, 임상적으로 호흡기 질환이 많이 진행된 경우는 객담 검사가 필

요하다.  

SARS-CoV-2 검사법의 전망 

SARS-CoV-2는 2019년 하반기에 처음으로 인체감염이 알려진 

신종바이러스로서, 많은 연구와 개발이 단기간에 진행되었지만, 아

직도 검체 채취, 검체의 선택, 검체 채취시기, 분자진단법의 개발, 



http://www.e-kmj.org

Laboratory Diagnosis of SARS-CoV-2

60

Keimyung Med J

항원검사법의 개선, 항체검사법의 개선에 대하여 추가적인 노력과 

논의가 필요하다. 현재 상황에서 사용 가능한 진단검사법 중 민감

도와 특이도가 가장 높은 real-time RT-PCR 기법을 진단검사의 

기본으로 사용하면서 환자 진단과 방역을 진행해야 할 것으로 보인

다. 앞으로는 더 빠르고 정확한 신속분자진단 기법 개발이 필요할 

것으로 보이며, 예방접종이 널리 시행될 경우 보호항체 보유 여부

를 파악하기 위한 항체검사 같은 임상적으로 필요한 검사법 개발이 

요구되는 시점이다. 

우리나라는 2002년 중국과 서남아시아, 북미에 전염되어 큰 사

회적 문제를 일으켰던 SARS-CoV-1의 유행에서 진단검사법을 사

용한 적이 없었다. 당시에 우리나라는 RNA 바이러스 특히 SARS-
CoV-1 같은 신종전염병에 대한 진단검사기법과 시약, 장비, 인력

이 병원에서는 거의 갖추어지지 않았었다. 하지만, 이번 SARS-

CoV-2의 전세계적 유행에서 우리나라는 2020년 1월 SARS-

CoV-2 발생이 알려진 초기 단계부터 분자진단법을 이용한 진단검

사법의 수립을 서둘렀고, 충분한 진단검사시약 확보, 전국적인 진

단검사정도관리 체계 확립으로 세계적으로도 우수한 수준의 진단

검사를 시행하기 위한 준비를 해왔다. 이러한 신속하고 정확한 

SARS-CoV-2 분자진단검사법을 바탕으로 검사 후 추적(Test and 

Trace) 전략을 채택하여 급증하는 outbreak을 막아 왔다. 이렇게 대

응할 수 있었던 배경에는 2009년 신종인플루엔자, 2015년 MERS-
CoV를 거치면서 RNA 바이러스에 대한 우리나라의 진단검사 능력

이 향상되었기 때문이기도 하다. 이번 2019년 SARS-CoV-2 out-
break을 거치면서 얻은 경험을 바탕으로, 새로운 미생물에 대응할 

수 있는 진단기법 향상과 진단기법 개발이 필요하며, 임상진료와 

방역의 관점에서 아쉬웠던 점에 대한 제언과 논의가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우리나라는 진단검사분야에서 전세계적으로도 우수한 대

응을 보이기는 했지만, 검사시간의 단축 및 검사의 편의성 부분에

서 일부 아쉬움이 있다. 향후에는 현재 표준법으로 사용중인 re-
al-time RT-PCR 검사법에 비해 더 신속하고도 편리하게 결과를 

낼 수 있는 신기술의 개발로 우리나라 의료 및 방역의 단계를 한단

계 더 높여야 할 것으로 생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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