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SUMMARY

 단일도메인항체는 바이오소재 산업의 반도체

  두 개의 heavy chain으로만 구성된 낙타 항체 혹은 상어 항체를 구성하는 부위 중 항원과 결합하는 

부위만을 첨단 유전공학 기법을 활용하여 제작된 가장 작은 분자량의 재조합 항체인 단일도메인항체는 

지난 수십 년 동안 개발·활용되어온 전통항체와는 패러다임이 완전히 다른 첨단 바이오소재

  반도체가 초고집적화되며 기존에 존재하지 않던 신기능 발현이 가능해지듯 단일도메인항체는 바이오 

소재 산업의 반도체와 같은 역할로 전통항체에서 실현 불가능했던 유전자 라이브러리 수준에서의 

광범위한 스크리닝이 가능하고, 극단적 pH, 온도, 분해효소 하에서도 효과적으로 작용할 수 있는 기능성 

항체소재의 선별까지 가능할 뿐만 아니라 대량생산이 용이한 경제성과 다양한 기능성 부여가 가능하여 

기술적으로 수준 높은 제품 개발이 가능한 신개념의 신소재

  단일도메인항체 응용기술은 대규모 투자가 필요한 동물세포 배양용 생물반응기가 필요하지 않기 때문에 

이스트 발현시스템에서 매우 간편하게 생산이 가능할 뿐만아니라 고가의 장비가 불필요하여 기존 전통 

항체 방식과는 비교할 수 없을 만큼의 대량생산이 가능

 시사점 및 정책제안

  전통항체 대비 특징과 장점이 많아 바이오산업의 패러다임 전환이 가능한 단일도메인항체를 응용하기 

위해서는 상자성 세라믹소재와의 융합기술 개발이 필수적이므로 바이오 기술과 세라믹 기술의 동시 개발 

및 융복합화 기술 확보가 필요

  세라믹소재와 바이오소재의 융합기술 개발과 확보를 위해서는 산학연 컨소시엄 기반의 중장기적인 R&D
와 정부/민간의 집중 투자가 필요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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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들어가며

 

  바야흐로 바이러스 전성시대다. 2019년 11월 17일, 중국 후베이성 우한시에서 세계 최초로 감염 보고가 있었다. 

그 이후 세계 보건기구는 이 바이러스를 COVID-19로 명명하였고 우리나라는 코로나-19로 부르고 있다. 짧은 

시간이 지난 후 코로나 바이러스는 인류 역사상 가장 치명적인 바이러스라는 닉네임을 얻으며 지구인들에게 

공포의 대상이 되었다. 그리고 팬데믹이 선언되었다. 코로나 바이러스 창궐에 따른 피해 현황은 그야말로 참혹할 

정도다. WHO 집계 기준 2020년 7월 31일 현재, 세계 코로나19 누적 확진자는 1710만6007명, 사망자는 66만

8910명이다. 우리나라는 누적 확진자 14336명에 사망자 301명이다.

  K-방역이란 용어가 이즈음에 등장했다. 자칭타칭 코로나-19에 대한 체계적이고 조직적이며 효율적인 방역 

시스템을 우리나라가 선도하게 되어 생긴 말이다. 세계 어느나라보다 더 빠르고 정확하게 바이러스 감염 여부를 

진단할 수 있는 역량에 대한 칭찬이다. 우리나라 의료계의 진단 기술이 또 한 걸음 앞서갈 수 있는 호기가 되었다. 

신속 정확한 진단 기술은 그 이후의 방역과 치료 및 중요한 의사결정에 꼭 필요하다. 

  기술과 의학은 끊임없이 상호 보완관계를 유지하며 발전을 거듭하고 있다. 감염병 진단 기술에 한정한다면 지금 

이 순간에도 얼마나 더 빠르고 정확하고 간단하며 저비용으로 손쉽게 진단할 수 있을지에 대한 수많은 연구가 

진행되고 있다. 코로나 바이러스도 그러한 범주에 있으나 여기에서는 보다 범용적인 내용을 다루고자 한다. 

일상생활에서 흔하게 발생되는 식중독균이나 노로 바이러스, 잔류 항생제 등의 진단 기술에 대한 일부의 이야기를 

소개한다. 

  이때 혁신이란 키워드를 가미할 수 있다. 기존에 사용 중인 소재 기술의 개념을 획기적으로 전환시킬 수 있기 

때문이다. 기술과 의학이 상호보완적인 것처럼 혁신기술은 또한 기존 기술이 뿜어내는 저항을 회피할 수는 

없다. 여기에서 다루는 단일도메인항체가 그렇다. 일반적인 전통항체 대비 가히 혁신적이기 때문이다. 과학기술 

분야에서 특히 의학기술에서 팩트를 논하는 것은 사실상 무의미할 수 있다. 왜냐하면 상식처럼 알고 있던 의학지식 

쪼가리들이 시간이 지나면서 너무도 허무할 정도로 뒤바뀌는 경우를 많이 보고 있어서다. MSG 논란이나 소금, 

지방의 역설과 비타민의 실상 등등 헤아릴 수 없이 많다. 

  코로나 바이러스 창궐의 시대에 살고 있다. 아니 살아남기 위해 지구인들은 하루하루 버티고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이런 시기에 본고를 통해 각종 바이러스와 병원균 등에 대한 새로운 개념의 소재 융합기술이 접목된 진단 

기술을 소개하는 것은 시의적절하겠다. 그와 같은 연구개발 활동이 바이러스와 인류의 전쟁에서 끝까지 버티며 

저항할지언정 궁극적으로 패배하지는 않기 위한 하나의 깨알 같은 노력이 되어준다면, 지금 이 순간에도 지구 

어디선가 그 누군가에 의해 행해지고 있을 수많은 연구원들의 R&D 활동은 그 자체로 의미가 있으리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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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사람에게 해가 되는 각종 위해인자

 

  엄마의 자궁에 있었던 9개월여 동안이 아마도 인간이 경험할 수 있는 가장 안전한 환경에서의 삶일지도 모른다. 

그곳을 벗어나 태어나는 순간부터 우리는 온갖 유해한 환경에 어쩔 수 없이 내던져지게 되는 것이다. 태생적으로 

면역력을 부여받긴 하지만 점점 위력을 떨치는 신종 바이러스나 세균 또는 인위적으로 만들어낸 각종 항생제 등에 

의해 우리의 몸은 단 하루도 편할 날이 없다는 표현이 결코 과장이 아닐 것이다. 

  그렇게 많은 위해인자들 가운데 본고에서 다룰 것들은 식중독을 유발시키는 병원성 세균과 노로바이러스 및 

식품오염 주범 중 하나인 잔류 항생제 등은 다음과 같다. 

- 식중독 유발 병원성 세균

• 병원성 대장균(181종), 살모넬라균(serogroup A∽E, serotype Vi 등 6종), 세균성 이질균(A1∽12, B1a∽By, 
C1∽18, D1∽2 등 43종), 콜레라균(Ogawa, Inaba, O139 등 3종) 등 230여종의 세균들이 세계적으로 식중독을 

광범위하게 유발하고 있어 이들의 동시검출 및 감별 진단이 점차 중요시됨

• 그러나 균의 종류가 다양하여 원인균의 검출 및 동정에 5일 이상 소요되고 있어 전파 차단 및 조기치료 등에 한계가 

있으며 이를 극복하기 위한 원천기술의 개발이 시급함

• 181종의 병원성 대장균 중 특히 O157 한 종에 특화되어 세라믹 자성소재 기반 검출 방법과 신속 탐지 키트가 일부 

개발된 바 있으나 다양한 대장균종군에 대한 고집적화된 신속 검출 키트의 개발은 여전히 그 필요성 대비 부족한 

실정임

- 식중독 유발 노로바이러스

• 유전형 그룹 2종과 각 유전형 그룹에 속한 다양한 유전자형 50여종이 알려져 있음. 현재까지 혈청형이 분류된 바 

없으나, 국내외에서 발생하는 주요 10종 노로바이러스에 대한 바이오마커 개발 시 90% 이상의 원인 노로바이러스의 

검출이 가능할 것으로 예상함

• 현재까지 세계적으로 노로바이러스 관련 세라믹 자성비드소재를 활용하여 빠르고 쉽게 진단할 수 있는 기술 개발의 

예는 발표되지 않고 있으며, 국내에서 신속 탐지 키트가 일부 개발된 바 있으나 민감도와 특이도가 현저히 낮아 

활용성이 극히 낮은 실정임

- 식품오염 항생제

• 베타락탐계, 페니실린계, 세팔로스포린계, 아미노글리코사이드계, 마그로라이드계, 테트라사이클린계, 글로펩티드계, 

퀴놀론계 등이 광범위하게 사용되고 있음. 농축산물과 양식 수산물 등에 광범위하게 오염되어 지속적으로 섭취되고 

있어 식품안전 측면에서 이슈가 되고 있으며 이를 통한 사람의 건강에도 큰 위해가 되고 있음

• 최근 우리나라 정부에서도 식품생산 과정에서의 항생제 사용과 환자에 대한 처방을 줄이기 위해 국무총리실을 

중심으로 다부처 차원에서의 대응 방안을 마련하여 추진 중에 있으며, 이는 국내외에서 국가적 아젠다로 채택되면서 

매우 중시됨

• 또한 항생제의 현장/실시간 검출은 식품에서의 항생제 스크리닝에 있어 가장 중요한 기술이며, 항생제 사용을 

실질적으로 감소시키는데 크게 기여함으로서 항생제 내성균의 출현을 억제하는데 중요한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됨. 

실제 잔류 항생제로 인한 내성균의 감염으로 암환자(25,000명/년)보다 많은 사망자(30,000명/년)가 유발되고 있음



KEIT PD Issue Report PD ISSUE REPORT AUGUST 2020 VOL 20-8

64  I  한국산업기술평가관리원

3. 단일도메인항체 (Single Domain Antibody)

 

  단일도메인항체 소재는 지난 수십 년 동안 개발·활용되어온 전통항체와는 패러다임이 완전히 다른 첨단 바이오 

소재로서, 1993년 Nature지 (Hammer Casterman et al)에 처음 보고된 신개념의 재조합 항체로 single 

domain antibody, sdAb, VHH 등으로 불리고 있다. 두 개의 heavy chain으로만 구성된 낙타 항체 혹은 상어 

항체를 구성하는 부위 중 항원과 결합하는 부위만을 첨단 유전공학 기법을 활용하여 제작된 가장 작은 분자량의 

재조합 항체로 정의되는 물질이 바로 단일도메인항체로 아래의 [그림 1]에 그 개념도를 나타내었다. 

-  단일도메인항체 이전에 개발된 항체들을 통칭하여 전통항체(conventional antibody)라 함

-  단일도메인항체는 기존의 동물 혹은 세포 수준에서 후보물질 선별 및 평가가 이루어지는 출존 항체 제작기술의 한계를 

뛰어넘어 유전자 라이브러리 수준에서의 광범위한 스크리닝이 가능하여 다양한 산업분야에의 적용이 가능한 재조합 

항체를 다수 개발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재조합 항체 중에서도 ‘stress selection’ 기술의 적용을 통해 특수 환경  

(극단적 pH, 온도, 분해효소 등) 하에서도 효과적으로 작용할 수 있는 기능성 항체소재의 선별까지 가능하여 고도로 

특화된 제제를 개발할 수 있는 큰 장점이 있음

-  또한 대량생산이 용이한 경제성과 다양한 기능성 부여가 가능하여 기술적으로 수준 높은 제품 개발이 가능한 소재임. 

이는 진단 및 검출에서 예방, 치료에 이르는 고도의 질병제어 및 기능성 식품소재, 환경제어제 등으로 응용 및 개발될 

수 있는 첨단소재임

-  뿐만 아니라 대량생산 및 다양한 소재간의 표준화기술 적용이 가능하여 경제성을 확보함과 동시에 산업화 소재로서의 

위치를 정의하는데 매우 부합하는 소재임. 이러한 표준화 전략은 아직까지 선진 다국적 회사들이 진출하지 않은 

분야로서 국제적으로 국내 기술진이 충분히 선도할 수 있음

-  다음의 표1에 단일도메인항체의 특징을 요약하였으며 [그림 2]에는 전통항체와 단일도메인항체 구조, 크기 및 장단점 

비교 및 [그림 3]에는 전통항체와 단일도메인항체의 경제성 비교함

[그림 1] 기존 단클론항체와 낙타유래 단일도메인항체 개념 비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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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1] 단일도메인항체의 특징

장 점 분자적 배경

유전자 조작을 통한 제작 용이

• 작은 분자량 (single domain으로만 구성, 15 kDa), 

• Conventional antibody (150 kDA)의 1/10 수준으로 매우 작은 안정한 

단백질

유전자 라이브러리 활용용이 • VH domain만 필요 (VL domain 제외)

Multivalent format 제작 용이

• 다양한 linker 디자인 가능 (dimer, pentamer 등의 format 제작이 

자유롭고, 서로 다른 나노항체의 dimer 제작을 통해 bispecific format
의 제작도 가능), 또한 streptavidin 등의 다양한 기능성 단백질과의 융합도 

유전자 수준에서 용이하게 수행될 수 있음.

고도의 물리/화학적 안정성
• 높은 수용성과 single domain 특성으로 효과적 refolding 가능

• 분해효소에 저항성이 큼.

고도의 수용성, 단분자 행동성 • 매우 높은 친수성, 생체친화성 (상호간 응집 없음)

Hidden antigenic site에 대한  

높은 인식력

• CDR3의 높은 유연성 (conventional antibody의 CDR3에 비해 길고 

외부로 돌출되어 있음)

빠른 조직 투과 및 제거능 • 생체 내 자연 분해소실능 및 제거

높은 발현성 • 대장균, yeast, 담배식물에서의 높은 발현능

대규모 투자가 필요한 

동물세포배양용 생물반응기 불필요

• Yeast 발현시스템에서 손쉽게 생산될 수 있어 고가의 장비가 불필요하며, 

동물세포배양 방식과 비교할 수 없을 만큼의 대량생산이 가능



KEIT PD Issue Report PD ISSUE REPORT AUGUST 2020 VOL 20-8

66  I  한국산업기술평가관리원

[그림 2] 전통항체와 단일도메인항체 구조, 크기 및 장단점 비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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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 전통항체와 단일도메인항체의 경제성 비교

4. 초상자성 세라믹 자성소재

 

  자성 나노입자를 이용한 새로운 핵산 및 단백질 정제 기술은 기존의 음전하 형태의 수지(negative charged 

polyanion) 및 실리카 막(silica membrane) 기술을 이용한 방법의 단점인 저속, 고비용 정제방법을 획기적으로 

개선할 수 있는 차세대 정제기술로서, 대상 타겟 분자의 특성에 따라 자성 나노입자를 합성하면 단백질, mRNA 

등 생체 고분자 물질을 고순도로 정체할 수 있어 기존의 고성능 액체 크로마토그래피, 전기영동법 등의 생화학적 

방법에서 분리속도를 획기적으로 개선할 수 있는 장점이 있음 

  초상자성 세라믹 소재는 통상적으로 일정한 크기를 갖는 철산화물 자성 나노입자를 제조하고, 실리카로 코팅한 후, 

표면에 아미노 기능성을 부여하여 대상 DNA 분자와 선택적으로 결합하여 합성할 수 있음 

  초상자성 세라믹 소재는 자성입자를 나노미터 수준의 크기 조절과 자성세기를 제어하고, 실리카 전구체의 농도 등 

합성인자를 조절함으로서 실리카 코팅막의 두께 및 반응 표면적을 증대시킴으로서 초상자성 세라믹 나노입자의 

표면에 기능성 분자를 자기조립 시킴으로써 대상 바이오 분자와의 결합력을 증진시킴으로서 고효율 및 초고속 

분리가 가능한 장점이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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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초상자성 산화물 나노입자를 제조하는 방법은 크게 두 가지로 나뉘는데, Gas-phase를 통한 방법과 Sol-gel을 

통한 방법이 있음. 

- 순도 100%에 가까운 나노입자 제조가능

-  연속적인 제조 공정이 가능하여, Scale-up이 훨씬 용이함

-  Sol-gel방법에서는 필수적인 여러가지 화학첨가제를 쓰지 않아도 되며, 물질의 재료비용을 상당히 높이는 

Destillation, 대량의 용매등을 제거할 과정이 필요 없어, 물질가격을 낮출 수 있음

  산화철과 비슷하게 Ni/Ni 산화물, Co/Co 산화물과 같은 비철 산화물계 코어쉘 나노입자 또한 입자 크기 제어를 

통해 초상자성 특성 구현 가능함. 

   Co, Ni은 산화상태를 갖지 않는 중성 금속물질이며, 열역학적으로 산화에 비교적 안정한 물질이기 때문에 시간에 

따른 색 변화를 방지할 수 있는 이점이 있어 차세대 바이오 검출 센서에 응용 가능성이 큼

  따라서, 산화철뿐만 아니라 Ni/Ni 산화물, Co/Co 산화물과 같은 비철 산화물계 코어쉘 나노입자에 기반한 

신속진단 시스템을 모두 구현하는 것이 세계 후발주자에 대한 기술적 우위를 공고히 하는 적극적 전략으로서 

세계시장의 중장기적 확보방안으로서 추진해야 할 것으로 판단됨

5. 자성 진단키트

 

  자성탐지키트는 인체 및 사람, 그리고 식품 등의 가검물에서 검출하고자하는 표적(세균 혹은 바이러스 등의 

병원체 등)을 현장에서 가장 간편하고 신속하게 분리 및 확인할 수 있는 장점이 있음

  현재까지의 기술로 가검물에서의 병원체 분리는 5일 이상이 소요되며, 또한 복잡한 일련의 실험과정을 거쳐야 

하므로, 많은 장비와 전문 인력이 필요한 한계가 있으며, 비용과 시간도 많이 소요됨. 따라서 현장에서 즉각적인 

대응력 확보에 원천적인 한계가 있으나, 자력을 이용한 자성 진단 키트의 경우 이러한 일련의 단점 등을 획기적으로 

개선 및 해결할 수 있는 방법임

  또한, 기존 방식의 진단 및 검출 방법으로는 다양한 오염물질이 혼재되어 있는 가검물에서의 표적물질만의 고순도 

정제 및 검출이 어려우나, 자성 탐지키트의 경우 간단한 전처리 과정에서 오염물질들의 손쉬운 제거가 가능하여 

오염물질들로 인한 진단의 민감도 저하나 방해를 효과적으로 제어할 수 있는 장점이 있음



Korea Evaluation Institute of Industrial Technology   I  69

ISSUE 3 

세라믹 소재와 단일도메인항체의 융합 그리고 감염병 진단 기술

6. 세라믹소재와 단일도메인항체 융합기술

 

  정밀설계성 기반 고집적화 기술

-  기존항체와 세라믹소재 간의 융합은 일부 실험실적 수준에서 이루어진 바 있으나, 다양한 기술적 한계로 인해 성공적인 

산업화에 어려움이 많음. 그러나 단일도메인항체를 기반으로 할 경우 다양한 화학 및 바이오 링커기술을 적용하여 

복잡한 위해물질에 오염된 시료의 분석에 최적화된 제품 설계 및 구성이 가능함

  [그림 4]에는 기존 융합기술을, [그림 5]에는 단일도메인항체-세라믹소재 융합기술의 개념도를 나타냄

[그림 4] 기존 융합기술

[그림 5] 단일도메인항체-세라믹소재 융합기술



KEIT PD Issue Report PD ISSUE REPORT AUGUST 2020 VOL 20-8

70  I  한국산업기술평가관리원

  기술적 필요성

-  구조적 장점은 고도의 물리/화학적 안정성, 유전자 조작을 통한 개발용이성, 높은 발현성 및 대량 생산성, 다기능성 

융합체 개발용이성, 낮은 면역원성

-  기능적 장점은 빠른 조직 투과 및 제거(높은 효능 및 낮은 부작용), 높은 수용성, 단분자 행동성(비응집성), 내/외인성 

바이러스 오염 위험 없음, hidden antigenic site에 대한 높은 인식력, 다양한 제형화 가능(피하투여, 흡입투여, 경구 

투여, 주사제, 피부 패취 등)

[그림 6] 단일도메인항체의 가능 투여경로

7. 신속검출키트와 단일도메인항체

 

  신속검출키트 현황

[그림 7] 신속검출키트 제형 모식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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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비전문가에 의한 활용 적응도가 높은 검출제의 제형

-  지난 수년간에 걸쳐 세계적으로 일반화된 현장형 검출키트 기술임. 현재까지 기존항체기술에 기반하여 개발되어 

왔으며, 단일도메인항체 기반 신속검출키트의 개발은 이루어진 바 없음. 따라서 이에 대한 원천기술 개발을 통해 세계 

선도원천기술의 개발이 충분히 가능함

-  기존항체 기반 신속검출키트의 한계 :   

기존항체는 단일도메인항체에 비해 10배 이상 크기 때문에 일정량의 금콜로이드 소재에 부착할 수 있는 항체의 양이 

제한됨에 따라 수십종 이상의 위해인자들의 동시 검출 즉, 고집적성 확보가 원천적으로 불가능하며, 단백질 수준 

이상에서 획득될 수 있는 기존항체기술의 한계로 복수의 위해인자 검출 시 표준화 등 정밀설계성을 가지는 것이 

불가능함

-  단일도메인항체 기반 신속검출키트 기술의 진보성 :   

단일도메인항체는 정밀설계성 기반 고집적성 획득이 가능하여, 식중독균 및 바이러스, 그리고 항생제 등과 같은 

복잡하고 다수의 위해인자들 간의 동시 검출 및 감별을 위해 활용될 수 있는 원천소재이며, 이는 자성입자 및 

금콜로이드 등의 세라믹 소재와의 융합기술 개발을 통해 극대화될 수 있음

  신속검출키트의 활용·시장 및 경제·산업적 의의 및 특징

- 육안판단을 전제한 비전문적 활용성

- 식품 검사용의 경우 각국의 인증절차 간편성으로 국가별 장벽 적응 용이성으로  시장진출 및 확대 가능성 높음

-  전통항체 기반 제품의 경우 정성적 판단으로 한계

- 단일도메인항체와 융합기술이 개발될 경우 정량적 기준 적용가능성으로 세계시장 선도 가능성 높음

-  생산성 및 경제성이 이미 검증되어 상당히 높아 사업적 위험성이 낮으며, 신개념의 융합기술 적용으로 높은 부가가치를 

확보할 수 있고, 생산 공정의 자동화로 노동집약적이지 않아 국내 산업 여건에 매우 적합

  gold nanoparticle 등 원천소재가 국산화되어 단시간 내 경제성 높은 제품으로 세계 시장 장악 가능

  현재까지 단일도메인항체는 대량생산성 및 첨단 신규성으로 인해 국제 특허가 만료되고 있는 전통항체를 대체 

하는 항체의약품으로서 개발경쟁이 높아 신속검출키트 개발에 응용된 바 없음

  따라서, 단일도메인항체 자체 즉, 바이오소재로서의 특성들을 신속검출키트와의 연동성을 기반으로 특허를 선점 

한다면 보다 경제성 높은 세계 선도형 제품들을 충분히 개발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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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특이항원 세균

 

  살모넬라균 진단혈청 생산용 및 참조용 균주 현황 및 항원인자 분석

-  Serogroup A   

Salmonellaparatyphi A(S-1), Salmonella paratyphi A(A-1), Salmonella paratyphi A(A-2), Salmonella 

paratyphi A(A-3), Salmonella paratyphi A(A-4)

-  Serogroup B   

Salmonellaparatyphi B(S-3), Salmonella typhimurium(B-1), Salmonella typhimurium(B-2), 

Salmonella typhimurium(B-3), Salmonella typhimurium(B-4), Salmonella typhimurium(B-5), 

Salmonella typhimurium(B-6), Salmonella typhimurium(B-7), Salmonella typhimurium(B-8), 

Salmonella typhimurium(B-9), Salmonella typhimurium(B-10), Salmonella typhimurium(B-11), 

Salmonella typhimurium(B-12), Salmonella derby(B-13),derby(B-14), Salmonella agona(B-15), 

Salmonella paratyphi B(B-16), Salmonella paratyphi B(B-17), Salmonella kingston(B-18), Salmonella 

schwarzengrund (B-19), Salmonella atanley(B-20), I 4, 5, 12:i:-(B-21), I 4, 5, 12:i:-(B-22),Salmonella 

brandenburg(B-23), Salmonella schleissheim (B-24)

-  Serogroup C   

Salmonellathompson(S-40), Salmonella newport(S-50), Salmonella bardo(C-1), Salmonella 

haardt(C-2), Salmonella pakistan(C-3), Salmonella riggil(C-4), Salmonella braenderup(C-5), 

Salmonella braenderup(C-6), Salmonella infantis(C-7), Salmonella montevideo(C-8), Salmonella 

hartford(C-9), rissen(C-10), Salmonella othmarschen(C-11), Salmonella virchow(C-12), Salmonella 

bareilly(C-13), bareilly(C-14), Salmonella thompson(C-15), Salmonella mbandaka(C-16), Salmonella 

mbandaka(C-17), Salmonella ohio(C-18), Salmonella hadar(C-19), Salmonella hadar(C-20), 

Salmonella blockley(C-21), Salmonella newport(C-22)

-  Serogroup D &Serotype Vi   

Salmonellatyphi(S-57), Salmonella typhi(S-58), Salmonella typhi(S-Ty2), Salmonella enteritidis(D-1), 

Salmonella enteritidis(D-2), Salmonella enteritidis(D-3), Salmonella enteritidis(D-4), Salmonella 

enteritidis(D-5), Salmonella enteritidis(D-6), Salmonella enteritidis(D-7), Salmonella enteritidis (D-8), 

Salmonella enteritidis(D-9), Salmonella enteritidis(D-10), Salmonella galli–narum (D-11), Salmonella 

typhi(D-12), Salmonella typhi(D-13), Salmonella typhi(D-14), Salmonella typhi(D-15), Salmonella 

typhi(D-16), Salmonella typhi (D-17), Salmonella typhi(D-18), Salmonella typhi(D-19), Salmonella 

typhi(D-20), Salmonella typhi(D-21), Salmonella typhi(D-22), Salmonella typhi(D-23), Salmonella 

hillingdon(D-24), Salmonella dublin(D-25), Salmonella itami(D-26)

-  Serogroup E   

Salmonellalondon(S-76), Salmonella newington(S-84), Salmonella senftenberg(S-87), Salmonella 

senftenberg(E-1), Salmonella senftenberg(E-2), Salmonella tibati(E-3), Salmonella london(E-4), 

Salmonella london(E-5), Salmonella weltevreden(E-6), Salmonella weltevreden(E-7), Salmonella 

anatum(E-8), Salmonella give(E-9)

-  특히 살모넬라균의 경우 항원 인자를 혈청형 별로 공유하거나 상이하므로 이러한 특성을 활용하여 단일도메인항체 

개발이 필요



Korea Evaluation Institute of Industrial Technology   I  73

ISSUE 3 

세라믹 소재와 단일도메인항체의 융합 그리고 감염병 진단 기술

  세균성 이질균 진단혈청 생산용 및 참조용 균주 현황 

-   Serogroup A   

S. dysenteriae (serotype 1), S. dysenteriae (serotype 2), S. dysenteriae (serotype 3),S. dysenteriae 

(serotype 4), S. dysenteriae (serotype 5), S. dysenteriae (serotype 6),S. dysenteriae (serotype 7), S. 

dysenteriae (serotype 8), S. dysenteriae (serotype 9),S. dysenteriae (serotype 10)

-  Serogroup B   

S. flexneri (serotype 1a), S. flexneri (serotype 1b), S. flexneri (serotype 2a), S. flexneri (serotype 2b), 

S. flexneri (serotype 3a), S. flexneri (serotype 4a), S. flexneri (serotype 4b), S. flexneri (serotype 5), S. 

flexneri (serotype 6), S. flexneri (serotype x), S. flexneri (serotype y) 

-  Serogroup C   

S. boydii (serotype 1), S. boydii (serotype 2), S. boydii (serotype 3), S. boydii (serotype 4), S. boydii (serotype 

5), S. boydii (serotype 6), S. boydii (serotype 7), S. boydii (serotype 8), S. boydii (serotype 9), S. boydii 
(serotype 10), S. boydii (serotype 11), S. boydii (serotype 12), S. boydii (serotype 13), S. boydii (serotype 

14), S. boydii (serotype 15), S. boydii (serotype 16), S. boydii (serotype 17), S. boydii (serotype 18)

-  Serogroup D   

S. sonnei (serotype DI), S. sonnei (serotype DII)

  콜레라균 (3종)

-  O1(Ogawa, Inaba strain, 법정 고위험병원체)

-  O139(법정 고위험병원체)

  EHEC : O157외 장출혈성 대장균

[그림 8] 살모넬라균의 혈청형별 항원인자 분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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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 항생제에 대한 단일도메인항체 개발을 위한 항원 생산

 

  7계열 항생제들 중 각 계열별로 대표적인 7가지에 대해 BSA 및 KLH carrier protein과 융합시켜 낙타과 동물의 

투여 및 단일도메인항체 대량 스크리닝용 항원으로 활용이 가능함

-  이러한 항생제는 분자량이 작아 그 자체로 면역원으로 사용하기에는 적당하지 않기 때문에 새로운 hapten을 합성해야 

하나 Hapten 역시 분자량이 작아 면역원으로 직접 사용할 수 없으므로 분자량이 큰 담체단백질 BSA(Bovine serum 

albumin)과 KLH(keyhole limpet hemocyanin)과 접합시켜 항체 반응 유도 필요

-  기존 전통항체 연구에서도 항생제와 농약 등 화학유해물질에 대한 hapten과 컨쥬게이션 합성을 통한 개발이 보고된 

바 있음. 따라서, hapten의 설계 및 컨쥬게이션 반응은 기존 방법 중 최적의 조건을 활용하거나 새로운 반응 조건을 

검색하여 성공적으로 수행이 가능함

  7종의 항생제

① Cefazolin sodium salt

② Gentamycin sulfate

③ Pefloxacin mesylate dihydrat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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④ Streptomycin sulfate

⑤ Tylosin

⑥ Tetracycline

⑦ Sulfamethazin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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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  단일도메인항체 유전자원의 국내 자원화

 

  항체공학 분야에 있어 최신의 첨단기술인 단일도메인항체는 낙타 유래 항체로서 heavy chain으로만 구성되어 

가장 안정적이고 경제적인 바이러스 제어제(진단/검출, 예방, 치료)를 개발할 수 있는 원천 바이오소재이며, 체내에 

항체를 생성하는 지구상의 척추동물들 중에서 유일하게 낙타과 동물과 상어과 동물에서만 발견됨

  호주 연구그룹만이 현재 상어를 활용한 단일도메인항체 개발 성과를 가지고 있으며, 대부분의 연구자들은 낙타과 

동물을 활용함. 동북아시아에 위치한 우리나라는 지정학적으로 쌍봉낙타를 활용하는 것이 가장 유리함

  낙타과 동물은 반추류이면서 우제류로 국내에 부재한 동물이라 국내 수의학 연구에 있어서 그동안 연구대상에서 

소외되어 있어 이들에 대한 생리학적, 면역학적, 외과학적 특성에 대해 많이 연구되어 있지 않으며, 관련 자료 또한 

세계적으로 많지 않음

  전통항체에서의 실험동물로 활용되어온 실험동물로는 토끼(다클론항체)와 마우스(단클론항체)가 가장 대표적임. 

그러나, 전통항체는 주로 혈청이나 복수에서 채취되기에 지속적인 동물의 희생이 요구됨. 

  단일도메인항체의 경우 적절량의 buffy coat와 림프절의 확보만으로 충분한 항체 유전 자원을 확보할 수 있고, 

이들을 이용할 경우 미생물에서 대량의 단일도메인항체를 지속적으로 생산할 수 있어 추가적인 동물의 희생이 

필요치 않음

  또한, 낙타는 대동물로서 최초의 유전자원 채취 시에도 전신마취를 통해 요구된 시료만을 채취하면 다시 생존 

하는데 아무런 영향이 없어 실험동물의 희생이 전무하다는 점에서 매우 장점이 크다고 할 수 있음

  하지만, 국내에는 낙타과 동물이 일부 동물원에만 관람용으로 존재할 뿐 산업적으로나 학문적으로 연구대상이 

존재하지 않는 관계로 해외에서 유전자원의 확보노력은 불가피함. 따라서 해외에서의 항체유전자원의 원활한 

확보를 위한 기반기술 구축이 매우 필요하며 시급한 과제임

  첨단 단일도메인항체 개발에 있어서의 낙타과 동물 확보가 관건임. 높은 민감도와 특이도를 가지는 항체소재의 

개발에 있어서 많은 과학자들에 의해 합성된 항체집합체를 활용한 특이 항체 선별 연구가 진행된 바 있으나, 

실험동물에 대한 특이 항원의 반복투여를 통한 높은 민감도와 특이도를 가지는 항체유도가 가장 효과적임이 

밝혀진 바 있음

  낙타과 동물에 있어서도 이는 적용되는 사실로 국내와 가장 가까운 거리에서 많은 수의 낙타를 실험동물로 활용할 

수 있는 지역을 선택하여 지속적으로 연구함으로써 중장기적으로 낙타과 동물 항체유전자원의 원활한 확보 

기반을 마련하는 것이 매우 중요함 

  현지 사막에서의 실험동물 및 분자생물학적 실험 필요함. 동북아시아에서 쌍봉낙타를 다수 확보할 수 있는 지역은 

몽골과 중국의 내몽고가 대표적이며, 이들 국가들에서 현지실험을 심도 있게 검토하여 보다 효과적으로 쌍봉낙타 

유전자원을 확보할 수 있는 방안 도출이 필요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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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  단일도메인항체 광범위 항체집합체 개발

 

  바이오산업에 있어서 ‘항체는 곧 반도체’

  지난 40년간 세계적으로 전통항체에 기반하여 진단 및 검출, 예방, 그리고 치료제개발에 집중해 왔으나 최근 

단일도메인항체 소재로 인해 바이오반도체의 집적도가 10배 상승. 또한 만배 이상의 항체집합체 크기 확장으로 

보다 정밀한 항체소재 개발 가능해지고 있음

  항체 원천소재의 시대변화 부응 시급한데 이는 세계 바이오산업은 전통항체에서 단일도메인항체로 급격히 전환 

중이기 때문임

  전통항체의 모든 한계를 극복 가능한 신소재로서의 단일도메인항체는 기존 소재보다 1/10 크기(고집적성), 높은 

경제성 및 개발 성공률, 물리화학적 안정성 등이 높아 질병, 식품, 환경, 농축산, 수산업 등 바이오산업 전반에 활용 

가능하지만 전통항체의약품의 경우 기술 및 소재 자체의 한계로 25종에 국한되고 있는 실정임

  항체 원천소재 교체 시기를 기회로 활용 필요하며 이는 기존 전통항체 기술(40년 격차, 70년대 개발) 극복 

한계하기 위해서 필요함. 즉, 단일도메인항체 기술 5년 격차 해소 및 선도 가능성 충분함. 유럽의 경우는  관련 기술 

선도 중소기업에 수십 억 유로의 연구비가 최근에 집중되고 있는 추세임

  세계 최초 개발국인 벨기에는 “단일도메인항체 시대가 도래했다”고 선언할정도로 관련 연구개발에 집중 투자 

중이며 2008년 단일도메인항체 중소기업(벨기에, Ablynx사) 나스닥 상장, 2010년 최초 세계 단일도메인항체 

심포지움 개최한 바 있음

  First mover가 안되면 시급히 Fast follower가 되어 시장 선점하는 전략 필요한데 이는 우리나라가 그동안 

휴대폰, 가전, 디스플레이 등 세계 1등 산업은 모두 fast follower 전략으로 달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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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 맺으며

 

  WHO의 세계적으로 전염병이 대유행하는 상태를 의미하는 팬데믹(pandemic) 선언으로 지구인들의 일상생활 

등 거의 모든 것들이 심각하게 영향 받기 시작한 코로나-19 최초 발생일로부터 오늘까지 꼭 9개월째다. 그동안 K-

방역은 모범사례가 되어 매뉴얼 전수 등 우리나라의 대처는 슬기로웠다. 그러나 끈질긴 코로나 바이러스의 공세는 

2차 대유행의 불안을 소리 없이 증폭시켜왔고 급기야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 선언은 물론 3단계도 검토해야하는 

상황에 이르렀다. 여전히 바이러스와의 전쟁은 현재진행형인 것이다.

  본 리포트를 통해 이야기하고 싶은 요점은 눈에 보이지 않는 바이러스와의 싸움에 대한 기술 개발은 특정한 

분야에서 오롯이 감당할 수는 없다는 것이다. 이를테면 바이오 기술과 세라믹 소재 기술의 융합을 강조하는 

이유다. 더 나아가 국내 부존 동물인 낙타 유래 유전자원, 즉 단일도메인항체(single domain antibody) 확보를 

통한 국민 건강 지킴은 물론 미래 먹거리 창출 이슈는 그 어느 때보다도 시의적절하다. 가깝게는 식중독 유발 

병원균이나 식품에 잔존하는 항생제 진단 기술은 물론 그 너머의 치명적인 각종 바이러스를 최대한 신속하고 

정확하게 그리고 저비용으로 손쉽게 검출/진단할 수 있는 기술 개발은 멈춤이 없어야 할 것이다. 

  반도체가 산업의 쌀이듯 단일도메인항체는 바이오소재 산업의 반도체 역할을 할 수 있을 것이라 기대된다. 지금 

까지 네 번째를 맞고 있는 산업혁명은 우연한 계기로 촉발되어 걷잡을 수 없는 대세가 되어왔다. 영원할 것만 

같았던 내연기관 자동차가 시나브로 전기차/수소차 등의 혁신적인 기술에게 자리를 내어주고 있는 것과 다르지 

않다. 바이오산업에서 주력을 차지하고 있는 전통항체에 대한 단일도메인항체의 역할이 그러할 수 있을 것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