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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ackground: Since influenza viruses are mutated frequently, the sequencing of their hemagglutinin (HA) antigen helps
researchers to compare newly discovered clinical isolates with existing vaccine strains to characterize their receptor affinity
and pathogenicity. Similarly, sequencing of the neuraminidase (NA) antigen is important for estimating anti-influenza drug
resistance.
Present condition: Traditional genetic sequencing techniques, such as the Sanger method, have has several limitations.
First, sequencing of a single gene segment of a virus sample involves several laboratory steps that can cause contamination.
Second, several polymerase chain reactions (PCRs) need to be performed successively due to the long length of some genes,
such as the polymerase genes. Finally, in case of influenza A, frequent mutations make it necessary to redesign the primer
sequences because of mismatches with the template sequence. Therefore, next-generation sequencing is employed to
prevent contamination of samples and to allow whole genome sequencing regardless of mutations.
Future Perspective: In this study, we performed whole-genome sequencing of influenza isolates obtained from
respiratory specimens of Korean subjects and vaccine strain by multi-segment reverse transcription - PCR and NGS analyses.
The continual use of NGS could produce a large amount of information for analysis of genetic characteristics of influenza
strains as well as an estimation of the performance of commercial vaccine stocks. It could also be used to construct an
effective diagnostic system and assess disease risks to humans by analysis of the mutations of recently evolved influenza A
strain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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들어가는 말

부위이다[3]. NA는 숙주세포 내에 감염된 인플루엔자 바이러스가
밖으로 나올 수 있도록 HA 단백질을 끊어주는 가위의 역할을

인플루엔자 바이러스는 A, B, C, D형으로 나뉘며 그 중 A형과

하며[4] 인플루엔자 치료제로 사용되는 Oseltamivir, Zanamivir

B형은 인체감염 시 임상증상을 일으키므로 3가 및 4가 백신의 주요

및 Peramivir 등은 이 NA의 가위 기능을 억제시켜 체내에서

항원으로 사용된다[1]. A형 인플루엔자 바이러스에는 계절인플루엔자

바이러스의 증식을 막는다. 그러나 NA 염기서열 중 H275Y 등의

A/H1N1과 A/H3N2 뿐만 아니라 모든 조류인플루엔자가 속하며

변이를 갖는 인플루엔자 바이러스는 인플루엔자 치료제에 내성[5]을

변이가 빈번하게 발생되어 여러 번의 대유행(Pandemic)을 일으킨

보이므로 NA 염기서열 분석은 내성주를 감별하는데 필수적이다.

바이러스이다. A형 인플루엔자는 8개의 (-)RNA 분절로 이루어져

HA와 NA 염기서열뿐만 아니라 전장 유전자 분석을 통하여

있으며 그 중 HA와 NA 유전자는 표면 당단백질(Glycoprotein)을

인플루엔자의 병원성(Pathogenesis), 전파능력(Transmissibility),

구성하는 주요 항원이다. 현재까지 HA는 1∼18, NA는 1∼11의

적응성(Adaptation)과 숙주 면역원성 저하와 관련된 변이를

아형이 보고되었으며[2] HA 단백질은 바이러스가 숙주세포에

확인함으로써 신종인플루엔자 발생 시 신속한 위해도 평가(Risk

부착 하 는 부 위로 바 이러스 의 특 성을 결정하 는 주요 항원

assessment)를 할 수 있다. 기존의 Sanger sequencing 방법을 통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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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1. Primers used for multi-segment RT-PCR[7]
Primers

Sequence (5′→ 3′)

Uni12/Inf-1

GGGGGGAGCAAAAGCAGG

Uni12/Inf-3

GGGGGGAGCGAAAGCAGG

Uni13/Inf-1

CGGGTTATTAGTAGAAACAAGG
Ref. Bin Zhou et al., 2014.

Table 2. Amplification condition for multi-segment RT-PCR[7]
Steps

Temperature

Time

Cycles

cDNA synthesis

42℃

60 min

1 cycle

Activate the enzyme

94℃

2 min

Denature

94℃

20 sec

Anneal and extend

44℃

30 sec

Extension

68℃

3 min

Denature

94℃

30 sec

Anneal and extend

57℃

30 sec

Extension

68℃

7 min

Final extension

68℃

7 min

1 Cycle

4℃

∞

Hold

5 cycle

31 cycle

인플루엔자 유전자 분석은 역전사(Reverse transcription)로 cDNA를

PA)와 같이 상대적으로 길이가 긴 유전자의 경우 분절로 나누어서

합성하고 8개의 RNA 분절에 대한 각각의 특이 프라이머로 PCR을

PCR을 해야 하는 번거로움이 있다. 더욱이 A형 인플루엔자는

수행해야 한다. 또한 DNA 산물을 정제한 후 sequencing을 위한

변이가 빈번하기 때문에 프라이머에 mismatch가 있는 경우 이를

PCR 반응을 다시 수행해야 한다[6]. 따라서 Polymerase(PB2, PB1,

다시 디자인해야 하는 번거로움도 있다.
이 글에서는 차세대 염기서열분석법(Nex t generation
sequencing, NGS)을 이용하여 2009년 인플루엔자 대유행의
원인 바이러스인 국내 분리주 A /Korea/01/2009(H1N1)와
2 015 -2 016절기 A형 인플루엔자 H 3 N 2 북반구 백신주인
A/Switzerland/9715293/2013에 대한 전장 유전자를 생산하기 위한
최적의 NGS 실험방법을 확립하였다. 뿐만 아니라 호흡기 검체에서
직접 NGS법을 적용하여 전장 유전자를 확인하고 각 유전자 분절의
변이에 대한 의미를 해석하였으며, NA 유전자의 Quasispecies
sequencing을 통하여 H275Y 변이에 의한 인플루엔자 치료제
내성을 분석하였다.

Figure 2. Genomic amplification of type A influenza using
multi-segment RT-PC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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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Library Preparation

B. Cluster Amplification

C. Sequencing

D. Alignment and Data Anaylsis

Figure 3. Next generation sequencing chemistry overview
A. Library preparation
- NextraⓇXT DNA Library kit를 사용하여 Multi-segment RT-PCR법으로 생산된 유전자 산물을 단일 가닥의 DNA로 만든 후 조각을 내고 말단에 double
stranded linker(adapter)를 붙임.
B. Cluster amplification
- Flow cell 바닥에는 adapter 서열에 상보적인 DNA가 고정되어 있으므로 adapter가 붙어 있는 library는 flow cell에 부착됨. PCR 과정을 통하여 단일가닥의
library를 주형으로 이중의 DNA를 얻음. 주형으로 사용된 library는 제거되고 복제된 단일 가닥 DNA는 flow cell의 adapter와 결합되어 bridge를 형성함.
PCR 과정을 통하여 이 단일 가닥의 DNA를 주형으로 이중 가닥의 DNA가 증폭되며 이러한 과정이 반복되어 clonal cluster를 생성함.
C. Sequencing
- 이중

가닥의 DNA 중 한쪽 가닥을 이용하여 염기의 종류에 따라 각각 다른 빛을 내는 형광물질이 결합된 dNTP를 사용하여 DNA polymerase에 의해 한
염기씩 합성될 때 마다 형광물질을 분석하여 염기서열을 생산함.
D. Alignment and data analysis
- Library에 따라 생성된 수많은 염기서열(Reads)은 bio-informatics software(CLC workbench 등)를 이용하여 reference 염기서열을 기준으로 alignment
를 수행하여 최종 유전자 정보를 생산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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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3. Alignment metrics
Virus
A/Korea/01/2009
(H1N1)

A/Switzerland/9715293/2013
(H3N2)

Gene
segment

Reference
length (bps)

Mapped
reads

Average
coverage

PB2

2,280

169,537

11,253

45

2,280

PB1

2,274

122,211

8,380

42

2,274

PA

2,151

121,465

8,850

44

2,151

HA

1,701

251,160

23,502

41

1,701

% GC

Consensus
length (bps)

NP

1,497

423,175

45,786

46

1,497

NA

1,410

293,011

34,236

42

1,410

MP

982

641,460

106,788

47

982

NS

838

534,804

103,888

44

838

PB2

2,280

172,828

12,472

43

2,280

PB1

2,274

173,969

12,694

42

2,274

PA

2,151

118,452

9,127

42

2,151

HA

1,701

423,590

41,894

42

1,701

NP

1,497

346,293

38,599

45

1,497

NA

1,410

602,720

72,315

43

1,410

MP

983

1,336,229

229,511

47

983

NS

838

400,896

80,251

42

838

※ %GC: GC ratio

1: 240 ng/㎕, 2: 120 ng/㎕, 3: 60 ng/㎕, 4: 30 ng/㎕, 5: 15 ng/㎕, 6: 7.5 ng/㎕, 7: 3.75 ng/㎕, 8: 1.875 ng/㎕, 9: 1 ng/㎕,
10: 100 pg/㎕, 11: 10 pg/㎕, 12: 1 pg/㎕, 13: 100 fg/㎕, 14: 10 fg/㎕, 15: 1 fg/㎕

Figure 4. Detection limit of RNA concentration for next generation sequenci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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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5. Detection limit of Ct value for next generation sequencing

Table 4. Genomic variation between vaccine strains and viruses in respiratory specimens
Virus

Sample

A/H1N1

Respiratory specimen 1

23

Respiratory specimen 2

22

Respiratory specimen 3
A/H3N2

PB2

PB1

PA

HA

NP

NA

MP

NS

9

13

24

6

13

6

5

5

9

15

6

4

6

4

24

7

10

15

6

13

8

7

Respiratory specimen 4

35

31

24

25

25

23

6

11

Respiratory specimen 5

35

32

24

26

26

23

7

11

Respiratory specimen 6

27

32

27

23

26

22

6

12

Respiratory specimen 7

28

32

26

29

22

21

3

12

몸말

이 연구에서는 Bin Zhou 등[7]이 보고한 universal 프라이머(U12,
U13)를 이용하였으며, Multi-segment RT-PCR법을 통해 바이러스

기존 Sanger sequencing 방법 보다 신속하게 인플루엔자

국내 분리주인 A/Korea/01/2009(H1N1)와 2015-2016 절기 백신주인

바이러스의 전장 유전자 정보를 생산하기 위하여 Multi-segment

A/Switzerland/9715293/2013 H3N2를 사용하여 전장 유전자 생산

RT-PCR법[7]과 NGS 방법을 활용하였다. Sanger sequencing

방법을 확립하였다(Table 1,2).

방법에서는 E. Hoffman 등이 제시하였던 RNA 3’ 말단에 상보적인

Multi-segment RT-PCR 산물을 전기영동 한 결과 A형

프라이머(U12)를 이용하여 역전사효소(Reverse transcriptase)로

인플루엔자 바이러스의 8종 유전자(PB2, PB1, PA, NP, HA, NA, M,

cDNA를 합성하고, 각 유전자 분절에 특이적 프라이머를 이용하는

NS)로 예상되는 유전자 산물을 확인할 수 있었다(Figure 2).

RT-PCR 방법으로 각각의 8개 유전자를 합성하였다(Figure 1A).

Multi-segment RT-PCR법을 통해 생산된 유전자 산물은

반면 Bin Zhou 등[7]에 의해 제시된 Multi-segment RT-PCR법은

Miseq(Illumina Inc.) 장비로 library preparation, cluster generation,

인플루엔자 바이러스 RNA의 3’ 및 5’ 말단부의 프로모터 부위에

sequencing 및 data analysis 단계를 거쳐 A형 인플루엔자에 대한

보존적인 염기서열을 이용하여 단 한번의 RT-PCR과정으로 8개

전장 유전자 정보를 생산하였다(Figure 3).

분절에 대한 유전자의 증폭이 가능하며 유전자 산물을 이용하여
Reverse genetics에도 활용이 가능하도록 고안하였다(Figure 1B).

Miseq를 활용한 NGS 수행 결과 A형 인플루엔자 바이러스의
전장 유전자에 대한 유전정보가 생산되었다. 각 바이러스 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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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5. Interpretation of genomic variation of influenza A/H1N1
Query

Mutation

Structural interaction(s)

PB2

P453T

Viral oligomerization interfaces, binding small ligand(s)

PA

T618K

Binding other viral protein(s)

HA

S91R

Viral oligomerization interfaces, binding small ligand(s), antibody recognition sites

K226N

Viral oligomerization interfaces, antibody recognition sites

I312V

Binding small ligand(s)

I341T

Viral oligomerization interfaces, binding small ligand(s)

E373K

Viral oligomerization interfaces, antibody recognition sites, binding small ligand(s)

N28X

Binding small ligand(s)

S70N

Viral oligomerization interfaces, creates a new potential N-glycosylation site at position 70

I108L

Viral oligomerization interfaces, binding small ligand(s)

I188T

Viral oligomerization interfaces

L412Q

Viral oligomerization interfaces, binding small ligand(s)

N449D

Viral oligomerization interfaces, binding host protein(s), binding small ligand(s)

S23N

Viral oligomerization interfaces, binding small ligand(s)

I28T

Viral oligomerization interfaces, binding small ligand(s)

M65V

Viral oligomerization interfaces

I111V

Viral oligomerization interfaces

E153G

Binding small ligand(s), viral oligomerization interfaces, binding host protein(s)

I156K

Binding small ligand(s), viral oligomerization interfaces

V157A

Binding small ligand(s), viral oligomerization interfaces

L163V

Viral oligomerization interfaces

NA

MP

NS

평균적으로 300만 리드를 생산하였으며, 생산된 데이터 중 90.1%의

2진 및 10진으로 희석하여 단계별로 Multi-segment RT-PCR법을

데이터가 ≥ Q30(Q-score 30, base calling 정확도가 99.9%)으로

수행한 결과 10 pg/㎕의 RNA 농도까지 NGS 분석이 가능한 농도를

확인되었으며 각 시료 당 평균 40,000 적용 범위의 데이터가

확인하였다(Figure 4).

생산되었다(Table 3).

Real-time RT-PCR을 이용한 A형 인플루엔자 진단법에서

전장 유전자 분석을 위한 바이러스의 최소 농도를 확인하기

NGS 분석이 가능한 최소 Ct(Threshold cycle) 값을 확인하기

위하여 국내 분리주(A/Korea/01/2009)에서 RNA를 추출한 후

위하여 국내 분리주(A/Korea/01/2009)에서 RNA를 추출한 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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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6. Interpretation of genomic variation of influenza A/H3N2
Query

Mutation

Structural interaction(s)

PB2

K340R

Viral oligomerization interfaces

PA

F105Y

Binding small ligand(s), viral oligomerization interfaces

K158R

Viral oligomerization interfaces

E165D

Viral oligomerization interfaces

H713Q

Binding other viral protein(s)

E78G

Viral oligomerization interfaces, binding small ligand(s)

K108R

Viral oligomerization interfaces, binding small ligand(s), antibody recognition sites

T151K

Binding small ligand(s), antibody recognition sites, viral oligomerization interfaces, removes a potential
N-glycosylation site at position 149

K176T

Binding small ligand(s), antibody recognition sites, viral oligomerization interfaces, creates a new potential
N-glycosylation site at position 174

P210L

Host cell receptor binding, binding small ligand(s), antibody recognition sites, a T-cell epitope presented by MHC
molecules

T219X

Viral oligomerization interfaces, binding small ligand(s)

H327Q

Viral oligomerization interfaces, binding small ligand(s), a T-cell epitope presented by MHC molecules, binding
host protein(s)

E495G

Binding small ligand(s), viral oligomerization interfaces, antibody recognition sites

R60K

Binding small ligand(s), viral oligomerization interfaces

P126L

Viral oligomerization interfaces, binding small ligand(s)

I212V

Viral oligomerization interfaces

K220N

Binding small ligand(s), viral oligomerization interfaces, antibody recognition sites

N329S

Antibody recognition sites, binding small ligand(s), viral oligomerization interfaces, removes a potential
N-glycosylation site at position 329

HA

NA

10진 희석하여 농도 별로 Real-time RT-PCR을 수행한 결과 대략

2017-2018절기 A/H1N1과 A/H3N2로 진단된 호흡기 검체

32 Ct 값에서 10 pg/㎕의 RNA 농도가 확인되었으므로 32 이하의

중 Ct 값 32 이하 검체로부터 NGS법으로 200만~300만

Ct 값을 갖는 호흡기 검체에서도 NGS를 이용한 분석이 가능할

리드가 생산되었으며 전장 유전자를 확보하였다. 2017-2018절기

것으로 판단되었다(Figure 5).

백신주 대비 변이 분석을 수행한 결과 유전자 별로 변이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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viruses. PLoS pathogens . 2013;9(10);e1003657.

확인되었다(Table 4).
각 유전자 분절의 변이는 FluSurver(http://flusurver.bii.astar.edu.sg/)를 이용하여 현재까지 밝혀진 변이에 의한 기능적

3. Steinhauer, David A. Role of hemagglutinin cleavage for the
pathogenicity of influenza virus. Virology. 1999;258(1):1-20.
4. Nayak, Debi P., Eric Ka-Wai Hui, and Subrata Barman. Assembly
and budding of influenza virus. Virus research . 2004:106(2):147-65.

분석을 수행할 수 있다(Table 5, 6). 또한 NA의 유전자에 대하여
Quasispecies sequence 분석을 수행한 결과, H1N1과 H3N2의

5. Hurt, Aeron C., Hui-Ting Ho, and Ian Barr. Resistance to antiinfluenza drugs: adamantanes and neuraminidase inhibitors. Expert

호흡기 검체에서 생산된 NA 유전자에는 치료제 내성에 관여하는

review of anti-infective therapy. 2006;4(5):795-805.
6. Hoffmann, E., et al . Universal primer set for the full-length

H275Y 변이가 확인되지 않았다.

amplification of all influenza A viruses. Archives of virology .
2001;146(12):2275-89.
7. Zhou, Bin, et al . Single-reaction genomic amplification accelerates

맺는 말

sequencing and vaccine production for classical and Swine origin
human influenza a viruses. Journal of virology. 2009;83(19):1030913.

이 연구를 통하여 A형 인플루엔자 바이러스 유전자 말단에
universal 프라이머(U12, U13)를 이용한 Multi-segment RTPCR법으로 단일 PCR 반응에서 인플루엔자 바이러스의 8개 분절에
대한 전장 유전자 정보를 확보하였다. 뿐만 아니라 국내 분리주와
백신주에 대한 전장 염기서열을 생산함으로써, 차세대 염기서열
분석법을 활용할 경우, 기존의 Sanger sequencing 방식보다
간단하고 신속하게 전장 유전자 분석이 가능함을 확인하였다.
따라서 차세대 염기서열 분석법을 지속적으로 활용한다면 국내
인플루엔자 분리주의 유전적 특성을 분석하고 백신주와의 상동성을
분석할 수 있는 대량의 유전자 정보를 생산할 수 있을 것이다. 또한
신종인플루엔자 발생 시 유전적 특성을 신속하게 분석함으로써
효율적인 진단체계 구축 및 변이 분석을 통한 인체 위해도 평가에
활용할 수 있을 것이다.

이 원고는 질병관리본부 연구과제 (2014-NI43001-00)와 질병조사관리 및
실험실감시망운영 (4851-304) 지원으로 수행된 내용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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