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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sian-lineage H5 highly pathogenic avian influenza (HPAI) viruses have caused continuous outbreaks in poultry and 
wild birds. Development of rapid and accurate diagnostic methods is needed for preventing further spread of the virus 
and reducing the time required for eradication of the virus. We developed a low-density microarray for the rapid detection 
and identification of avian influenza virus subtypes H5, H7, and H9 and their pathotypes in a previous study. In the 
present study, we evaluated previously developed diagnostic microarray using avian influenza viruses isolated in Mongolia, 
including H5 HPAI viruses. All H5 HPAI viruses isolated in Mongolia were shown as H5-specific and highly pathogenic 
pattern in the microarray. H2, H3 and H12 viruses isolated in Mongolia used in this study did not show any H5, H7 and 
H9 patterns. These results indicated that this diagnostic microarray has enormous potential for the rapid subtyping and 
pathotyping of influenza viruses, including viruses isolated in Mongoli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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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NTRODUCTION 

 
1996년 중국에서 최초 발생한 H5형 고병원성 조류 인

플루엔자(highly pathogenic avian influenza; HPAI) 바이러스

는 아시아 지역에서 발생이 지속되면서 가금 시장에 큰 
피해를 일으키고 있다 (1). HPAI 바이러스 발생에 대한 대
처로 중국, 베트남 등 지역 발생이 지속되는 일부 지역에

서는 백신 정책을 도입하고 있으며 한국, 일본 등 발생이 

지속되지 않는 지역에서는 살처분을 통하여 바이러스를 
박멸하는 정책을 이용하고 있다 (2). 따라서 신속 · 정밀 진
단 기술의 개발을 통한 진단 소요시간의 감소는 이러한 
방역정책 적용에 큰 도움이 된다. 현재는 종란 접종법 및 
real-time reverse transcription polymerase chain reaction (rRT-
PCR)법이 조류 인플루엔자 진단에 사용되고 있다 (3). 종
란 접종법은 종란 배양시간이 3~5일 소요되어 HPAI 진

단에 오랜 기간이 소요되며, rRT-PCR의 경우 진단시간은 
단축이 되지만 병원성 여부를 정확히 판단하기 어려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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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점이 있다. 
DNA 마이크로어레이 기술은 다양한 프로브를 한번에 

적용 가능하다는 점에서 진단의 정확성 및 속도를 높일 
수 있는 장점을 가지고 있다. 이러한 장점은 변이가 심한 
바이러스의 유전형 확인(genotyping)이나 단일염기다형성 
(single nucleotide polymorphisms; SNP) 확인 기술로 활용

되어 왔다 (4). 본 연구팀은 기존에 조류 인플루엔자의 주
요 hemagglutinin (HA) 아형(H5, H7, H9)이 구분 가능하며 
병원성도 파악 가능한 마이크로어레이를 제작하고 HPAI 
포함 국내 분리주를 이용하여 평가한 결과 주요 HA 아형 
구분 및 병원성 구분이 가능한 것으로 확인되었다 (5~7). 

본 연구에서는 개발된 진단용 마이크로어레이의 몽골 
바이러스 적용 가능성에 대해 평가를 진행하였다. 몽골은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중국 일본 등 다양한 지역에서 월

동하는 철새가 이동하는 경로에 위치하여 다양한 유전형

의 인플루엔자 바이러스가 보고되는 지역이다. 이 지역에

서의 진단용 마이크로어레이 기술 적용을 통하여 개발된 

진단용 마이크로어레이의 다양한 조류 인플루엔자 바이

러스에 대하여 염기서열 분석을 통한 아형의 구분 방법 
대비 민감도 및 특이도를 확인하였다. 

 
MATERIALS AND METHODS 

몽골 바이러스 유전자 샘플 

총 36종의 야생조류 유래 조류 인플루엔자 바이러스

(H3 11종, H2 5종, H5 18종, H12 2종)의 cDNA를 몽골의 
SCVL (State Central Veterinary Laboratory)로부터 제공받았

다(Table 1). RNeasy mini kit (Qiagen, USA)를 이용하여 야
생조류 분변으로부터 분리된 바이러스의 RNA를 추출하

였으며, SuperScript III Reverse Transcriptase (Thermo Fisher 
Scientific, USA) 키트를 이용하여 cDNA를 합성하였다. 

형광 부착 PCR 

몽골에서 제공받은 cDNA는 기존 개발된 universal primer

Table 1. Influenza viruses isolated from Mongolia used in the study 

 No Sample number. HA subtype Pathogenecity  No Sample number. HA subtype Pathogenecity 

1 M12-01 H3 LPAI  19 M13-23 H12 LPAI 

2 M12-02 H3 LPAI  20 M13-24 H12 LPAI 

3 M12-03 H3 LPAI  21 M13-25 H2 LPAI 

4 M12-04 H3 LPAI  22 M13-26 H2 LPAI 

5 M13-07 H5 HPAI  23 M14-01 H5 HPAI 

6 M13-08 H5 HPAI  24 M14-02 H5 HPAI 

7 M13-09 H5 HPAI  25 M14-03 H5 HPAI 

8 M13-10 H5 HPAI  26 M14-04 H5 HPAI 

9 M13-11 H3 LPAI  27 M14-05 H5 HPAI 

10 M13-12 H3 LPAI  28 M14-06 H5 HPAI 

11 M13-14 H3 LPAI  29 M14-07 H5 HPAI 

12 M13-15 H3 LPAI  30 M14-08 H5 HPAI 

13 M13-16 H3 LPAI  31 M14-09 H5 HPAI 

14 M13-17 H3 LPAI  32 M14-10 H5 HPAI 

15 M13-18 H3 LPAI  33 M14-11 H5 HPAI 

16 M13-19 H2 LPAI  34 M14-12 H5 HPAI 

17 M13-21 H2 LPAI  35 M14-13 H5 HPAI 

18 M13-22 H2 LPAI  36 M14-14 H5 HPA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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를 이용하여 HA 및 M 유전자를 PCR을 통해 증폭하였다. 
PCR은 개발자의 지시에 따라 ExTaq (Takara Bio Inc., Japan) 
키트를 이용하여 진행하였으며, 각각 HA 및 M 유전자 
reverse primer에는 Cy-3 형광 물질을 부착하였다(Bioneer, 
Korea). 

마이크로어레이 진단 시험 

기존에 보고된 대로 개발된 마이크로어레이 기법을 사
용하여 평가를 진행하였다. 진단용 마이크로어레이는 총 
69개의 프로브를 이용하여 구성되었으며, 19개의 프로브

는 H5 아형을 확인하는데 이용하고, 6개의 프로브는 H7, 
15개의 프로브는 H9, 26개의 프로브는 고병원성 바이러스, 
3 프로브는 저병원성 바이러스에 각각 반응하도록 선별

되었다. 인플루엔자 바이러스 양성 대조군으로 M gene을 
확인하기 위한 프로브도 선별되었다. 

Cy-3 형광 부착된 PCR 생산물은 95℃에서 변성(dena- 
ture) 시켜 단일 가닥(single strand) DNA를 만들었으며 10 
μl의 단일 가닥 PCR 생산물은 90 μl의 hybridization buffer 
(3× SSC and 0.3% sarcosyl)와 혼합하였다. 혼합물은 유전

자 microarray와 hybridization oven (FINEPCR, Korea)을 이
용하여 55℃에서 1시간 반응하였다. 반응 후 microarray는 
1× SSC, 0.1% SDS으로 세척하였다. 반응 신호는 micro- 
array scanner GenePix 4000B (Axon instruments, USA)를 이
용하여 측정하였다. 측정된 신호의 세기는 GenePix 4.1 
software (Axon instruments, USA)를 통하여 분석하였다. 
각각의 배경 신호 세기는 각각 probe 위치의 중간 값을 
계산하여 제거하였다. 

 
RESULTS 

 
몽골에서 제공받은 36종의 조류 인플루엔자 바이러스

(H3 11종, H2 5종, H5 18종, H12 2종)의 cDNA는 Cy-3 형광

이 부착된 universal primer를 이용하여 HA 및 M 유전자

를 증폭하였다. PCR 산물은 유전자 마이크로어레이와 반
응시켰다. 

HA 아형 구분의 경우 기존 유전자 분석을 통해 아형이 
확인된 18종의 H5 바이러스 모두 H5 아형에 특이적으로 
반응하는 프로브와 반응이 확인되었다. 총 18개의 H2, H3 
및 H12 바이러스의 경우 H5, H7 및 H9 특이 프로브와 모
두 반응하지 않았다. 병원성 구분의 경우 18종의 H5 바

이러스 모두 고병원성 바이러스 특이 프로브와 반응을 

나타내었으며 이는 염기서열 분석을 통한 아형의 확인 결
과와 일치하였다. H2, H3 및 H12의 경우 모두 병원성 확
인용 프로브에도 반응을 나타내지 않았다. 36종의 몽골 
유래 바이러스 모두 A형 인플루엔자 확인용 M 유전자 
프로브와 반응을 나타내었다(Fig. 1). 

실험 결과 기존 개발된 마이크로어레이의 경우 몽골 분
리 바이러스 36종 모두에 대하여 100% 민감도 및 특이도

를 나타내어 주요 HA 아형 감별 및 병원성 감별이 가능

한 것으로 확인되었다. 
 

DISCUSSION 
 
HPAI 바이러스는 2003 이후 총 5차례 국내에 발생하

였다. 발생한 HPAI 바이러스는 매번 기존 발생과 다른 
clade에 속하는 바이러스로 확인되었다. 특히 2014년도 발
생한 H5N8 바이러스를 포함하여 H5N2, H5N5 등 신규 
HPAI 바이러스의 출현의 보고가 지속되고 있다 (8~10). 
향후 유행할 바이러스를 예측하기 어려워짐에 따라 다양

한 H5 HPAI를 진단하기 위한 진단 기술의 개발이 필요

성이 증대되었다. 마이크로어레이는 다양한 프로브를 이
용한다는 측면에서 변이가 심한 바이러스의 진단에 이용 
가능하며, 본 연구팀에 의해 개발된 인플루엔자 진단용 
마이크로어레이는 주용 혈청형 및 병원성 확인이 가능하

였다. 
본 연구팀은 인플루엔자 주요 아형 및 병원성 확인용 

마이크로어레이를 개발하여 HPAI 포함 국내 바이러스 균
주를 이용하여 평가를 진행하였다 (5, 6). 국내 바이러스

를 이용한 실험에서는 국내 발생 고병원성 분리주 및 저
병원성 분리주 모두에 대하여 주요 HA 아형 및 병원성 
구분이 가능한 것으로 확인되었으나 개발된 제품의 해외

에서의 이용 여부 확인 및 향후 유행 가능 HPAI 바이러

스에 대한 효능 평가를 위하여 해외 균주를 이용한 평가 
진행이 요구되었다. 몽골의 경우 2005년 야생조류에서의 
clade 2.2 바이러스 발생을 시작으로 야생조류로 인한 바
이러스 전파의 보고가 지속되었다 (11). 몽골의 경우 사육 
가금 수가 적어 몽골의 HPAI 발생은 주로 야생 철새에 
의하여 중국으로부터 유래되는 것으로 여겨진다. (12) 몽
골에서 확인된 바이러스는 야생 철새에 의해 장거리 전

파가 가능한 균주로 여겨지므로 향후 유행을 대비하기 위
하여 조사해야 할 주요한 균주이다. 본 실험에서는 몽골 
야생조류에서 분리된 36종의 조류 인플루엔자 바이러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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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1. Hybridization patterns of influenza viruses isolated in Mongolia. The microarray layout of 69 HA probes, 1 M gene probes 
(red circles), and position markers (green circles) is indicated. Among the 69 HA probes, there were 19 probes for the H5 subtype (blue 
circles), 6 probes for the H7 subtype (pink circles), 15 probes for the H9 subtype (sky blue circles), 26 probes for high pathogenicity (yellow
circles) and 3 probes for low pathogenicity (purple circles) which were spotted in duplicate on silylated slides (A). Cy3-tagged RT-PCR 
products were denatured and mixed with hybridization buffer. The mixture was hybridized onto the oligonucleotide arrays for 1 h at 55℃. 
The oligonucleotide arrays were washed and hybridization signals were detected using a microarray scanner (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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를 이용하여 마이크로어레이 진단 효율을 확인하였다. 
실험 결과 모든 균주의 아형 및 병원성을 정확히 구분

하여 몽골 분리 균주에도 적용이 가능한 것으로 확인되

었다. 마이크로어레이 기술은 유전자 정제 및 염기서열 
분석과정을 대신할 수 있어 경제적인 측면 및 시간적인 
측면에서 강점을 가지고 있다. 또한 다양한 프로브를 이

용한다는 측면에서 RT-PCR 및 rRT-PCR을 이용한 아형의 
감별 방법 보다 더 정확하고 신뢰도가 높은 장점을 나타

낸다. 이러한 장점은 HPAI 바이러스의 진단에 이용 시 확
진 소요시간을 감소시켜 원활한 방역정책 적용이 가능하

도록 할 수 있으며, 궁극적으로 HPAI에 의한 피해액 감

소 및 바이러스 박멸에 소요되는 시간을 감소하는 효과

를 가져올 것으로 기대된다. 
본 연구팀에서 개발한 마이크로어레이 기술은 주요 아

형 및 병원성이 동시에 파악 가능하며 본 연구 결과 몽

골의 균주에도 적용 가능한 것으로 확인되어 HPAI 진단

에 활용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확인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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