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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 먹는 치료제 오미크론 세부계통 바이러스 억제 효과 확인

◈ 국내 유행 오미크론 세부계통 바이러스(BA1, BA1.1, BA2)에 대한 먹는
치료제(팍스로비드, 라게브리오)의 항바이러스 효능을 세포 수준에서
확인
◈ 국립감염병연구소는 신규 변이 대비, 치료제에 대한 신속한 효능평가
역량 강화 추진

□

질병관리청(청장 정은경) 국립보건연구원(원장 권준욱)은

5월 6일(목)

코로나19 먹는 치료제의 오미크론 세부계통 변이 바이러스* 에 대한
효능 분석 결과를 발표하였다.

* BA.1, BA.1.1, BA.2 바이러스

○ 효능 분석은 먹는 치료제(팍스로비드, 라게브리오)를 대상으로 국내 유행
,

코로나19 오미크론 세부계통 바이러스에 대한 항바이러스 효능을 세포
수준에서 바이러스 증식이 억제(50% 정도)되는 약물 농도 측정을 통하여
평가하였다.
-

팍스로비드(성분명 니르마트렐비르)와 라게브리오(성분명 몰루피라비르)는
국내 유행 오미크론 세부계통 바이러스에 대하여 기존 델타 변이
바이러스와 비교 시, 효능이 유지* 되는 것으로 나타났고,

* 델타 변이주와의 IC50**값이 0.7~2.4배 정도 차이 있으나, 효능 유지
** 바이러스 증식이 50% 억제되는 약물 농도(Inhibitory Concentration 50, IC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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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존 국내에서 주사제로 사용 중인 베클루리주(성분명 렘데시비르)도
오미크론 세부 계통 변이 바이러스에 대하여 항바이러스 효능이
유지되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 델타 변이주와의 IC50 수치가 1.1~1.8배 차이 있으나, 효능 유지

□ 국립보건연구원 권준욱 원장은

“코로나19

변이 바이러스 발생 시

국내에서 사용 중인 치료제의 효능을 지속적으로 평가할 예정이며,
-

국립감염병연구소 신종바이러스 연구센터를 중심으로 운영 중인
항바이러스 거점실험실과의 협력을 통하여 치료제 탐색 기술 고도화
등 치료제 개발 대응 역량을 강화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붙임> 시험관내 세포 이미지를 이용한 코로나19 치료제 효능 평가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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붙임

시험관내 세포 이미지를 이용한 코로나19 치료제 효능 평가법

□ 시험관 내 세포 이미지를 이용한 분석법
○ 개요 세포에 바이러스를 감염시킨
(

)

후 , 치료제를 농도별로

처리하여 세포 내 바이러스 증식이 50% 억제되는 약물 농도(IC50) 측정

○

( 방법모식도 )

○ 결과분석
-

예시 (세포이미지 분석)

바이러스에 감염되는 세포는 녹색 형광반응으로 확인되며, 이 감염
세포수 분석을 통해 치료제 효능 평가

* (왼쪽) 약물 미 처리 시 바이러스에 감염된 녹색 형광세포 확인
(오른쪽) 약물 처리 시 바이러스 감염된 녹색 형광세포 수 감소현상 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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