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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 록
감염병은 전 세계 공중보건에 있어 매우 중요한 위험요인이 되고 있으며, 인구 증가, 도시화, 병원체에서의 돌연변이 등 다양한 요인이 감염병 확산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따라서 감염병 발생 시 신속하고 정확한 실험실 검사는 감염병의 확산을 최소화하고 억제하는데 필수적이다. 감염병
실험실 검사를 위하여 항체를 이용한 다양한 검사법이 사용되어 왔는데 압타머는 항체와 비교될 수 있을 만큼 높은 결합력(nM-pM)으로 인하여 1990년
처음 소개된 이후 항체의 대체물질로서 각광 받아왔다. 압타머는 표적물질에 특이적으로 결합하여 항체와 유사한 특성을 가지는 단일 가닥의 올리고
핵산(DNA 또는 RNA)으로 단백질, 세포, 소분자 물질, 바이러스, 금속이온 등의 다양한 표적분자에 특이적으로 결합한다. 그리고 약 1014∼1015개의
다양성을 가지는 특이 핵산 분자 라이브러리로부터 압타머 발굴(SELEX) 과정을 통하여 선별된다. 이 원고에서는 압타머를 이용한 감염병 검사법
연구동향에 대하여 소개하고자 한다.

주요 검색어 : 감염병, 압타머, 압타머 발굴, 진단

들어가는 말

생체 외(In vitro)에서 압타머 발굴(Systematic Evolution of Ligands
by EXponential enrichment, 이하 SELEX)로 알려진 반복적인

감염병(Infectious disease)은 전 세계적으로 주요 위험 요소 중

방법을 통해 개발되었다. 압타머는 짧은 단일 길이의 핵산 서열로

하나이며, 공중 보건에 있어 매우 중요한 위협요인이 되고 있다[1].

단백질, 세포, 미생물, 금속이온 및 화합물 등 다양한 표적에

최근 50년간 감염병이 급격히 증가한 이유는 병원체의 변이와

특이적으로 결합할 수 있다[3,4]. 또한, 압타머는 친화성 리간드의

함께 인구 증가, 도시화, 여행 및 교역의 증가, 빈부격차, 전쟁,

일종으로 일반적인 항체와 달리 장기간 보존, 배치 간 낮은 변형,

경제 발달과 토지개발에 따른 생태환경의 파괴 등이 주요 요인이

낮은 면역원성, 높은 안정성, 표적에 대한 높은 친화도 등 여러 가지

되었다. 그 밖에 항생제 내성과 기후변화 또한, 감염병 출현의 중요한

장점을 가지고 있다[5]. 올리고 뉴클레오티드로 구성된 압타머는

요인으로 분석된다[2]. 특히, 2003년 사스(SARS), 조류인플루엔자,

3차원 구조를 가지고 있으며, 높은 결합력으로 다양한 생물학적

2003~2004년 노로바이러스, 2009년 신종인플루엔자, 2011년

표적에 비공유적으로 결합한다. 압타머는 길항제(antagonist),

장출혈성 대장균 감염증 등 대유행 감염병이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작용제(agonist) 또는 표적 리간드로서 이용되며, “chemical

있어 감염병에 대한 꾸준한 예방관리가 요구되고 있다. 압타머는

antibodies”라고도 불린다[6]. 본 원고에서는 압타머를 이용한 감염병

1990년 콜로라도 대학의 Larry Gold 연구진과 매사추세츠

검사법 연구동향에 대하여 소개하고자 한다.

종합병원의 Andrew D. Ellington 연구진에 의해 처음 소개되었으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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몸말

2. 압타머를 활용한 감염병 병원체 검출법

최근 감염병의 유행은 도시화, 해외여행 인구의 증가 등으로

가. 샌드위치(Sandwich) 효소결합면역침강분석법(ELASA)

빠르게 확산되고 있으며, 그 어느 때보다 빠르고 정확한 진단이
필요하게 되었다. 기존의 항체 등을 이용한 실험실 검사의 단점을
극복하기 위해 다른 리간드의 사용에 관심을 가지게 되었으며,
그 중 가장 관심을 끌었던 리간드가 바로 압타머이다. 압타머는
생체 외의 원하는 표적에 대해 빠른 시간 내에 개발이 가능하며
일반 항체와 달리 생체 외에서 합성기기를 통해 생산되고, 고성능
액체크로마토그래피(High-Performance Liquid Chromatography,
HPLC)와 질량분석법(mass spectrometry)을 통해 품질관리가
되기 때문에 동일한 품질로 보다 저렴하게 생산이 가능한 장점이
있다. 또한, 핵산 라이브러리 중 일부 서열은 줄기(stem), 고리(loop),
사중체(quadruplex), 유사매듭(pseudoknote), 벌지(bulge),
헤어핀(hairpin)의 조합을 갖는 독특한 3차원 구조를 형성한다[7].
이렇게 형성된 3차 구조는 표적과 보다 강하게 결합하고 특이적으로
결합하게 된다. 이러한 여러 가지 장점이 있는 압타머 개발
프로세서와 압타머를 활용한 병원체 검출 응용분야는 아래와 같다.

효소결합면역침강분석법(Enzyme-Linked Apto-Sorbent
Assay, 이하 ELASA)은 ELAA(Enzyme-Linked Aptamer Assay)
또는 ELONA(Enzyme-Linked OligoNucleotide Assay)로도 불리며,
시험원리는 항체를 이용하는 효소결합면역흡착검사(EnzymeLinked ImmunoSorbent Assay, 이하 ELISA)와 거의 동일하나
항체 대신에 압타머를 사 용하 는 점이 다르다. 또한 ELISA
방법과 같이 직접(direct), 간접(indirect), 샌드위치(sandwich)
방식의 ELASA가 모두 가능하며, 그 중 샌드위치 ELASA가
압타머쌍을 사용함으로써 보다 특이적이고 민감하게 표적을
검출할 수 있다. 2017년 충북대학교 김양훈 교수 연구진이
소개한 검사법은 세균성이질균(Shigella sonnei )을 포착(capture)
압타머와 형광(Cy5)이 결합된 검출 압타머를 이용하여 특이적으로
빠르게 검출하는 방법으로 검출한계는 103 cell/mL이었다[8]. 또
다른 연구진은 C형 간염 바이러스(Hepatitis C Virus, HCV) E2
단백질에 대한 압타머쌍을 사용하여 ELASA 방식으로 정량할

1. 압타머 개발 SELEX 프로세스

수 있는 기술을 개발하였다. 이 검출법은 정량에 많은 시간이
소요되는 “초점 계산법(foci counting method)”보다 빠른 정량이

압타머는 SELEX 프로세스를 통해 주로 개발되고 있으며,

가능하며, 검출한계(Limit Of Detection, LOD)는 압타머쌍 분석 시

일반적인 SELEX 프로세스는 아래의 그림 1과 같다. ① 단일

3.13∼6.25×102 FFU/ml, 단일 압타머 분석 시 1.25∼2.50×103 FFU/

가 닥 D N A / R N A 라 이브러리는 2 0∼6 0개의 랜덤 영역이

ml로 각각 나타났다[9].

14

15

포함되어 있으며, 약 10 ∼10 개의 다양성을 확보하고 있다. ②
라이브러리를 선별하고자 하는 표적분자와 결합시켜 주고, ③
표적분자와 결합하지 않은 핵산분자를 제거하여 표적분자에 높은

나. 하이브리드(Hybrid) ELASA

친화력을 가지는 핵산분자들만 선별한다. ④ 선별된 핵산분자들을
중합효소연쇄반응(Polymerase Chain Reaction, PCR) 또는
역전사효소-중합효소연쇄반응(Reverse Transcriptase-PCR, RTPCR) 기법으로 증폭한 후 상기과정을 5∼15번 반복한다. ⑤ 증폭된
핵산분자의 염기서열을 분석하고, ⑥ 개별 서열에 대해 표적분자와의
결합력을 측정한다. 이러한 과정을 통해 표적분자와 높은 결합력과

하이브리드 ELASA는 샌드위치 ELASA에 사용할 압타머쌍의
개발이 어려운 경우 표적 항원 포착(capture) 및 검출(detection)에
압타머-항체 또는 항체-압타머 쌍을 이용하는 방식으로 그림 2에서
보는 바와 같다. 이 같은 방식은 2017년 싱가포르 과학기술연구처
IBN(Institute of Bioengineering & Nanotechnology)의 Huaqiang

특이도 나타내는 압타머를 발굴하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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Zeng 연구진이 2015년 브라질에서 유행한[10] 지카(Zika) 바이러스

빠르게 확인할 수 있기 때문에 많이 사용되고 있다. Chen 등(2015)은

감염증의 수직감염(임산부에서 태아로)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C형 간염 바이러스 E2 단백질을 플레이트의 표면에 고정하고

활용한 바 있다. 본 연구진은 결합력(45 pM)을 가지는 41mer 지카

이를 특이적으로 결합하는 비오틴-압타머를 이용하여 검출한 바

NS1 압타머를 포착(capture)용으로, 항-지카 NS1 단일 항체를

있고[13], Escudero-Abarca 등(2014)은 노로바이러스 속(Genus)의

검출(detection)용으로 사용하여 검출감도를 항체 쌍을 이용한

Snow Mountain Virus(SMV)를 검출하기 위해 SMV-VLPs(Virus-

검출한계(10 ng/mL) 보다 100배 향상된 0.1 ng/mL의 검출한계의

Like Particles)를 플레이트의 표면에 고정하고 바이러스에 특이적인

연구결과를 발표하였다[11]. Tang 등(2014)은 결핵균에 결합한

비오틴-압타머와 스트렙타비딘-HRP를 이용한 직접 ELASA법을

비오틴 압타머를 이차항체인 스트렙타비딘-HRP(HorseRadish

활용하였다[14].

Peroxidase)로 검출하는 방법을 활용하여 결핵감염 진단에
보조적으로 사용 중인 T-SPOT.TB 검사와 비교하여 보다 광범위한

라. 형광(Fluorescent) 압타센서(Aptasensor) 분석법

응용범위를 가지고 있음을 확인하였다[12].
형광 압타센서 분석법은 압타머에 형광물질을 결합하여 표적을

다. 직접(Direct) ELASA

검출하는 검사법이다. 다양한 방식이 있으나, 본 원고에서는 휴대용
형광 분석기인 FLASH(FLuorescence Assay System Handheld)를

직접 ELASA는 단일 압타머를 이용한 검출 방법으로 항원

활용한 방법을 소개하고자 한다. 리스테리아균(Listeria )은 주로

또는 압타머를 플레이트 표면에 고정하는 방법이 주로 사용된다.

식품 공장의 컨베이어 벨트, 육류 분쇄기 등과 같이 식품이

직접 ELASA법은 샌드위치 ELASA 방법보다 민감도와 특이도가

가공되는 표면에서 대량 오염 시 검출되는데, 이를 낮은 수준에서

떨어지지만, 단일 압타머로 검출이 가능하고 항원 결합 여부를

검출 할 수 있는 기술이 필요하였다. John G. Bruno 등(2014)은

그림 1. 일반적인 압타머 발굴 과정 모식도

www.cdc.go.kr

422

주간 건강과 질병•제13권 제8호

리스테리아균에 결합하는 압타머를 발굴하였고, 형광을 부착하여

H3N2/Hong Kong) HA3(hemagglutinin 3)를 특이적으로 검출할 수

휴대용 형광 분석기를 통해 분석한 결과, 4∼61개의 리스테리아균을

있는 압타머쌍을 이용한 측방유동 분석법을 개발하였다. 압타머쌍을

검출하였다고 보고한 바 있다[15].

이용한 측방유동 분석법의 검출한계가 0.102 HAU(Hemagglutination
units)보다 낮았으며, 비강도말, 비인두흡인물 환자 검체에서

마. 측방유동 분석법(Lateral Flow Assay, LFA)

바이러스를 검출하기에 충분히 민감한 결과를 보여주었다[17].

측방유동 분석법은 표지물질과 접합된 항체 또는 압타머
접합체와 반응한 검체 내 분석물질이 반응막(membrane)을

바. 실시간 정량 중합효 소연쇄반 응 (Re a l -T i m e
quantitative PCR, RT-qPCR) 분석법

따라 크로마토그래프되어 검사선 위치에 고정된 특이 항체 또는
압타머와 반응하여 육안관찰이 가능한 축적물이 형성되는 원리를

단백질로 구성된 항체와 달리 압타머는 핵산으로 구성되어

이용하는 분석법이다. 현재 측방유동 분석법은 압타머쌍 또는

있기 때문에 표적에 결합된 압타머만 선택적으 로 분리하여

압타머-항체 쌍을 이용하여 다양한 병원체 검출에 활용되고

증폭이 가능하다. 2014년 머크 밀리포어(Merck Millipore)와

있다. 2017년 영국 임페리얼 칼리지 런던의 Anthony E. G. Cass

소 마로직 (S o m a L o g i c) 연 구 진 은 황 색 포 도알 균 단 백질

연구진은 인플루엔자 바이러스 H3N2(A/H3N2/Panama/2007/99)를

A(Staphylococcal protein A) 및 응집인자(Clumping factors,

특이적으로 검출할 수 있는 압타머-항체 쌍을 사용하는 측방유동

ClfA, ClfB), 피브로넥틴 결합 단백질(Fibronectin binding proteins,

분석법을 개발하였고, 다른 H3N2 균주인 Udorn(A/Udorn/307/72)과

FnbA, FnbB), 철-조절 표면 결정 인자(Iron-regulated surface

Aichi(A/Aichi/2/68) 및 H5N1, H7N1, H9N1 등은 검출되지 않았음을

determinants, Isd)에 대해 나노 몰(nM) 이하의 높은 결합력을

보고하였다[16]. 또 다른 연구진은 인플루엔자 바이러스 H3N2(A/

가지는 압타머를 발굴하였고, 실시간 정량 중합효소연쇄반응을

그림 2. ELASA(Enzyme-Linked Apto-Sorbent Assay) 모식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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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해 압타머가 황색포도알균을 검출할 수 있는지 여부를 확인한

압타머에 결합했을 때 뚜렷한 전기적인 신호의 변화가 있었으며,

결과, genomic DNA를 이용하여 PCR을 수행한 경우보다 훨씬

3 CFU/mL 보다 낮은 검출한계를 보여 주었다[21]. 또한, 그래핀

더 민감하게 황색포도알균을 검출할 수 있음을 확인하였다[18].

양자점(Graphene Quantum Dots, GQD)에 C형 간염 바이러스 코어

또한 Suh 등(2013)은 리스테리아균(Listeria )을 검출하기 위해

항원에 특이적으로 결합하는 압타머를 접합하고 C형 간염 바이러스

스트렙타비딘이 결합된 자성비드에 비오틴 압타머를 결합(aptamer

코어 항원과 압타머가 결합함으로써 발생하는 전류의 차이를

magnetic capture, AMC)하고 리스테리아균과 결합한 압타머만을

이용하여 C형 간염 바이러스를 검출하였다. 이 검사법의 검출한계는

분리하여 실시간 정량 중합효소연쇄반응을 수행한 결과 60

3.3 pg/mL로 임상 검사분야에서 신속하고 민감한 검사법으로 사용

CFU/500㎕의 병원체를 검출하였다고 보고한 바 있다[19].

가능할 것으로 기대된다[22].

사. 유세포 분석법(Flow Cytometry Assay)

자. 미세유동 분석법(Microfluidic Assay)

유세포 분석법은 세포 또는 입자들의 물리, 화학적 특성

미세유동 분석법은 미세유동칩(microfluidic chip)을 이용하여

및 형광신호를 검출할 수 있는 유세포 분석기(flow cytometer)를

병원체를 분석하는 방법으로 일반적으로 압타머 또는 항체를 칩

이용하여 병원체를 검출하는 검사법이다. 살모넬라균(Salmonella

위에 고정시키고 표적 물질을 미세관을 통해 흘려주어 결합여부를

typhimurium )의 감염은 노인, 영아 및 면역 체계가 손상된

확인하는 방법을 말한다. 2018년 대만 칭화대학교 Gwo-Bin Lee

사 람들 에게 심각 한 질병을 유발 하 는데, 2 013년 국립농업

교수 연구진은 세 가지 병원성 세균(Acinetobacter baumannii,

과학원에서는 살모넬라 균에 특이적으 로 결합하 는 압타머를

Escherichia coli, Staphylococcus aureus )에 대한 압타머쌍을

발굴하는 과정에서 유세포분석기를 사용하여 스크리닝하였다.

발굴하고 이를 미세유동 어세이를 이용하여 3종의 균을 동시에

발굴된 압타머는 살모넬라균을 특이적으로 인식하였으며, 신속하고

검출하였다. 미세유동 칩에는 작은 구멍이 있으며 각 구멍에

민감한 검사에 사용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되었다[20]. 2014년 머크

각각의 균 특이 capture 압타머를 미세유동칩에 고정시키고,

밀리포어와 소마로직 연구진은 황색포도알균 단백질 A에 대한 특이

박테리아를 미세관을 통해 흘려주었다. 각각의 균 특이 capture

압타머를 발굴하고 형광을 결합, 유세포분석기를 이용하여 신속하고

압타머는 특정 균에 선택적으로 결합하였고, 이후 비오틴이 결합된

민감하게 황색포도알균을 검출하였다[18].

detection 압타머를 capture 압타머-균 결합 복합체에 결합시켰다.
발색 시그널은 비오틴이 결합된 detection 압타머에 결합할 수

아. 전기화학 바이오센서(Electrochemical Biosensor) 분석법

있는 스트렙타비딘-HRP를 이용하여 검출하였다. 검출에 소요된
시간은 총 35분으로, 신속하게 3가지 표적에 대한 검출여부를

전기화학 바이오센서와 압타머를 결합하여 병원체를 검출하는
분석법이다. 2014년 중국 지앙난대학교의 Zhouping Wang 교수

동시에 확인할 수 있었다. 본 어세이의 검출한계는 103~104 CFU/
uL이었다[23].

연구진은 식중독의 주된 원인균인 살모넬라균(Salmonella )에
특이적으 로 결합 하 는 압 타머를 발 굴하 였다. 그래핀

차. 광섬유 바이오센서(Fibre-optic Biosensor) 분석법

옥사 이드 (G r a p h e n e O x i d e, G O)가 도입된 유리질 탄소
전극(Glassy Carbon Electrode, GCE) 위에 골드 나노파티클과

광섬유에 항체 또는 압타머를 고정하고 표적 병원체를

압타머를 접합시키고 살모넬라균을 검출하였다. 살모넬라균이

검출하는 분석법이다. 2010년 미국 퍼듀대학교 Bhunia 교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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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진은 리스테리아균(Listeria monocytogenes )을 신속하게

측정되었다[26].

검출하기 위한 방법으로 광섬유와 항체-압타머를 이용하였다. 먼저
광섬유 도파관(waveguide)에 스트렙타비딘을 코팅하고 비오틴이

파. 단백질 칩-기반 분석법(Protein Chip-based Assay)

결합된 리스테리아균 다클론항체를 결합시키고 검체와 반응한 후
Alexa fluor 647이 결합된 압타머를 이용하여 검출하는 방법으로 약
3

1×10 CFU/mL의 검출한계로 리스테리아균 검출이 가능하였다. 또한
2

단백질 칩에 병원체 특이적인 압타머를 고정하여 병원체를
검출하는 방법이다. 동국대학교 김소연 교수 연구팀은 C형 간염

인공적으로 오염시킨 육류에서 1×10 CFU/25g의 검출한계로 검출

바이러스 검출 을 위하여 코어 단백질에 특이적인 압타머를

가능하였다[24].

발굴하고, 압타머를 솔-젤(sol-gel) 기반의 단백질 칩에 고정하였다.
그 다음 사람혈청에 존재하는 HCV 코어 단백질을 특이적인 항체와

카. 비색 검출법(Colorimetric Detection)

형광분자가 결합된 이차항체를 이용하여 검출하였다. 이 연구를
통해 압타머도 솔-젤 기반 단백질 칩에서도 성공적으로 사용될 수

비색 검출법을 이용한 방법으로 살모넬라균(Salmonella

있음을 보여 주었다[27].

enteritidis )에 높은 특이성과 친화력으로 결합하는 압타머를
발굴하고 발굴된 압타머쌍과 모세관 검출 플랫폼을 이용한
검출법이 보고되었다. 유리로 된 모세관 안쪽에 일차 압타머를
고정하고 시료와 반응시킨 후 비오틴-압타머로 검출하는 방법으로

맺는 말

최종적으로 스트렙타비딘-HRP를 첨가하고 색 변화를 통해 균의

감염병의 실험실 검사에서 항체를 이용한 검사법은 매우

존재 유무를 판단하는 방법이다. 이와 같이 압타머쌍을 이용한

다양하며, 압타머는 항체와 비교될 수 있을 만큼 높은 결합력(nM-

샌드위치 형태 모세관 검출 플랫폼을 이용한 비색검출 방법으로

pM)으로 인하여 1990년 처음 소개된 이후 항체의 대체물질로서

살모넬라균을 103 CFU/mL의 검출한계로 검출할 수 있었다[25].

각광 받아왔다[28]. 또한 압타머는 감염병을 일으키는 박테리아 또는
바이러스에 특이적으로 결합하여 특정 감염병에 대한 원인병원체

타. 단일벽 탄소 나노튜브(Single-Walled carbon

규명을 위한 다양한 검출법에 사용될 수 있으며, 항체와 비교하여

NanoTubes, SWNTs) 분석법

생산 및 화학변형의 용이성, 작은 크기, 재사용성, 고온에서의
안정성, 적은 생산 비용 등의 많은 장점으로 인해 항체 기술의

압타머를 이용한 다양한 검출법 중 단일벽 탄소 나노튜브를

한계를 확장할 수 있는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다[29]. 2016년 연간

이용한 분석법이 보고되었다. 2013년 중국 후난대학교 Le Deng

45,000건 이상이 인용되었을 정도로 압타머에 대한 문헌 인용 수는

교수 연구진은 살모넬라 파라티푸스 A균(Salmonella paratyphi

해마다 꾸준히 증가하고 있으며, 압타머를 이용한 감염병 관련 연구

A)에 특이적으로 결합하는 압타머를 발굴하고 발굴된 압타머와

결과 및 특허 출원도 꾸준히 보고되고 있다[30]. 현재 앞서 소개한

DNAzyme P1 서열을 결합하였다. 단일벽 탄소 나노튜브에 결합된

압타머 기반 감염병 검사법 이외에도 다양한 SELEX 방법과 변형

압타머는 살모넬라 파라티푸스 A균과 결합하게 되고, G-quadruplex

핵산 등을 이용해 기존의 압타머보다 나은 압타머 발굴을 위한

HRP와 유사한 DNAzyme P1 서열은 헤민(hemin)과 결합하게 된다.

연구가 계속되고 있으며, 이와 같은 압타머를 이용한 다양한 접근을

또한, 과산화수소가 추가됨으로서 루미놀의 산화를 통해 화학발광이

통해 감염병을 신속, 정확하고 고감도로 검출하기 위한 기술개발이

일어나고, 그 값을 분석하는 방법이다. 검출한계는 103 CFU/mL로

계속되어야 할 것으로 사료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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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Sun H, Zu Y. Highlight of Recent Advances in Aptamer Technology

① 이전에 알려진 내용은?

and Its Application. Molecules . 2015;20(7):11959-11980.

압타머는 항체와 비교될 수 있을 정도의 높은 친화도를

7. Patel DJ, Suri AK, Jiang F, Jiang L, Fan P, Kumar RA et al .

가지기 때문에 항체의 대체물질로써 질병 바이오마커 탐색,

Structure, Recognition and Adaptive Binding in RNA Aptamer

효소면역분석법 등을 이용한 감염병 실험실검사, 암치료제 등의

Complexes. J Mol Biol . 1997;272(5):645-664.

분야에서 사용되어왔다.

8. Song MS, Sekhon SS, Shin WR, Kim HC, Min J, Ahn JY et al .
Detecting and Discriminating Shigella sonnei Using an AptamerBased Fluorescent Biosensor Platform. Molecules . 2017;22(5);825.

② 새로이 알게 된 내용은?
압타머는 조직염색, 바이오 이미징, 의약품, 질병진단

9. Park JH, Jee MH, Kwon OS, Keum SJ, Jang SK. Infectivity of

등의 분야로 그 활용범위가 점차 증가하고 있다. 감염병

hepatitis C virus correlates with the amount of envelope protein E2:

진단분야에서도 형광 압타센서, 광섬유바이오센서, 미세유동칩,

Development of a new aptamer-based assay system suitable for

유세포분석, 전기화학 바이오센서 등 다양한 신기술이 접목되어
압타머를 이용한 검사법의 민감도, 특이도, 정확성 등이
계속적으로 향상되고 있다.

measuring the infectious titer of HCV. Virology. 2013;439(1):13-22.
10. 지카바이러스 감염증 관리지침 2판(2016년 6월)
11. Lee KH, Zeng H. Aptamer-based ELISA assay for highly
specific and sensitive detection of Zika NS1 protein. Anal Chem .
2017;89(23):12743-12748.

③ 시사점은?

12. Tang XL, Zhou YX, Wu SM, Pan Q, Xia B, Zhang XL. CFP10 and

압타머는 항체와 비교하여 생산 및 화학적 변형이 용이하며,

ESAT6 aptamers as effective Mycobacterial antigen diagnostic

재사용이 가능하고 고온에서도 비교적 안정하며, 작은 크기

reagents. J Infect . 2014;69(6):569-580.

및 적은 생산 비용 등 여러 장점으로 인해 항체기술의 한계를

13. Chen F, Chen SC, Zhou J, Chen ZD, Chen F. Identification of

확장할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으며, 질병 치료제, 바이오

Aptamer-Binding Sites in Hepatitis C Virus Envelope Glycoprotein

이미징 및 감염병 검사를 위한 진단제제 등 다양한 분야에서

E2. Iran J Med Sci . 2015;40(1):63-67.

활용이 증가하고 있다. 따라서 감염병 검사능력 강화를 위한

14. Escudero-Abarca BI, Suh SH, Moore MD, Dwivedi HP, Jaykus LA.

신속·고감도 검출법 개발을 위한 노력이 계속되어야 할 것 이다.

Selection, characterization and application of nucleic acid aptamers
for the capture and detection of human norovirus strains. PLoS

ONE . 2014;9(9):e106805.
15. Bruno JG, Phillips T, Montez T, Garcia A, Sivils JC, Mayo MW et

al . Development of a Fluorescent Enzyme-Linked DNA Aptam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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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urrent development status of aptamer diagnosis assay for infectious disease
Shin Euisu, Kim Kiseok
Aptamer Research Center, Aptamer Sciences, Inc
Jeon Jun Ho, Kang Byung Hak, Rhie Gi-eun
Division of High-risk Pathogens, Center for Laboratory Control of Infectious Diseases, KCDC

Infectious diseases pose a serious threat to public health worldwide. Population growth, urbanization, and pathogenic
mutations are known to affect the spread of infectious diseases. Therefore, to minimize and prevent the spread of
infectious diseases, rapid and accurate laboratory testing and diagnoses are critical. Aptamers are single-stranded
oligonucleotides (ssDNA or RNA) that have similar characteristics to antibodies and that specifically bind to target molecules
such as proteins, whole cells, small molecules, viruses, and metal ions, etc. Aptamers are screened through a process known
as SELEX (Systematic Evolution of Ligands by EXponential enrichment) in which binding target molecules are selected from
a library that has a diversity of about 1014 to 1015 of unique nucleic acid molecules. In the last three decades since aptamers
were first introduced in 1990, aptamers and SELEX technology have attracted considerable attention in areas such as
cancer treatment and infectious disease diagnosis. In this report, we introduced the diagnostic trends of infectious disease
that are based on aptamers.
Keywords: infectious disease, aptamer, systematic evolution of ligands by exponential enrichment (SELEX), diagnosis

Figure 1. Schematic representation of the Systematic Evolution of Ligands by EXponential enrichment (SELEX) process to
select aptam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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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2. Schematic representation of the ELASA metho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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