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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 록
페스트균(Yersinia pestis )은 페스트(Plague)를 유발하는 그람음성 간균이다. 페스트균은 공중보건 및 안전에 있어 매우 중요한 위험요인으로
고위험병원체로 분류된다. 페스트균 검출을 위해 항체 기반의 상용화 키트와 유전자 검출 검사가 이용되지만, 감염 초기 단계에서 페스트 환자를
혈청학적 검사법으로 식별하기에는 어려움이 있다. 따라서 민감하고 특이적인 페스트균 검출을 위해 비오틴-스트렙타비딘 기반 샌드위치
효소면역분석법(ELISA)을 개발하였다. 이 분석방법은 페스트균의 Fraction 1(F1) 캡슐 단백질 및 페스트균을 마우스 F1-단클론 항체와 비오틴이 표지된
토끼 F1-다클론 항체로 검출하였다. 생물학적 시료인 사람 혈청에서 F1 샌드위치 ELISA 분석방법의 최소 검출한계는 F1 단백질 17 pg/mL, 페스트균은
129.2 CFU/mL를 나타내었다. 또한, F1 샌드위치 ELISA 분석방법은 다양한 단백질, 독소 및 세균들과 교차 반응을 보이지 않았다. 따라서 F1 샌드위치
ELISA 분석방법은 페스트 환자의 확인진단에 도움이 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주요 검색어 : 페스트균, 진단, F1 캡슐, 샌드위치 효소면역분석법

들어가는 말

효소면역분석법(Enzyme-linked immunosorbent assay, ELISA)에
대하여 소개하고자 한다.

페스트(Plague)는 그람음성 간균인 페스트균(Yersinia pestis)의
감염에 의해 유발되는 전신성 질환으로 피부의 혈소 침전으로
인하여 검게 변하는 증상 때문에 흑사병(Black Death)으로 잘
알려져 있다. 페스트균은 주로 야생 설치류에게 감염되는 질환으로

몸말

설치류 사이에 전파되다가 벼룩에 의해 사람에게 전염이 된다.

Fraction 1(F1) 단백질은 페스트균의 캡슐 항원으로 면역세포에

페스트균은 공중보건에 심각한 위협을 줄 수 있으므로 미국

의한 식균 작용으로부터 페스트균을 보호한다[3]. F1 단백질은

질병통제예방센터(Centers for Disease Control and Prevention,

숙주에 감염 시 발현 및 분비되며, V 단백질과 함께 페스트 백신의

CDC)에서는 ‘Tier 1 select agents’ 단계로 지정·관리하고 있다[1].

주요 후보로도 알려져 있다[4]. F1 단백질은 페스트균에서만

페스트의 연간 발생률은 전 세계적으로 1,000~2,000 여건의

발견되므로 페스트균을 식별하기 위한 특정 마커로 사용되고

발생사례가 세계보건기구(World Health Organization, WHO)에

있다[5,6].

보고되고 있으며, 최근 2017년에는 마다가스카르(Madagascar)에서

본 연구에서는 F1 샌드위치 ELISA 분석법 개발을 위해

페스트 환자가 2,417건 발생되었다[2]. 페스트 확산을 막기

페스트균의 F1 단백질에 대한 2가지 특이적 항체, 단클론 항체(1H4

위해서는 신속, 정확하고 민감도가 높은 진단방법이 필수적이다. 본

F1 MAb)와 다클론 항체(F1 PAb)가 사용되었다. 검출 민감도의

글에서는 페스트를 신속하고 민감하게 검출할 수 있는 F1 샌드위치

증가를 위하여 비오틴-스트렙타비딘의 상호작용을 활용한 방법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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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F1 샌드위치 ELISA 실험 방법 >
1. 96 well-microtiter plate에 5 μg/ml 농도로 단일클론항체(1H4 F1 MAb)를 37℃에서 1 시간 동안 coating하여 고정시킨다.
2. 세척액(0.5% Tween-20이 함유된 PBS)으로 5회 세척한 후 1% BSA가 함유된 PBS로 차단시킨다.
3. 세척액으로 5회 세척한 후 F1 단백질 및 페스트균을 희석하여 37℃에서 1 시간 반응 시킨다.
4. 세척액으로 5회 세척한 후 비오틴이 표지된 다클론 항체를 37℃에서 1시간 반응 시킨다.
5. 세척액으로 5회 세척한 후 스트렙타비딘-HRP를 37℃에서 30분간 반응 시킨다.
6. 세척액으로 5회 세척한 후 기질액(TMB)을 이용하여 실온에서 5분간 반응 시킨다.
7. 반응정지액을 넣고 반응을 정지시킨다.
8. 반응정지 후 흡광도 450nm에서 결과값을 측정한다.
9. F1 샌드위치 ELISA의 검출 한계(Limit of Detection; LOD)는 Blank 측정 평균의 표준 편차 3배 값과 평균값을 더하여 계산한다.

비오틴이 표지된 다클론 항체를 제작하여 F1 샌드위치 ELISA

키트(Tetracore)와 비교한 결과, F1 단백질과 페스트균에 대한 검출

분석법을 개발하였다.

한계 값이 상용화 ELISA 키트의 값보다 민감도가 높았다(자세한

F1 샌드위치 ELISA는 PBS 완충용액 및 사람 혈청에서 F1

결과는 이 글에 표시하지 않음).

단백질에 대한 최소 검출 한계 값이 각각 29 ± 4.7 pg/ml, 17 ±

F1 샌드위치 ELISA 분석법이 PBS 완충용액과 사람 혈청에서

2.6 pg/ml을 나타내었다. 페스트균에 대한 검출 한계를 결정하기

높은 민감도를 보임을 확인하였으므로 다양한 단백질, 독소,

위해 추가 실험이 수행되었으며, PBS 완충용액 및 사람 혈청에서의

세균들을 사용하여 F1 샌드위치 ELISA 분석법이 페스트균 및 항원을

검출 한계 값은 각각 177.8 ± 30.2 및 129.2 ± 25.3 CFU/ml을

특이적으로 검출 가능한지를 조사하였다. 다양한 항원(페스트균의

나타내었다(표 1). 이러한 결과는 F1 단백질과 페스트균에 대한 F1

F1, V 단백질; 보툴리눔 A, B, E 형 독소; 파상풍 독소; 리신독소;

샌드위치 ELISA의 검출 감도가 혈청과 같은 생물학적 시료에서 큰

황 색 포 도알 균 장 독 소 B 형 ) 과 세 균 ( 페 스 트 균 , 예 르 시 니 아

차이를 보이지 않음을 확인하였다. 또한 현재 시판되고 있는 ELISA

슈도투베르쿨로시스, 예르시니아 엔테로콜리티카, 폐렴간균, 대장균,

Y

Capture 항체(1H4 F1 MAb)
항원
비오틴 항체(F1 PAb)
스트렙타비딘

Y

HRP
기질(substrate)

그림 1. F1 샌드위치 ELISA(Enzyme-Linked Immunosorbent Assay) 모식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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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1. F1 샌드위치 ELISA의 검출 한계 값
시료 종류
F1 단백질
페스트균

시료 물질
PBS 완충용액

F1 단백질

사람 혈청

페스트균

최소 검출 한계 값

%CV

29 ± 4.7 pg/ml

9.46

177.8 ± 30.2 CFU/ml

9.8

17 ± 2.6 pg/ml

8.92

129.2 ± 25.3 CFU/ml

11.3

표 2. 다양한 항원(1 μg/ml)과 세균(1 × 107 CFU/ml)을 이용한 F1 샌드위치 ELISA 분석법 특이도 측정
평균 흡광도 ± 표준편차
시료 종류

결과

자료 및 참조

1.653 ± 0.034

＋

질병관리본부

0.093 ± 0.003

0.066 ± 0.010

－

질병관리본부

보툴리눔 독소 A

0.085 ± 0.003

0.060 ± 0.002

－

메타바이오로직스

보툴리눔 독소 B

0.090 ± 0.005

0.059 ± 0.002

－

메타바이오로직스

보툴리눔 독소 E

0.086 ± 0.005

0.058 ± 0.001

－

메타바이오로직스

파상풍 독소

0.087 ± 0.004

0.058 ± 0.002

－

시그마

리신 독소

0.082 ± 0.001

0.062 ± 0.004

－

시그마

포도알균장독소 B

0.087 ± 0.003

0.058 ± 0.002

－

시그마

페스트균

1.121 ± 0.021

1.058 ± 0.059

＋

미국세포주은행

예르시니아 슈도투베르쿨로시스(1)

0.094 ± 0.003

0.063 ± 0.002

－

질병관리본부

예르시니아 슈도투베르쿨로시스(2)

0.096 ± 0.004

0.063 ± 0.005

－

질병관리본부

예르시니아 엔테로콜리티카(1)

0.115 ± 0.002

0.065 ± 0.003

－

질병관리본부

예르시니아 엔테로콜리티카(2)

0.090 ± 0.005

0.061 ± 0.003

－

질병관리본부

폐렴간균

0.098 ± 0.003

0.074 ± 0.019

－

질병관리본부

대장균

0.116 ± 0.001

0.066 ± 0.003

－

질병관리본부

바실러스 세레우스

0.112 ± 0.001

0.062 ± 0.003

－

질병관리본부

바실러스 마이코이데스

0.098 ± 0.002

0.066 ± 0.001

－

질병관리본부

녹농균

0.098 ± 0.002

0.065 ± 0.007

－

질병관리본부

PBS 완충용액

인간 혈청

F1 단백질

1.626 ± 0.027

V 단백질

바실러스 세레우스, 바실러스 마이코이데스 및 녹농균)을 사용하여

본 연구에서는 F1 단백질과 페스트균을 민감하고 특이적으로

F1 샌드위치 ELISA의 특이도를 확인하였다. 표 2에 보는 바와 같이

검출할 수 있는 ELISA 분석법을 개발하였으며, ELISA 분석법의 검출

PBS 완충용액 및 사람 혈청에서 다양한 항원과 병원체들 중에서

감도를 개선하기 위해 비오틴-스트렙타비딘 상호작용을 사용하였다.

F1 단백질과 페스트균을 특이적으로 검출할 수 있음을 확인하였다.

이와 같은 F1 샌드위치 ELISA 분석법은 F1 간접 ELISA(In-

이러한 결과는 F1 샌드위치 ELISA 분석법이 다른 단백질과

direct ELISA) 분석법과 비교한 결과에서 37배 높은 민감도를

병원체들이 교차반응을 하지 않음을 보여준다.

나타내었다(자세한 결과는 이 글에 표시하지 않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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맺는 말

① 이전에 알려진 내용은?
페스트는 해마다 전 세계적으로 1,000~2,000명 정도의

페스트 진단 검사를 위하여 항체를 이용한 다양한 검사법이

환자가 발생되고 있으며, 사람간의 전파가 가능하기 때문에
신속하고 민감한 검사법의 개발이 필요하다.

사 용되어 왔 다. 이전 연구 에 따르면 신속 진단키트 (R a p i d
Diagnostic Test: RDT)와 ELISA 분석법은 F1 항원에서 0.5~50

② 새로이 알게 된 내용은?

ng, 페스트균에서 103~105 CFU를 검출 가능한 것으로 알려져

ELISA는 기본적으로 항체를 이용하여 민감도, 특이도,

있다. 또한, 페스트 환자에서 검출한 혈청을 가지고 ELISA 분석법을

정확성을 높일 수 있는 진단 방법의 하나이다. ELISA는

이용하여 검출한 결과 F1 항원은 450 ng/ml, 페스트균은 106~108

항체뿐만 아니라 나노입자, 압타머, 형광물질 등을 이용하여
E L I S A 분 석법

CFU/ml까지 검출할 수 있다고 보고하였다[7,8]. 본 연구에서는

활용 범위를 넓혀 가고 있다. 따라서

감염병 진단분야에 ELISA 분석법을 다양한 물질과 기술을

F1 샌드위치 ELISA 분석법이 사람 혈청에서 F1 항원은 17 pg/ml,

접목함으로써 새로운 진단법을 구축 및 개발하여 진단 능력이

페스트균은 129 CFU/ml까지 검출 할 수 있는 민감도를 보였다.

계속적으로 향상 되고 있다.

이러한 결과는 F1 샌드위치 ELISA가 F1 항원과 페스트균을
③ 시사점은?

검출하는데 현재 상용화된 신속진단키트 및 ELISA 키트보다

페스 트(Plague) 는 전 세계적으 로 발병되고 있으며,

더욱 민감한 분석법임을 시사하고 있다. 따라서 F1 샌드위치

세계보건기구에서는 사람에서의 감염사례가 증가함에 따라

ELISA분석법은 페스트 확인진단 또는 생물테러 발생 시 효과적인

재출현감염병으로 지정하고 있다. 또한 페스트균은 생물테러에

검사법으로 활용 될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된다.

사용될 가능성이 높은 병원체이므로 신속하고 정확한 페스트
검사법이 필요하다. 질병관리본부는 생물테러 대응·대비 능력
강화를 위하여 신속하고, 정확한 페스트 검사법 개발을 위하여
계속적으로 노력을 기울일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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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evelopment of a double‐antibody sandwich ELISA for sensitive and specific
detection of Yersinia pestis
Choi Sang-Yoon, Jeon Jun Ho, Kang Byung Hak, Rhie Gi-eun
Division of High-risk Pathogens, Center for Laboratory Control of Infectious Diseases, KCDC

Yersinia pestis is a highly pathogenic gram-negative, rod-shaped bacterium that causes plague. Y. pestis is classified as a highrisk pathogen, due to its severe threat to public health and safety. Antibody-based commercial kits for the detection of Y.
pestis are available but these kits are not sensitive enough to identify plague patients in the early stage of infection.
Therefore, this study developed a biotin-streptavidin-based sandwich enzyme immunoassay to perform and allow sensitive
and specific detection of Y. pestis. In this assay, F1 capsular protein and Y. pestis were captured by anti-F1 mouse monoclonal
antibody followed by detection with biotinylated-anti-F1 rabbit polyclonal antibody and horseradish peroxidase- conjugated
streptavidin. The F1 sandwich enzyme-linked immunosorbent assay (ELISA) could detect not only the F1 protein up to 17 pg/
mL but also Y. pestis up to 129.2 CFU/mL in human serum. In addition, the F1 ELISA did not show any cross-reactivity with
various proteins and bacterial strains. This study concluded that F1 ELISA could be utilized as a tool to help confirm the
diagnosis of plague patients.
Keywords: Yersinia pestis , diagnostics, F1 capsule, sandwich ELIS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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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1. Schematic representation of the F1 sandwich ELIS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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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1. Detection sensitivity of the F1 sandwich ELISA
Sample type
F1 protein

Yersinia pestis
F1 protein

Yersinia pestis

Sample matrix
PBS

Human serum

Limit of detection

%CV

29 ± 4.7 pg/ml

9.46

177.8 ± 30.2 CFU/ml

9.8

17 ± 2.6 pg/ml

8.92

129.2 ± 25.3 CFU/ml

11.3

Table 2. Specificity of the F1 sandwich ELISA using various proteins (1 μg/ml) and bacterial strains (1 × 107 CFU/ml)
Mean OD ± SD
Proteins and bacterial strains

Results

Source or reference

1.653 ± 0.034

＋

KCDC

0.093 ± 0.003

0.066 ± 0.010

－

KCDC

Botulinum toxin A

0.085 ± 0.003

0.060 ± 0.002

－

Meta biologics

Botulinum toxin B

0.090 ± 0.005

0.059 ± 0.002

－

Meta biologics

Botulinum toxin E

0.086 ± 0.005

0.058 ± 0.001

－

Meta biologics

Tetanus toxin

0.087 ± 0.004

0.058 ± 0.002

－

Sigma‐Aldrich

Ricin A chain

0.082 ± 0.001

0.062 ± 0.004

－

Sigma‐Aldrich

Staphylococcal enterotoxin B

0.087 ± 0.003

0.058 ± 0.002

－

Sigma‐Aldrich

Yersinia pestis ATCC19428

1.121 ± 0.021

1.058 ± 0.059

＋

ATCC

Yersinia pseudotuberculosis (1)

0.094 ± 0.003

0.063 ± 0.002

－

KCDC

Yersinia pseudotuberculosis (2)

0.096 ± 0.004

0.063 ± 0.005

－

KCDC

Yersinia enterocolitica (1)

0.115 ± 0.002

0.065 ± 0.003

－

KCDC

Yersinia enterocolitica (2)

0.090 ± 0.005

0.061 ± 0.003

－

KCDC

Klebsiella pneumoniae

0.098 ± 0.003

0.074 ± 0.019

－

KCDC

Escherichia coli

0.116 ± 0.001

0.066 ± 0.003

－

KCDC

Bacillus cereus

0.112 ± 0.001

0.062 ± 0.003

－

KCDC

Bacillus mycoides

0.098 ± 0.002

0.066 ± 0.001

－

KCDC

Pseudomonas aeruginosa

0.098 ± 0.002

0.065 ± 0.007

－

KCDC

PBS

Human serum

Recombinant F1 (rF1)

1.626 ± 0.027

Recombinant V

Abbreviations: KCDC, Korea Centers for Disease Control and Prevention; OD, optical density at wavelength 450 n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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