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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서    론

전 세계적으로 가장 생존율이 낮은 암 관련 질환으로 폐암을 들 수 

있으며[1,2], 조기 진단을 통해 그 사망률을 상당히 낮출 수 있다. 최

근 폐암 조기 진단을 위해 이들 질병과 관련이 있는 다양한 단백질 바

이오마커 생분자를 연구하는 노력이 왕성하게 이루어지고 있다[3,4]. 

그중 흡연중독자들의 플라즈마 시료로부터 단백질 분석을 통해 혈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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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록

본 논문에서는 수용성의 CdSe/ZnS 양자점을 합성하고 이에 항체기능성을 도입하여 lateral flow immunoassay (LFIA) 
플랫폼에 융합하여 폐암 질병진단에 활용 가능한 단백질 바이오마커[예: 인간 혈청 아밀로이드 A-1 (hSAA1)]의 농도 
분석에 적용하고자 한다. 면역분석법 센서 스트립은 니트로셀룰로오즈 막에 테스트라인과 조라인으로 각각 항hSAA1 
단일클론항체(10G1)(anti-hSAA1)와 항chicken IgY (anti-chicken IgY)를 스프레이하여 제작하였다. 이와 함께, 유기상에
서 합성된 CdSe/ZnS 양자점은 카르복실기로 변형된 알케인티올기를 이용한 리간드 교환방법으로 수용성으로 전환하
였으며, 이에 타겟 단백질인 hSAA1에 특이적으로 결합 가능한 항체인 항hSAA1 단일클론항체(14F8)로 컨쥬게이션하
여 형광검출용 입자[QDs-anti hSAA1 (14F8)]로 사용하였다. 제작된 LFIA 스트립 위에 순차적으로 다른 농도의 hSAA1과 
QDs-anti hSAA1 (14F8)의 복합체를 흘려주면, 테스트라인에 anti hSAA1 (10G1)/hSAA1/QDs-anti hSAA1 (14F8) 샌드위
치 복합체가 형성되어 양자점에 의한 발광신호가 검출됨을 측정하였다. 최적화된 측방흐름이 가능한 완충용액 조건에서 
100 nM 농도의 hSAA1 단백질의 유무를 5 min 안에 눈으로 확인 가능하였다.

Abstract
A lateral flow immunoassay platform utilizing antibody functionalized water soluble CdSe/ZnS semiconductor quantum dots 
(QDs) was developed for the analysis of human serum amyloid A-1 (hSAA1) in a buffer solution. hSAA1 was chosen as 
a target protein because it is regarded as a potential biomarker associated with early diagnosis and prognosis in patients of 
lung cancer. The immunoassay strip on a nitrocellulose membrane was fabricated by spraying two lines composed of a test 
line with a monoclonal antibody against hSAA1 (10G1) (anti hSAA1) and a control line of anti-chicken IgY. While the 
CdSe/ZnS QDs synthesized in an organic phase were transferred to a water phase by ligand exchange using carboxylic acid 
modified alkane thiol. The QDs was then conjugated to monoclonal antibody against hSAA1 (14F8) [anti hSAA1 (14F8)] 
and used as a fluorescent detection probe. The sequential lateral flow of hSAA1 in different concentration and QDs-anti 
hSAA1 (14F8) complex allowed to form the surface sandwich complex of anti hSAA1 (10G1)/hSAA1/QD-anti hSAA1 
(14F8), which was then analyzed using fluorescence microscope. A 100 nM concentration of hSAA1 protein can be detected 
by naked eyes under an optimized lateral flow buffer condition with a sensing time of 5 mins.

Keywords: Lateral flow immunoassay, Human serum amyloid A-1, CdSe/ZnS semiconductor quantum dots, Lung cancer 
biomark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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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밀로이드 A (serum amyloid A, SAA) 단백질이 폐암 바이오마커로 

활용 가능하다는 논문이 보고되었다[5]. 또한 플라즈마 SAA 단백질 농

도는 방사선 폐렴(radiation pneumonitis)과도 연관되어 있으며, 흉부 방

사선 항암치료를 받은 비소세포성 폐암 환자의 생존율과 깊은 관련이 

있는 것으로 보고되었다[6]. SAA 단백질 농도를 분석하기 위해 매트

릭스 보조 레이저 탈착 이온화 질량분석법(MALDI-TOF MS)[7], 표면 

강화 레이저 탈락/이온화 질량분석법(SELDI-TOF-MS)[8,9], 효소면역

분석법(ELISA)[10,11] 등을 포함한 다양한 분석방법이 개발되었다.

ELISA 방법과 유사하게 lateral flow immunoassay (LFIA) 역시 특

정 타겟 생분자에 특이적으로 결합 가능한 두 개의 항체를 이용하여 

샌드위치 복합체를 센서 기판에 형성하여 시료 안에 생분자의 유무 또

는 농도를 분석하는데 활용되어 왔으며, 폐암을 포함한 다양한 질환

의 조기진단용 키트로 그 응용범위를 확장하고 있다. 특히 LFIA는 값

싸게 제작 가능하고, 신속하게 실시간으로 질환관련 바이오마커의 존

재 유무를 확인할 수 있다는 장점을 가지고 있어서[12,13], 다양한 질

병과 관련 있는 생분자 바이오마커인 circular anodic 항원(CAA)[14], 

푸에아린(puerarin, PUE)[15], 알파 태아단백질(alpha-fetoprotein, AFP) 

[16], HIV-DNA[17]과 아플라톡신 B1 (aflatoxin B1, AFB1) 및 푸모니

신 B형(type-B fumonisins, FMs)[18] 등의 검출에 활용되어왔다. 하지

만 아직까지 폐암 질환의 조기진단에 적용 가능한 hSSA1 (human serum 

amyloid A-1) 바이오마커 분석은 현재까지 보고되지 않았다.

LFIA의 단점 중에 하나로 논의되는 민감도는 ELISA[19]를 포함한 

바이오센서 분석법[20]과 비교해 볼 때 다소 낮은 편이며, 따라서 이

를 개선하기 위해 우수한 광학 및 전기적 성질을 갖는 검출용의 다양

한 나노 소재의 융합이 다수 보고되어왔다. 그 예로 리포좀[21], 탄소

[22], 자성[23] 및 금[24] 나노입자뿐 아니라 분자성형광물질[25], 반도

체 양자점[26] 등을 들 수 있다. 이 중에서 양자점은, 안정한 형광세기, 

효율, 입자크기와 소재에 따른 들뜸 및 방출파장의 조절 등의 장점을 

가지고 있어 바이오센서에 활용도가 높은 편이다[27]. 그 예로는 표

적으로 높은 형광 양자수율과 화학적 안정성을 가지고 있는 CdSe/ZnS 

코어쉘 양자점을 들 수 있다[28].

본 논문에서는 폐암 질환의 조기 진단에 활용이 가능한 hSAA1 바

이오마커의 농도를 측정하기 위해 CdSe/ZnS 코어쉘을 융합한 새로운 

LFIA 바이오센싱 플랫폼 개발에 해 보고하고자 한다. 니트로셀룰로

오즈 막에 테스트라인과 조라인으로 각각 항hSAA1 단일클론항체 

(10G1)와 항chicken IgY 항체(anti-chicken IgY)를 스프레이하여 제작

한 LFIA 스트립 센서에 hSAA1에 특이적인 항체인 항hSAA1 단일클론

항체(14F8)로 컨쥬게이션한 형광검출용 CdSe/ZnS 양자점을 융합하였

다. QDs-anti hSAA1 (14F8)와 서로 다른 농도의 hSAA1 단백질 용액

(0.1~1 µM)을 스트립상에 순차적으로 흘려줄 때, 테스트 라인에 anti 

hSAA1 (10G1)/hSAA1/QDs-anti hSAA1 (14F8) 샌드위치 복합체가 형

성되어 양자점에 의한 발광신호가 나타나는 것을 눈으로 식별할 수 

있었다.

2. 실    험

2.1. 재료 및 시약

아래 리스트한 시약은 특별한 처리 없이 구입한 시약 그 자체를 사

용하였다. Sulfur powder (S, Sigma-Aldrich), zinc acetate (Zn(OAc)2, 

Sigma-Aldrich), cadmium oxide (CdO, Sigma-Aldrich), selenium pow-

der (Se, Sigma-Aldrich), oleic acid (OA, Sigma-Aldrich), oleylamine 

(OLA, Sigma-Aldrich), 1-octa-decene (ODE, Sigma-Aldrich), 3-mer-

captopropionic acid (MPA, Sigma-Aldrich), ethanol anhydrous (Sigma- 

Aldrich), glycine (Sigma-Aldrich) and sodium hydroxide (NaOH, Sigma- 

Aldrich), 1,4-piperazinediethanesulfonic acid (PIPES, Sigma-Aldrich) 

buffer, 2-mercaptoethanol (Sigma-Aldrich), bovine serum albumin (BSA, 

Calbiochem), toluene (Sigma-Aldrich), buthanol (Sigma-Aldrich), ace-

tone (Sigma-Aldrich), 1-ethyl-3-(3-(dimethylamino) propyl) carbodii-

mide (EDC, Thermo Fisher Scientific) and N-Hydroxysulfosuccinimide 

(sulfo-NHS, Thermo Fisher Scientific), 10 mM phosphate buffered sal-

ine (PBS pH 7.4, Gibco). anti hSAA1 monoclonal antibody (10G1) 

(PROTANBIO), anti hSAA1 monoclonal antibody (14F8) (PROTANBIO), 

human serum amyloid A1 (hSAA1), and anti-chicken IgY (PROTANBIO).

2.2. 수용성 CdSe/ZnS 코어쉘 양자점 합성 및 항체 기능성 도입

수용성 CdSe/ZnS 양자점은 (i) CdSe 코어 합성, (ii) CdSe/ZnS 코어

쉘 합성, (iii) 리간드 교환방법에 의해 수용성 CdSe/ZnS 코어쉘 제작

을 포함한 3단계 과정으로 합성하였다. CdSe 코어는 Beloglazova 등

[29]이 보고한 방법으로 합성하였으며, Se 파우더를 ODE 용매에 넣어 

5 mL의 0.1 M Se 용액을 만든 뒤 이를 195 ℃에서 용액이 투명해질 

때까지 약 15 min간 격렬하게 저어주어 Se 전구체를 제조하였다. Cd 

전구체는 다음과 같이 제조하였다. CdO와 OA를 1 : 8의 몰 비율로 

ODE 용매에 섞어(0.1 M의 Cd 용액이 되도록) 삼각 플라스크에 넣은 

후 220 ℃에서 투명해질 때까지 약 10 min간 교반한다. 용액이 투명

해지면 온도를 260 ℃로 올린 후 여기에 앞서 만들어 놓은 Se 전구체 

5 mL를 빠르게 넣어 반응시킨다. Se 전구체를 넣으면 용액의 온도는 

내려가게 되며 이 때 온도가 230 ℃에 다다르면 온도를 일정 시간 유

지시켜 CdSe 양자점을 성장시킨다. 본 논문에서는 1 min 10 s 동안 유

지시켜 최  들뜸 파장이 약 530 nm에서 나타나는 CdSe 양자점을 합

성하였다. 그 다음 순수한 CdSe만을 얻기 위하여 다음과 같이 분리정제

한다. 부탄올과 에탄올의 1 : 1 혼합용액을 합성한 CdSe 양자점 용액

에 첨가한 후 에탄올을 한 방울씩 점차 첨가하여 유탁한 용액을 얻는

다. 상기 용액을 3,000 g에서 5 min간 원심 분리한 후 침전물을 톨루

엔에 녹이고 다시 에탄올로 침전시키는 과정을 반복하여 CdSe 양자

점을 분리하였다.

CdSe/ZnS QDs 콜로이드 용액은 Danek 등[30]과 Hines 등[31]이 보

고한 방법을 이용하여 합성하였다. CdSe 양자점 합성과 유사하게 각 

합성과정마다 필요시 격렬하게 저어주었다. S 전구체 용액은 160 ℃에

서 황을 ODE 용액에 녹여서 만들었으며, 쉘 성장을 시킬 때마다 새로 

제작하여 사용하였다. 반면에 Zn 전구체 용액은 ODE 용매에 Zn(Ac)2 

녹이고 약 10 min 동안 저어준 후 OLA 용매를 첨가하여 제작하였다. 

상기 혼합물을 120 ℃에서 10 min 동안 반응시키고, 50 ℃로 온도를 

낮춘 후 S 전구체를 추가로 넣었다. Zn과 S 전구체의 혼합 용액을 

CdSe 양자점 용액에 섞은 후 온도를 점차적으로 올려서 170 ℃로 유

지한 생태에서 용액을 약 15 min 정도 보관한다. CdSe/ZnS 양자점은 

아세톤을 이용하여 침전시킨 후 다시 톨루엔에 녹여서 진공상태에서 

약 5 min간 보관하였으며, 상기 과정을 두 번 정도 반복하였다. 수용

성의 CdSe/ZnS 양자점을 제조하기 위해 톨루엔에 용해되어있는 

CdSe/ZnS 양자점에 수용액상의 MPA (pH = ~10)를 넣은 후 격렬하

게 저어주었다[32]. MPA와 양자점 몰비는 500 : 1로 사용하였으며, 상 

분리가 된 상기 용액을 적어도 12 h 이상 저어주면 MPA로 코팅된 양

자점은 수용액층에 분배되고, 톨루엔은 무색으로 변하게 된다. 수용액

상에 존재하는 과량의 MPA는 용액이 뿌옇게 변할 때까지 아세톤을 첨

가하여 제거하였다. 제작된 양자점은 3,000 rpm에서 약 5 min간 원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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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1. A diagram of a LFIA strip only for the half strip test, before 
being cut. It is composed of a test (10G1) and a control line (IgY) 
on a nitrocellulose (NC) membrane (2.5 cm × 30 cm) with a plastic 
backing card (6 cm × 30 cm) and an absorbent pad (2.2 cm × 30 cm).

분리하였고, 얻어진 침전물(양자점)은 다시 PBS 완충용액에 재 분산

시킨 후 4 ℃에서 보관하였다. 합성한 양자점의 광학적 특성은 UV-vis 

분광광도계(Shimadzu 1800 spectrophotometer)와 형광분광광도계(Cary 

Eclipse fluorescence spectrophotometer)를 이용하여 측정하였으며, 양

자점의 크기 및 성분분석은 전계방사형 투과전자현미경(FEI Titan G2)

과 이에 부착된 에너지분산형 분광분석장비(Bruker Nano GmbH)로 관

찰하였다.

LFIA 스트립에서 형광 검출을 위해 hSAA1 단백질에 특이적인 항

체[anti hSAA1 (14F8)]의 아민기와 말단이 카르복실기로 처리된 양자

점을 잘 알려진  EDC/sulfo-NHS 크로스링커 화합물을 사용하여 컨쥬

게이션하였다. 간단히 서술하자면, 50 mM sulfo-NHS와 20 mM EDC 

혼합용액을 PIPES 완충용액(pH 7)에 분산된 양자점에 첨가하여 약 

10 min 동안 반응시킨 후 2-머캅토에탄올 용액을 넣어 과량으로 존재

하는 EDC 반응을 중지시켰다. 상기 용액에 anti hSAA1 (14F8)를 넣고 

60 min 정도 반응한 후 원심분리기를 이용해 상층의 용액을 제거함으

로써 과량의 시약을 제거하였으며, anti hSAA1 (14F8)로 기능성이 도

입된 양자점을 PIPES 버퍼에 재분산 시켰다.

2.3. LFIA 스트립 제작 및 SAA1 단백질 분석 방법

Figure 1과 같이 니트로셀룰로오즈 막 위에 플라스틱 백킹카드(30 cm 

× 6 cm)와 흡수패드(30 cm × 2.2 cm)를 붙인 후 6 µM of anti hSAA1 

(10G1)과 6 µM of IgY 항체를 라인디스펜서(Zeta Corporation)를 사

용하여 0.8 µL/cm의 흐름속도로 각각 뿌려주어 테스트와 조군 라인

을 제작한다. 막을 약 30 min간 건조한 후 자동 종이 커팅 장비(Zeta 

Corporation)를 이용하여 각 3.8 mm 너비의 스트립으로 자른다. Figure 

2와 같이 96-웰 플레이트에 각 웰에 먼저 30 µL PBS (pH 7.4)를 넣고, 

20 µL의 QD-anti hSAA1 (14F8) 용액을 넣은 후 5 µL of 계면활성제 

G를 넣었다. 계면활성제는 스트립에서 생물질의 확산을 도와주기 위

해 첨가하였다. 상기 웰에 분석물질인 hSAA1을 서로 다른 용액으로 

만들어서 각 10 µL씩 첨가하고 약 5 min 정도 반응시킨 후 스트립을 

꺼내서 PBS buffer (pH 7.4) 완충용액으로 씻어준 후 양자점의 형광발

색 정도를 눈으로 식별하였다.

Figure 2. Schematic showing the procedure of half strip test using a 
96-well plate for the performance evaluation of our newly fabricated 
LFIA strip.

(a)

(b)

Figure 3. Absorbance (a) and fluorescence emission spectra at 365 nm 
excitation (b) of CdSe/ZnS cores-shell QDs. Inset in (a) shows 
HR-TEM image of CdSe/ZnS QDs showing lattice fringe with various 
interplanar distances which are compatible with the (111) plane of 
CdSe (JCPDS 77-2307), and (111) and (220) plane of ZnS (JCPDS 
05-0566), respectively.

3. 결과 및 고찰

3.1. 항체기능성 CdSe/ZnS 양자점의 특성 조사

LFIA 스트립을 이용하여 hSAA1 단백질을 분석하기에 앞서서 항체

기능성의 양자점의 광학적 특성을 조사하였다. 항체 기능성을 도입하

기 전과 후의 수용성 CdSe/ZnS 코어쉘 양자점의 흡광과 형광 특성을 

UV-Vis와 PL 분광분석법으로 측정한 결과를 Figure 3에 나타내었다. 

본 논문에서 합성한 양자점은 Shin 등[33]의 방법을 사용한 것으로 발

광 파장이 450~650 nm가 될 것으로 예상되었다[32,34]. Figure 3(a)를 

보면 CdSe/ZnS 코어쉘 양자의 UV-Vis 흡광 최 파장이 명확히 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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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lement
Ratio

[norm. wt.%]
Ratio

[norm. at.%]
Error in wt.%

(3 Sigma)

Zinc 42.0 34.6 4.1

Selenium 13.5 9.2 1.7

Sulfur 29.1 48.9 2.8

Cadmium 15.4 7.3 4.8

Table 1. Mass and Atomic Ratio of Elements of Synthesized CdSe/ZnS
Core-shell QDs, Obtained from the EDS System Attached to HRTEM

족한 피크를 보이기보다는 어깨 피크(shoulder peak) 모양의 형태를 

띄고 있으며 이는 CdSe/ZnS 코어/쉘 구조에서 쉘이 상 적으로 두꺼

울 때 나타나는 현상으로 보고된 바 있다[35]. 이는 본 실험에서 합성

한 양자점 샘플을 HRTEM에 부착된 에너지분산형 분광분석법(energy 

dispersive spectrometry, EDS)을 사용하여 분석하였을 때 얻은 결과와 

일치하는 것으로, 전체 성분 중에서 Zn과 S가 각각 34.6, 48.9%의 몰 

비율을 차지하여 매우 두꺼운 쉘 구조를 가지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Table 1). 그럼에도 불구하고 항체를 컨쥬게이션한 후에는 전반적인 

그래프 모양이 장파장으로 이동하는 경향을 보여주고 있으며, 이러한 

장파장으로의 이동은 주로 항체와 같은 큰 생분자를 양자점 및 금속

성 나노입자에 컨쥬게이션할 때 주로 볼 수 있는 현상으로, 항체에 존

재하는 이중결합, 비 공유전자쌍 존재로 인해 주로 이동한 것으로 사

료된다. 특히 본 연구에서 합성한 항체를 도입한 양자점은 들뜸 최  

파장이 UV 영역이어서 경제적이고 간단한 UV 램프를 사용하여 양자

점을 들뜨게 할 수 있는 장점을 가지고 있다. Figure 3(b)는 형광 발광 

스펙트럼을 측정한 결과로, 항체를 양자점에 컨쥬게이션하기 전과 후

에 각각 형광발광 최  파장이 568와 566 nm로 얻어졌다. 항체를 코

팅한 후 단파장으로 약 2 nm 이동한 것을 볼 수 있는데 이는 양자점 

표면에 항체가 컨쥬게이션 되면서 표면전하가 감소하고, 양자점 주위

의 직접적인 극성이 감소하여 나타난 것으로 사료되며, 항체가 양자

점 표면에 존재함을 나타내주는 증거라 할 수 있다[36]. 합성한 양자

점의 크기분포도는 형광 발광 스펙트럼의 반치전폭(full width at half 

maximum, FWHM) 값이 약 42 nm로 비교적 균일한 양자점이 얻어진 

것을 알 수 있으며, HR-TEM을 이용하여 크기를 분석한 결과 약 3.5 

nm 크기의 양자점이 얻어진 것으로 확인되었다. 또한 상기 양자점의 

형광 방출 최  파장이 568 nm로 노란색을 띄며, 이를 통해 쉽게 눈으

로 양자점의 존재 여부를 눈으로 식별할 수 있다.

3.2. LFIA 스트립을 이용한 SAA1 단백질 농도 분석 

폐암 바이오마커 단백질인 SAA1의 농도를 분석하기 위해 제작한 

LFIA 스트립은 기존의 LFIA 칩[37]과 유사한 형태로 니트로셀룰로오

즈 막, 백킹카드, 흡수패드로 구성된 half 스트립을 제작하였다. 흡수

패드는 막의 끝에 위치하게 제작하여 모세관 힘으로 인하여 니트로셀

룰로오즈 막을 따라 흐르는 용액을 모두 흡수하게 하였고, 타겟 단백

질과 특이적으로 결합하는 캡처 항체(테스트 라인, TL)와 조군 항

체( 조라인, CL)로 구성된 두 개의 라인을 각각 나트로셀룰로오즈 막 

위에 도포하였다. 니트로셀룰로오즈 막을 사용한 이유는 막의 니트로 

기능기의 극성과 항체에 존재하는 극성에 의해 강한 정전기적 인력으

로 각 항체가 막에 고정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이다[38]. 먼저 시료 

용액 안에는 계면활성제 G를 포함하여 타겟 단백질과 결합가능한 항

체가 코팅된 형광발광 양자점과 타겟 단백질이 항원-항체반응으로 결

합되어 존재하도록 준비하였다. 그 다음 시료용액을 half 스트립의 니

                      (a)                           (b)

Figure 4. (a) Schematic showing the principal of half strip test. The 
solution, which contains both hSAA1-14F8-QDs and 14F8-QDs 
(without hSAA1), migrates toward the absorbent pad by capillary 
force. (b) The result of the detection of hSAA-1 in several antigen 
concentration.

트로셀룰로오즈 막에 테스트 라인 및 조라인에 닿지는 않게 담그면 

시료용액은 모세관 현상에 의해 테스트와 조라인 쪽으로 이동하게 

되고 최종적으로 흡수패드로 모이게 된다[39].

Figure 4(a)에서 보듯이 타겟인 hSAA1 단백질과 QD-anti hSAA1 

(14F8) 항체 복합체가 스트립의 테스트라인에 있는 anti hSAA1 (10G1) 

항체와 특이적으로 결합하게 되면 샌드위치 복합체가 형성되고, 이에 

UV 광원을 조사해주면, 양자점들이 집적하여 노란색으로 발광하게 

된다. 이와 함께, hSAA1 항원과 결합하지 못한 남은 QD-anti hSAA1 

(14F8) 항체 복합체는 니트로셀룰로오즈막을 따라 이동하게 되어 

조라인에 고정되어 있는 anti-chicken IgY 항체에 의해 흡착되고, 최종

적으로 남은 복합체는 여분의 흡착패드로 흡수된다. 따라서 타겟이 

있는 경우 스트립에 2개의 노란색을 띄는 라인을 쉽게 눈으로 확인할 

수 있으며, 타겟이 존재하지 않을 경우 원칙적으로는 조라인에만 노

란색이 관찰되어야 하나, 본 실험에서는 조라인뿐 아니라 테스트라

인에서도 형광라인이 종종 관찰되는 경우가 있었다. 이는 추후 버퍼

조건을 조절하는 등 비특이적인 흡착을 줄일 수 있는 추가적인 실험

조건 확립을 통해서 개선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Figure 4(b)는 다

양한 농도 범위의 hSAA1 용액을 사용할 경우 각 스트립에서 양자점

에 의해 형광이 발현되어 노란색 라인이 나타나는 결과를 나타내었다. 

hSAA1이 존재할 경우 두 개의 노란색 라인이 확실하게 나타나는 것

을 볼 수 있으며, 적어도 타겟의 존재 유무를 신속하게 판단할 수 있

는 방법이라 사료된다. 본 실험을 통하여 약 100 nM 농도의 hSAA1을 

5 min 안에 눈으로 쉽게 검출할 수 있었으며, 정상인과 폐암환자의 혈

액샘플을 분석한 연구결과[40]에 따르면 정상인과 폐암환자를 구분하

는 판정기준치(cut-off value)는 약 110 nM이므로(폐암환자의 경우 

hSAA1의 농도가 모두 110 nM 농도를 초과함), 이는 폐암 질환의 조

기 진단에 충분한 활용 가능성을 보여준다고 할 수 있다. 하지만, 스

트립의 농도변화에 따라 정량분석을 하는 것은 어려운 것으로 판단되

며, 이는 컨쥬게이션 과정에서 QD-anti hSAA1 (14F8)가 비특이적인 

흡착하는 반응에 의해 hSAA1 농도에 따라 형광 색 변화의 현격한 차

이가 나는 것을 방해하는 것으로 사료되며 니트로셀룰로오즈 막의 추

가적인 표면처리, 이동용 완충용액 조성, 계면활성제의 추가 적용 등

의 추가적인 향후 연구를 통해 개선하면 좋을 것으로 사료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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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결    론

본 논문에서는 수용성의 CdSe/ZnS 양자점을 합성하였으며, 이에 

항체 기능성을 성공적으로 도입하였다. 항체로 컨쥬게이션한 형광 양

자점(방출 최  파장 = 566 nm)은 폐암 질환의 조기 진단에 활용 가

능한 바이오마커인 hSAA1을 검출하기 위한 LFIA 스트립에 융합하여 

최소 100 nM 그리고 최  1 µM 농도의 hSAA1의 존재 유무를 5 min 

안에 확인할 수 있는 간단하고, 신속한 분석법으로 개발하였다. 정성

적으로 hSAA1 단백질의 유무를 간단한 UV-램프를 사용하여 쉽게 눈

으로도 확인할 수 있는 본 연구의 결과는 앞으로 폐암의 조기 진단용 

키트로 활용 가능성을 제시하였으며, 추후 감도 증 를 위해 스트립 

막의 표면처리, 이동용 완충용액의 조성변화 등의 추가적인 연구가 

필요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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