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1. 서 론

유전자재조합농산물 (genetically modified or-

ganism : GMO)이란 일반적으로 생산량 증대 또

는 유통, 가공상의 편의를 위하여 유전공학기술을

이용, 기존의 육종방법으로는 나타날 수 없는 형질

이나 유전자를 지니도록 개발된 농산물을 말하고,

이 농산물을 가공한 식품을 유전자재조합식품이라고

한다(1).

GMO는 미국 몬산토사가 1995년 유전자재조합

콩을 상품화하면서 일반화되기 시작하였다. 1999년

미국에서 시판이 허용된 GMO는 옥수수, 콩, 토마

토, 감자 등 39개 품목이며, 품종개발이 끝나 6년

이내에 추가로 보급될 것으로 예상되는 농작물은

30여종에 달한다(2).

주요 작물별 특성별 재배면적을 보면 제초제 저항

성 콩이 54%로 가장 많고 해충저항성(Bt) 옥수수

19%, 제초제저항성 카놀라 9%, Bt 와 제초제 저

항성 옥수수 5%, 제초제 저항성 면화 4%, 제초제

저항성 옥수수 4%, Bt 면화 3%, Bt 와 제초제 면

화 2% 순으로 보고되어 있다.

이 중에서 콩 (대두)은 40%가 단백질로 구성되

어 있어 오늘날 식품과 식량자원으로 중요하게 활용

되고 있다. 또한, 우리나라는 GMO에 대한 소비자들

의 선택권 보장을 위하여 콩, 콩나물, 옥수수 등의

표시제가 우선 도입되어 시험검사를 시행하고 있다

(3).

GMO 검출방법은 대부분 PCR(또는 Real Time

PCR, RT - PCR)을 이용하는 것으로 품종개량을 위

한 목적으로 새로 삽입시킨 유전자를 발현시키기 위

해 삽입된 유전자 조절인자인 카울릭 플라워 모자이

크 바이러스(CaMV) 35S 유전자 등의 특정 DNA

서열을 증폭시켜 GMO 여부를 판별해내는 방법을

사용하고 있고(4,5,6), 농촌진흥청은 현재 국내에

수입되고 있는 미국산 제초제 저항성 콩에 대해서는

DNA 판별체를 통해 혼입 여부를 100% 검정하는

것이 가능하다고 보고한 바 있다(7).

다른 한편, 특이항체를 이용하여 GM콩의 CP4

EPSPS 단백질을 검출하는 ELISA방식으로 GM콩

의 분석이 가능하며(8) 현재 국내에서는 값비싼 수

입키트에 의존하고 있는 실정이다. 본 연구에서는

CP4 EPSPS에 대한 다클론 및 단클론 항체를 생

산하고 이들을 이용한 sandwich ELISA를 확립함

으로써 GM콩 중의 CP4 EPSPS를 신속하고 정확

하며 경제적으로 검출할 수 있는 면역분석법을 개발

하였다. 또한, 개발한 sandwich ELISA를 활용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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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 실제 국내산 및 수입 콩 시료 중 CP4 EPSPS를

검출함으로써 이 분석법의 현장적용 가능성을 검토

하였다.

2. 실험방법

2.1 CP4 EPSPS 단백질의 생산

유전자재조합 콩으로부터 CP4 EPSPS 유전자를

cloning하여 이미 확립된 발현 시스템(pET 15b 벡

터를 전이한 대장균)을 이용하여 단백질을 생산하였

다(data 생략). 즉, 유전자재조합 대장균을 37℃,

ampicillin 첨가 LB배지에서 배양한 후 IPT G를

처리하여 발현을 유도하였다.

대량 배양하여 회수한 균체를 용해시키기 위하여

lysis buffer (5mM EDTA를 함유한 PBS) 10ml

에 lysozyme용액(10㎎/ ㎖) 100㎕를 첨가하였다.

상온에서 20분 정도 배양한 후 benzonase 6㎕를

첨가하여 다시 20분 정도 상온에서 배양하였고 4℃

에서 4000rpm으로 원심 분리하여 상징액을 분리하

였다. CP4 EPSPS의 정제를 위하여 Macro-Prep

DEAE Support를 이용한 anion- exchange방법으

로 100mM NaCl(in 50mM Tris-HCl, pH7.5)로

평형화시킨 다음, 분리된 상징액이 100mM NaCl

이 되도록 2M NaCl을 첨가하여 통과시켰다. 첫번

째 통과 액을 회수하고 50mM Tris-HCl(pH 7.5)

와 1:5의 비율로 희석한 후 다시 NaCl(in50mM

Tris- HCl pH 7.5)이 첨가되지 않은 buffer로 평

형화시킨 column에 통과시켜 두 번째 통과 액을

회수하고 100mM NaCl로 elution 시킨 다음 fra-

ction을 회수하였다.

2.2 항CP4 EPSPS 항체의 생산

2.2.1 다클론항체의 생산

면역원 (CP4 EPSPS)을 phoaphate bufferd

saline (PBS : 0.01M phosphate buffer with

0.138M NaCl, 0.0027M KCl)에 1㎎/ ㎖로 희석

한 후 Freund's adjuvant와 1:1로 혼합하고 Mi-

cro- mate interchangeable syringe를 이용하여

emulsion을 만들어 토끼에 2주 간격으로 4회 면역하

였다. 면역 1주일 후에 토끼 귀의 정맥에서 매번(1,2

차 10ml 그리고 3,4,5차 약 100ml) 채혈하고 각각의

혈액은 1시간 정도 상온에 방치하였고, 하루동안 냉

장고에 보관한 후 항혈청을 분리하였다.

2.2.2 단클론항체의 생산

면역원(CP4 EPSPS)을 PBS (Phosphate bu-

ffered saline)에 희석한 후 Freund's adjuvant

와 함께 emulsion을 만들어 생후 6∼8주 가량된

암컷 mouse의 복강 내에 2주 간격으로 3회 면역하

고 최종적으로 adjuvant없이 정맥 주사한 2일 뒤

비장을 적출하였다. 단세포화한 비장세포를 골수종

세포 (myeloma cell)와 융합한 후 96 well plate

상에서 HAT 선택배지에 배양하면서 양성 well을 1

차로 선발하였다. 즉, 그 배양상징액 중에서 면역원

으로 사용한 CP4 EPSPS에 대한 반응성이 양호한

융합세포를 비경합 간접 ELISA로 선발하였다.

이를 다시 2번 limiting dilution한 다음 반응성

이 매우 양호한 5개의 클론을 선발하였다. 즉,

ELISA에 의하여 control로 사용한 BSA에 대한

반응성은 매우 약하게 나타났으나, 면역원인 CP4

EPSPS에 대한 반응성은 ELISA 흡광도 1.8이상

의 클론을 최종적으로 선발하였다.

생후 6∼8주된 mouse의 복강에 pristane을 0.5

∼1㎖ 주사하고 10일 후 mouse 복강에 마리당

107 가량의 융합세포주를 각각 주입하였다. 2주 후

각 마리당 10ml 가량 복수액을 채취하고 1,500xg

에서 15분간 원심분리하여 상징액을 취하였다.

2.2.3 항체의 정제

Protein A column을 이용하여 항혈청 중의 특

이 항체를 분리하고 Sepadex G- 25 column으로

탈염하고 정제하였다. 즉, 먼저 binding buffer

5ml로 Protein A Column을 평형화 한 다음 항혈

청 2ml과 binding buffer 2ml을 혼합하여 colu-



식품기술 제15권 제2호 (2002. 6) 61

mn에 주입하였다. 불순물을 씻어 주기 위하여 다시

binding buffer 15ml을 흘려주고 15ml의 elution

buffer로 용출 시키면서 1ml씩 분획 하였다. 항체 분

획을 A2 8 0에서 확인한 후 탈염한 후 CP4 EPSPS에

대한 다클론 혹은 단클론 항체를 회수하였다.

2.2.4 단클론 항체의 isotyping

정제한 단클론항체의 class를 조사하기 위하여

isotyping을 실시하였다. Rat anti- mouse purif-

ied mAb (kit)를 coating buffer에 2㎍/ ㎖로 희

석한을 microplate의 각 well당 50㎕씩 분주하여

4℃에서 하룻밤 coating하였다. Washing buffer

(PBS with 0.05％ Tween- 20)로 3회 세척한 다

음, 정제된 항체를 각 well당 100㎕씩 첨가한 후 1

시간 동안 상온에서 항원- 항체 반응을 시켰다. 다시

washing buffer로 3회 세척하고 HRP- labeled

rat anti mouse Ig mAb를 각 well당 100㎕씩

첨가하여 1시간 동안 상온에서 반응시켰다. 그 다음

well당 100㎕의 기질 용액 (kit상 reagent A,B를

혼합)으로 3∼10분간 발색시켰다. 2M H2SO4 50

㎕씩 각 well에 넣어 발색 반응을 중지시킨 후,

microplate reader로 450nm의 파장에서 흡광도

를 측정하였다.

2.3 ELISA 검출법의 확립

2.3.1 항체-효소 접합체(Ab-HRP conjugate)

다클론 및 단클론 항체의 HRP Conjugate는 아

래와 같은 방법으로 실시하였다. 우선 효소인 HRP

를 활성화한 다음 항체와 결합을 유도하였다. HRP

의 활성화는 2mg/ml 농도의 HRP와 21.4mg/ml

농도의 NaIO4를 상온에서 1:1로 혼합하여 10분간

방치한 다음 5mM Na- carbonate buffer (pH4.0)

로 투석하여 준비하였다. 다음으로 HRP와 항체와

의 결합은 항체를 0.01M Na- carbonate buffer

(pH9.0)에 용해하고 (혹은 투석), 활성화한 HRP

도 0.2M Na- carbonate buffer (pH9.5)를 이용

하여 pH를 4.0에서 9.0으로 교환하였다. 이어서 이

들을 1:1로 혼합하고 상온에서 2시간동안 반응 후 신

선한 0.1M NaBH4을 1/ 10부피 첨가하고 4℃ 2시간

방치한 다음 투석하였다.

2.3.2 ciELISA

다클론 항체의 검출한계를 확인하기 위하여 간접

경합 ELISA(competitive indirect ELISA)를 이

용하였다. 우선 면역원인 CP4 EPSPS를 coating

buffer에 2㎍/ ㎖로 희석하여 희석액을 Microplate

각 well 당 100㎕씩 분주하여 4℃에서 하룻밤 정치

하여 coating하였다. Washing buffer (PBS with

0.05％ Tween- 20)로 3회 세척한 다음, 1차항체

(정제한 다클론항체)와 단계별 (10- 4∼102 ㎍/ ㎖)

로 희석한 CP4 EPSPS를 1:1로 혼합하여 각 well

당 100㎕ 씩 넣고 상온에서 1시간 반응시켰다. 2차

항체는 α- rabbit IgG로 상온에서 1시간 반응시킨

다음, washing buffer로 3회 세척하고 기질용액

(0.01％ TMB in phosphate- citrate buffer , pH

5.0, 0.03％ H2 O2 사용직전에 준비)으로 반응시켰

다. 2M H2SO4 50㎕씩 각 well에 넣어 발색 반응

을 중지시킨 후, microplate reader로 파장 450nm

에서 흡광도를 측정하였다.

2.3.3 Sandwich ELISA

항체를 coating buffer에 2㎍/ ㎖로 희석하여 희

석액을 Microplate 각 well 당 100㎕씩 분주하여

4℃에서 하룻밤 정치하여 coating 하였다. Washing

buffer로 3회 세척한 다음, CP4 EPSPS를 농도별

로 희석하여 각 well당 100㎕씩 첨가한 후 1시간

동안 상온에서 반응을 시켰다. 다시 washing bu-

ffer로 3회 세척하고 2차 항체 (pAb- HRP)를 각

well당 100㎕씩 첨가하여 1시간 동안 상온에서 반

응시켰다. 그 다음 기질용액을 넣고 발색하는 과정

은 앞에서와 같이 실시하였다.

2.4 원료콩으로부터 CP4 EPSPS 검출

원료 (수입 및 국산) 콩을 채취하여 1/ 2로 쪼갠

후 잘게 부수고 (0.1- 0.2g) 여기에 추출용매 ph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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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phate buffered saline(PBS) 2ml을 첨가하여

homogenizer (ULTRA TURRAX® T 25 basic

KIA® - WERKE, Germany)로 11,000rpm에서 1분간

mixing하여 용해시키고 micro high speed

centrifuge(Hanil Science Industrial Co. LTD,

17TR)로 10,000g에서 5분간 원심분리하여 상징액을

취하였다. 이를 다시 PBS Tween 20 (PBST ; 0.01M

phosphate buffer with 0.138M NaCl, 0.0027M

KCl,0.05% Tween 20)으로 1/ 10, 1/ 100로 희석하여

sandwich ELISA의 시료용액으로 사용하였다.

3. 결과 및 고찰

3.1 CP4 EPSPS 단백질의 생산 및 정제

CP4 EPSPS를 면역원으로 사용하기 위해 유전자

재조합 대장균을 배양하여 단백질을 대량 발현하고

Macro- Prep DEAE Support를 통과시켜 정제하

였다. 이들 통과액에 대하여 SDS-PAGE를 실시한

결과, 분자량 5만 가량의 단백질 밴드가 다른 불순

물 없이 나타남으로써 비교적 양호한 정제를 확인하

였다(Fig. 1). 이들 획분을 탈염하여 다음 실험에 사

용하였다.

3.2 항체의 생산

3.2.1 다클론항체의 생산

CP4 EPSPS에 대해 토끼에서 생산된 다클론항

체 (항혈청)의 항체가를 ciELISA (간접 비경합

ELISA)로 비교하였다. 특이항체의 생산은 2차 면

역 후에 증가하기 시작하였으며, 2번 토끼 3차 항

혈청이 비교적 양호하고 혈청의 양도 많이 채취하여

이를 다음 실험에 사용하였다(Fig. 2).

3.2.2 항체의 정제

CP4 EPSPS에 대한 다클론항체 (항혈청)을 정

제하고자 Protein A column을 이용하여 특이항체

를 분리하고 Sepadex G- 25 column으로 탈염하였

다. 대표적인 항체의 분리 페턴을 Fig. 3에 나타내

었다.

3.2.3 단클론항체의 선발 및 isotyping

Fig. 1. SDS- PAGE pattern of CP4 EPSPS
fractionated on Macro- Prep DEAE Support .
CP4 EPSPS was produced by cultivation of
E. coli transformed with pET 15b recombi-
nant vector. Lane 1: crude CP4 EPSPS
produced in E. coli , Lane 2: semi- purified
CP4 EPSPS, Lane 3: unbound fraction,
Lane 4, 5, 6, 7, and 8: CP4 EPSPS
fractions.

CP4 EPSPS→

1 2 3 4 5 6 7 8

Fig. 2. Titers of anti- CP4 EPSPS polyclo-
nal antibodies determined by noncompeti-
tive ELISA.(NRS : normal rabbit seru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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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P4 EPSPS에 대한 단클론항체를 생산하는 단

클론은 1차로 5종 선발하였다. 이들을 생쥐의 복강

에 주사함으로써 복수액을 생산하였으며, 다클론항

체의 경우와 같이 Protein A column 등을 이용하

여 분리 정제하였다. 정제한 특이항체 5종에 대해

각각 isotyping을 실시하고 농도를 구한 결과, 이들

의 heavy / light chain은 모두 IgG1 / κ type

이었다(T able 1).

3.2.4 단클론항체의 인식부위 검토

5종의 단클론항체 중 CP4 EPSPS에 특이성이

양호한 것은 #1, #3, #4 mAb로 나타나 이들을 중

점적으로 그 항원인식부위가 서로 같은지 다른지를

ciELISA로 검토하였다. 즉, 각 mAb- HRP의 존재

하에서 mAb #1, #3, #4를 농도별로 처리하였을 때,

만일 같은 부위를 인식하는 항체끼리 반응하는 경우

에는, 특정 mAb- HRP conjugate가 CP4 EPSPS

에 대하여 반응하는 정도가 경쟁적으로 저해받을 것

으로 추측되어 이를 조사하였다(Fig. 4).

그 결과, 같은 mAb를 처리하여 ciELISA를 행하

는 경우에는 모두 HRP conjugate의 결합이 떨어졌

다. 또한, mAb #1, #3을 함께 조합하여 처리하는 경

우에는 경합이 일어난 반면에, mAb #4는 다른 mAb

와 조합하여 처리하는 경우에 경합반응이 거의 일어

나지 않았다. 그럼으로 mAb #1, #3은 특이항체의 인

식부위가 대체로 같고, mAb #4은 이들과는 다른 부

위를 인식하는 것으로 판단되었다.

Fig. 3. Purification and Desalting of anti- CP4 EPSPS polyclonal antibodies on Protein A (A)
and Sepadex G- 25 column (B).

(A) (B)

T able 1. Isotype of anti- CP4 EPSPS mono-
clonal antibodies

Monoclonal

Antibody

Antibody type

H- chain L- chain

No.1 IgG1 κ

No.2 IgG1 κ

No.3 IgG1 κ

No.4 IgG1 κ

No.5 IgG1 κ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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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3 항체를 이용한 ELISA 분석법의 확립

3.3.1 다클론항체를 이용한 ciELISA 및
sandwich ELISA

항혈청을 이용한 1차 항체 (정제한 mAb)를 1/ 5K

로 희석하고 단계별(10- 4∼102 ㎍/㎖)로 희석한 CP4

EPSPS를 혼합하여 반응시킨 후 2차 항체(α-

rabbit IgG) 1/ K로 희석하여 간접 경합 ELISA

(ci ELISA)를 실시하였다. 그 결과 표준곡선으로

부터 검출한계가 1㎍/ ㎖로 감도가 낮게 나타났다

(Fig. 5A).

다음으로 다클론항체 (pAb)를 이용한 sandwich

Fig. 4. Inhibition analyses of mAb 's #1, #3,
and #4 by ciELISA when mAb- HRP con-
jugate binds to CP4 EPSPS coated on mic-
roplate well.

(A)

(B)

(C)

Fig. 5. Standard curves of ELISA's for CP4
EPSPS using polyclonal antibody. (A) com-
petitive indirect ELISA; (B) sandwich EL-
ISA.

(A)

(B)

Ma b No .1 c o nc .(㎍/㎖ )

Ma b No . 3 c o nc .(㎍/㎖ )

Ma b No . 4 c o nc .(㎍/㎖ ) C P4 E P S P S c o nc .(㎍/㎖ )

C P4 - E P S P S c o nc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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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LISA의 조건을 확립하고자 polyclonal antibody

- HRP conjugate의 희석배율을 1/5K로 하여 CP4

EPSPS의 표준곡선을 구하였다(Fig. 5B). 이때, CP4

EPSPS의 검출한계는 10ng/ ml로 나타나 ciELISA보

다 검출감도가 훨씬 양호하였다.

3.3.2 단클론항체를 코팅한 sandwich
ELISA

CP4 EPSPS에 대한 mAb를 coating한 다음,

pAB-HRP conjugate를 이용한 sandwich ELISA

를 실시하였다(Fig. 6). 그 결과, mAb #2과 #5의

경우는 pAb의 결과와 비교시 검출감도가 좋지 않았

다. 그러나, mAb #3의 경우는 다른 경우와 비교시

매우 양호한 표준곡선을 나타내었다.

3.3.3 다클론 및 단클론 항체의 조합에 의한
sandwich ELISA

각기 다른 항체를 서로 조합하여 sandwich EL-

ISA를 실시하는 경우, 각 조합의 검출감도를 비교

함으로써 최적의 ELISA 조건을 찾고자 하였다. 즉,

단클론항체 1- 5번과 다클론 항체를 coating 하고,

적정희석배율의 각 Ab-HRP conjugate와 2차로 반

응시켰다. 이때 1, 2, 3, 4번의 mAb- HRP conju-

gation 적정희석배율은 각각 1/5K, 1/ K, 1/ 10K,

1/ 5K로 하여 실시하였다(Fig. 7). 그 결과, pAb로

coating하고 2차 항체를 mAb(3번)- HRP로 사용하거

나 mAb 3번으로 coating하고 2차 항체를 pAb-

HRP로 사용한 것이 다른 경우보다 매우 양호하였다.

이들 두 경우를 좀더 자세히 비교검토한 결과 후

자의 경우 그 검출한계가 약 0.01ug/ ml로서 검출

감도가 다소 우수한 것으로 나타나(Fig. 8), 이후의

실험에서는 mAb 3번으로 coating하고 2차 항체를

pAb- HRP로 사용하여 sandwich ELISA를 실시

하였다.

3.4 시료로부터 CP4 EPSPS 검출

3.4.1 GM콩으로부터 CP4 EPSPS 검출

GM콩과 non GM콩 시료를 10㎎/ ㎖씩 취해 각

각의 추출용매 PBS와 PBST , 0.05M pH 8.5

Tris- HCl buffer에 용해시키고 원심분리한 후 그

상징액 및 희석액(washing buffer로 1/ 10, 1/ 100

배 희석)의 sandwich ELISA를 행하였다(Fig. 9).

그 결과를 그림의 우측 하단에 시료 (추출원액 및

희석액)의 처리에 의한 흡광도를 나타내었으며 (이

경우, 농도 단위는 의미가 없음. 단지, 원액, 1/ 10

희석, 1/ 100희석의 결과비교), 추출용매에 따른

GM콩 시료의 용해도는 PBS로 용해하였을 때가

CP4 EPSPS의 검출감도는 높았으나 추출용매별로

큰 차이를 나타내지 않았다. 또한, GM콩을 sand-

wich ELISA로 분석시 1/ 1,000량 (1mg을 1ml에

용해) 농도의 GM콩 추출물이 있으면 CP4 EPSPS

의 존재를 확인할 수 있어 분석이 가능함을 알 수

있다.

3.4.2 수입콩 및 국산콩으로 부터 CP4
EPSPS 검출

mAb #3으로 coating하고 pAb- HRP를 이용하

여 앞에서 이미 확립된 sandwich ELISA방식으로

수입산 대두 47점과 국산 대두 20점을 분석하여 수

입 콩 및 국산 콩에서 CP4 EPSPS검출여부를 확인

Fig. 6. Standard curves of sandwich ELISA
for anti- CP4 EPSPS using monoclonal ant-
ibodies for coating and polyclonal antibody
- HRP conjugate.

CP4 EPSPS conc (ug / mL)C P4 EPS PS c onc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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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7. Comparison of sandwich ELISA for CP4 EPSPS with combinatory application of
polyclonal (pAb) and/ or monoclonal antibodies (mAb) for coating and HRP conjugate.

MAb No .1 Coating MAb No .2 Coating

MAb No .3 Coating MAb No .4 Coating

MAb No .5 Coating PAb Coating

C P4 EPS PS c onc .(㎍/㎖ ) CP4 EPS PS c onc .(㎍/㎖ )

C P4 EPS PS c onc .(㎍/㎖ ) CP4 EPS PS c onc .(㎍/㎖ )

C P4 EPS PS c onc .(㎍/㎖ )C P4 EPS PS c onc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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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8. Comparison of sandwich ELISA's for
CP4 EPSPS using pAb and mAb combina-
torily. Red curve: mAb#3 coating and pAb-
HRP, Blue: pAb coating and mAb#3- HRP.

Fig. 9. Effect of extraction buffer on the de-
tection of CP4 EPSPS in GM or non- GM so-
ybean when assayed by sandwich ELISA. Su-
pernatants of each standard soybean extra-
cts(1mg/ ml) and their diluents were appli-
ed to ELISA(rel. conc.: 1/ 1,000, 1/ 100, 1/ 10).
The results were shown in the right down box.

Fig. 10. Detection of CP4 EPSPS in imported(A - C) and domestic soybean grains(D) by sa-
ndwich ELISA. Diluents(1/ 10- 1/ 100) of soybean extracts(0.1g/ 2ml) were applied to ELISA.
The results were shown in the right down of the graph.

(A) (B)

(C) (D)

CP4 EPS PS c onc .(㎍/㎖ ) CP4 EPS PS c onc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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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고자 하였다. 시료는 원심분리 후 상등액을 직접

분석하였을 때 보다 그 상등액을 1/ 10, 1/ 100로 희석

하였을 때 안정적으로 검출됨을 알 수 있었다. 수입

산 대두의 분석치는 크게 두 그룹으로 나뉘어져

CP4 EPSPS 함량이 높은 것과 낮은 것으로 구분되

었다(Fig. 10. A- C). 즉, 전자〔39.1±13.5µg/ ga (n=3

3)〕는 후자〔2.6±1.2µg/ gb (n=14)〕에 비하여 월등

히 높은 수치를 보여 CP4 EPSPS를 함유한 GMO인

것으로 추정되었다(Fig. 11). 또한, 실제로 대표적인

몇몇 시료의 PCR결과로부터 이들이 GM콩임을 확

인하였으며(data 생략), 분석에 사용한 수입 콩 중에

서 GMO 비율은 70.2％인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분

석한 국산 콩의 CP4 EPSPS 함량은 Fig. 10D에서와

같이 모두 낮게 나타났으며 [0.9±0.5µg/ gb (n=30)],

PCR 결과로부터 이들은 모두 non GM콩임을 확인

하였다(data 생략).

한편, 수입 콩과 국산 콩을 각각 일정량 (10g)을

취하고 이를 분쇄하여 ELISA 분석시 이들 검출치

를 비교하였을 때, T able 2에 나타난 바와 같이 수

입 콩 38.9±3.1a (n=3), 국산 콩 2.7±0.7b

(n=3)로 나타나 앞의 결과와 비슷한 경향을 나타

내었다.

그러므로, 원료 콩의 GMO 여부를 분석함에 있어

서 sandwich ELISA는 비교적 신속하고 정확하며

경제적이어서 일반적인 GM 콩의 분석방법인 PCR

과 병행하면 그 분석효율을 배가시킬 수 있으리라

생각한다.

4. 요 약

GM콩 (Roundup Ready Soybean )의 면역분

석법을 개발하고자 CP4 EPSPS에 대한 항체를 생

산하고 sandwich ELISA의 조건을 확립하였다. 이

어서, 분석의 효율성 검정을 위한 원료 콩의 분석을

실시하였다. 그 결과를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1. GM대두의 대표적인 지표단백질 CP4 EPSPS를

실험동물에 면역하여 특이항체인 다클론항체 (p-

Ab) 1종과 단클론항체 (mAb) 5종을 생산하였

다. 경합반응 (ciELISA)을 이용하여 단클론항

체의 인식부위을 검토한 결과, 단클론항체 1번과

3번은 같은 부위를 인식하는 것으로 나타났으나

단클론항체 4번은 다른 부위를 인식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2. 다클론항체 (pAb)를 coating하고 pAb- HRP

이용한 두 가지 ELISA 방식을 비교하였을 때,

간접경합 ELISA (ciELISA)에서는 검출한계가

1μg/ ml이었고 샌드위치 ELISA (sandwich

ELISA)의 경우 검출한계가 0.01μg/ ml로 높

았으나, 재현성에서 떨어졌다.

3. GM콩를 분석하기 위한 최적 ELISA 방법을 최

종적으로 확립한 결과, 단클론항체 3번을 coa-

ting하고 pAb- HRP를 이용한 sandwich EL-

T able 2. CP4 EPSPS contents of imported
and domestic soybeans when detected on
the basis of grain mixture

Soybean 1 ) CP4 EPSPS (ug/ g)

Imported 38.9±3.1a (n=3)

Domestic 2.7±0.7b (n=3)
1 ) T en grams of soybeans were ground and tested

for the detection of CP4 EPSPS

Fig. 11. CP4 EPSPS contents (ug/ g) of im-
ported and domestic soybeans when detected
on the basis of a grai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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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SA가 가장 적합하였으며 CP4- EPSPS의 검출한

계는 0.01μg/ml로 나타났다.

4. 확립한 sandwich ELISA방식으로 CP4 EPSPS

의 분석시 원료 콩의 처리방법을 검토한 결과,

콩 시료에 20배(v/ w)의 buffer를 첨가하여 균

질화한 상징액을 1/ 10로 희석하였을 때 안정적

으로 검출이 되었다.

5. 수입콩 47점을 분석한 결과, CP4 EPSPS의 함

량이 높은 군과 낮은 군으로 나뉘었으며, 전자는

[39.1±13.5µg/g (n=33)]는 후자〔2.6±1.2µg/ g

(n=14)]에 비하여 월등히 높은 수치를 보였다.

이들 군은 각각 GMO 및 non GMO인 것으로 확

인되었으며 수입콩에서 GMO의 비율은 70.2％

로 나타났다. 반면, 국산콩 20점은 모두 다 CP4

EPSPS의 분석치가 매우 낮았으며〔0.9±0.5µg/g

(n=20)], non- GM으로 나타났다.

6. 분석에 사용한 수입산 대두와 국산 대두 전체의

CP4 EPSPS 함량은 수입산의 경우 38.9±

3.1µg/ g(n=3)으로 나타났고, 국산의 경우 2.7

±0.7µg/ g(n=3)으로 나타나 위의 결과와 크게

다르지 않았다.

7. 결론적으로 본 연구에서 개발한 sandwich EL-

ISA는 원료콩 중의 CP4 EPSPS 검출을 통하

여 GM콩의 분석에 효과적으로 활용가능한 것으

로 생각된다.

* 본 연구는 보건복지부 보건의료기술개발사업의 지

원에 의하여 이루어진 것임.

(과제고유번호: 01- PJ1- P G3-21200- 00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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