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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서    론

  우유는 칼슘공급원으로써 많은 식품 중에서
도 으뜸가는 식품이다. 우유 및 유제품 중의 
칼슘은 이용률이 매우 높아 가장 우수한 칼슘
공급식품으로 주목받고 있다(Bergeim 1926; 
Kline 등, 1932). 이것은 우유 내에 존재하는 
칼슘 결합단백질 및 우유단백질인 casein 자체
가 칼슘 흡수에 영향을 주기 때문으로 보고 되
어있다(Bronner, 1987). 

  현재 알려진 우유 중의 칼슘흡수 촉진물질인 
casein phosphopeptide(CPP)는 칼슘과 화학적으
로 결합할 수 있는 negative charge를 띈 phos- 
phoserine(Ser-P)을 함유하고 있다(Abd El-salam 
등, 1996). CPP는 칼슘과 인(P)의 결합을 저지
하기 때문에 칼슘은 가용성의 상태로 흡수된다
(Bronner, 1987; Naito 등, 1972; Reeves 등, 
1958; 內藤, 1986). CPP의 이 같은 작용은 CPP
의 펩타이드 분자 내에 존재하는 Ser-P에 칼슘
이 결합됨으로서 칼슘의 가용성이 유지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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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itts와 Yuan, 1992).  
  우유 중에는 CPP 이외에 칼슘흡수촉진물질
로 예상되는 물질 중 하나가 osteopontin(OPN)
이다.  OPN의 분자량은 약 60kDa이고, 아미노
산분석으로 27개의 phosphoserine, 1개의 phos- 
phothreonin과 3개의 O-glycosylation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확인되었다(Sorensen과 petersen, 
1995). OPN은 무기물화된 소의 뼈에서 처음으
로 발견되었고(Franzen과 Heinegard, 1985), 그 
후 rat(Oldberg 등, 1986), human(Fisher 등, 
1987), mouse, pig, chicken 등에서 분리되었으
며 우유에서도 발견되었고(Sorensen과 petersen, 
1993), 최근 콩팥을 비롯하여 소화관상피, 자궁, 
난소, 피부 등 매우 다양한 조직에 분포하고 
있음이 알려졌다(Brown 등, 1992). 처음에는 
OPN이 뼈에만 특이적으로 존재하는 물질이며 
그 기능도 RGD의 아미노산 서열을 통해 단순
히 뼈세포를 기질에 붙여주는 것으로만 생각하
였으나(Reinholt 등, 1990), Ca의 조절, 무기물화
된 조직의 형성과 형태를 고쳐주고 격자구조의 
결정으로 발달된 분열을 통하여 산화칼슘염의 
결정의 성장을 억제 및 세포 손상시의 방어기
전을 돕고, 질소를 포함하는 산화물 생산에 영
향을 주는 등 매우 다양하다는 사실이 발표되
었다(Denhardt와 Guo, 1993). 이러한 기능들 중 
많은 부분이 칼슘에 의해 매개되거나 칼슘의존
성인 여러 가지 과정과 밀접한 관련을 가지고 
있다(Zimolo 등, 1994; Shirga 등, 1992). 그러나 
아직도 우유에 존재하는 OPN의 생리적 기능에 
대해서는 분명히 밝혀져 있지 않다. 한편 OPN
의 분자구조에는 특이하게도 phosphoserin이 27
개나 존재하며 이것은 CPP와 같이 칼슘과 반
응성을 생각할 수 있으며, 소장 내에서 칼슘을 
수용성으로 존재시킬 가능성이 크다.
  본 실험은 우리가 섭취하고 있는 우유 중 칼
슘흡수에 기여되는 예상 물질인 osteopontin을 
우유에서 분리하고 그 특성을 조사해서 식품소
재로서의 응용을 목적으로하는 기초 자료로 사
용하고자 실시하였다.

Ⅱ. 재료 및 방법

1. Osteopontin의 분리․정제

  OPN의 분리․정제는 Bayless 등(1997)의 방
법에 준하여 사용하였다. 1ℓ의 원유를 12,000
×g로 15분간 원심분리한 후 지방층을 제거하
여 탈지유를 제조하였으며, ion-exchange chro- 
matography인 DEAE-Sephacel과 hydrophobic 
chromatography인 Phenyl-Sepharose 2개를 사용
하여 OPN을 분리․정제하였다. 분리한 분획은 
280nm에서 흡광도를 측정한 후 10% SDS- 
PAGE를 이용하여 분리 정도를 확인하였다. 확
인된 분획은 Mw. 25,000(Spectra/pr, USA)의 
dialysis membrane을 이용하여 생리식염수에 48
시간 동안 투석한 후 동결건조하여 -20℃에서 
보관하였다.

2. Protein assay

  단백질정량은 표준물질로 BSA를 사용하여 
protein assay kit(Bio-rad, USA)를 사용하여 측
정하였다. 

3. NH2-terminal amino acid sequence 확인

  분리된 OPN 단백질의  NH2-terminal amino 
acid sequence는 Applied Biosystem Model 491 
protein sequencer(한국기초과학지원 연구원)를 
이용하여 분석하였다.

4. 산란계 면역

  OPN에 대한 항혈청을 제조하기 위하여 산란
계의 면역은 35주령 된 Single Comb White 
Leghorn(SCWL) 3수를 이용하여, Sunwoo 등
(1996)의 방법을 이용하였다. 항원으로서 OPN 
1mg을 0.01M PBS buffer(pH 8.2)로 1㎖로 용해
시킨 후 동량의 Freund’s complete adjuvan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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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ifco, USA)와 혼합한 후 산란계의 가슴근육 
4부위에 주사하였다. 2주 후에 다시 booster 
injection을 하기 위하여 항원은 1차면역과 동일
양을 Freund's incomplete adjuvant(Difco, USA)
와 혼합하여 같은 방법으로 재주사 하고, 계란
은 매일 수집하여 4℃에 보관하여 사용하였다.

5. IgY 항체의 분리

  계란으로부터 anti-OPN IgY는 Akita와 Nakai 
(1992)의 방법에 따라 water soluble fraction 
(WSF)에서 얻었다. 즉 계란의 난황을 증류수로 
4∼5배로 희석한 후 pH를 5.0으로 조정하여 4
℃에서 6시간 동안 처리한 후 원심분리(10,000
×g, 4℃, 25min)하였다. 상등액을 Whatman 
No. 1 여과지로 여과한 후 동결건조하여 사용
하였다.

6. 항체 역가 측정

  난황항체의 활성은 Mine(1997)과 Li 등(1998)
의 ELISA 방법을 약간 변형하여 측정하였다. 
96 well의 microplate에 OPN 항원을 부착하기 
위하여 각 well에 OPN 항원 2㎍/㎖의 농도로 
0.05M carbonate-bicarbonate buffer(pH 9.6)에 용
해하여 well당 200㎕씩 주입하였다. 이것을 4℃
에서 24시간동안 정치시킨 후 plate를 PBS-T 
buffer(Phosphate buffer saline, 0.05% Tween 20, 
pH7.4)로 3회 세척하였다. 여기에 WSF를 증류
수로 1,000배로 희석하여 plate에 주입한 후 37
℃에서 1시간동안 반응시킨 후 PBS-T buffer로 
3회 세척하였다. 그런 다음 Alkaine phos- 
phatase(AP)가 결합된 이차 항체인 rabbit anti- 
chicken IgG(Sigma, USA) 용액을 1,000배로 희
석하여 100㎕씩 well에 넣고 37℃에서 1시간동
안 반응시킨 후 PBS-T buffer로 3회 세척하였
다. 다음으로 Alkaine phosphatase의 기질인 p- 
nitrophenyl phosphate(Sigma, USA)을 넣고 37℃
에서 10분간 반응시킨 후 3N NaOH를 50㎕씩 

사용하여 반응을 정지시킨 다음 405nm의 파장
에서 ELISA microplate reader(ELISA : ELx808: 
Bio-tec, USA)로 각 well의 흡광도를 측정하였
다. 

7. 우유 중의 OPN 함량 측정

  Radial immunodiffusion(RID)은 Sunwoo 등
(1996)의 방법을 약간 변형하여 실험하였다. 
1.7㎖ PBS buffer와 0.3㎖ anti-OPN IgY를 혼합
하여 56℃에서 가온하고, agarose 70mg는 4.67
㎖ PBS buffer와 0.35% sodium azide 0.4㎖를 
혼합하여 완전히 녹을 때까지 중탕하고, 그 후 
두 용액을 완전히 섞어 준비된 RID plate에 부
어 gel이 될 때까지 기다린다. RID plate에서 
gel 상태로 굳으면 직경이 2.5mm가 되게 구멍
을 뚫어 분리한 OPN을 10, 20, 40, 80㎍의 농
도로 각각 6㎕씩 주입하여 3일간 상온에서 배
양한다. 배양이 완료되면 RID plate에 주입한 
액이 확산에 의해 만들어진 침강선의 직경을 
측정하여 OPN 표준정량곡선을 작성하였다. 또
한 같은 방법으로 우유 중의 OPN 함량을 표준
정량곡선으로부터 계산하였다.

8. OPN의 가용화 능력 검정

  內藤(1986)의 방법에 준하여 20mM CaCl2 
0.25㎖에 CPP(明治製菓株式會社, Japan), poly- 
glutamicacid(Sigma, USA), OPN을 각각 1mg을 
첨가한 후, 20mM Na-phosphate buffer(pH 7.0) 
1㎖를 첨가하였다. 소장하부의 조건(pH 7.0. 37
℃)을 유지시켜 주면서 0, 2, 4, 6, 8, 24시간에 
시료를 채취하여 10,000×g에서 10분간 원심분
리한 후, 상등액만을 취하여 ICP Emission 
Sectro Analyzer(JY 38 Plus. ISA, Jobin Yvon, 
France)로 3회 반복 측정하여 평균값을 구하였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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Ⅲ. 결과 및 고찰

1. 우유로부터 OPN의 분리․정제

  우유에서 OPN 단백질을 분리․정제하기 위
하여 ion-exchange chromatography인 DEAE- 
Sephacel과 hydrophobic chromatography인 Phanyl- 
Sepharose을 이용하였으며, 각 단계별 정제도는 
SDS-PAGE에 의하여 확인하였다(Fig. 1).
  Lane 1은 DEAE-Sephacel column을 이용하여 
정제한 protein의 band를 나타낸 것으로 분자량 
60,000dalton 정도인 OPN이라고 추측되는 물질
이 있는 것을 확인 할 수 있었으나 다른 
protein band가 많았다. 다시 순도를 높이기 위
하여  Phenyl-Sepharose column 2개를 거쳐 정
제한 결과 Lane 3에서 보는 것과 같이 OPN 이
외의 다른 protein band 없이 순수한 단백질을 
얻을 수 있었다.
  또한 정제단계별 단백질 정량은 Table 1에서 
보는 것과 같다. 우유 1ℓ에서 최종 5.7mg의 
순수한 OPN을 얻었다. 정제과정에서 OPN의 
확인은 분자량만을 기준으로 하였기 때문에 
OPN의 정량은 최종 단계에서만 하였다. 한편 
Bayless 등(1977)에 의하면 우유 1ℓ에서 약 
8mg의 순수한 OPN을 얻었으며, Senger 등
(1989)도 모유에서 3∼10mg/ℓ를 분리하였다. 
따라서 우유나 모유 속에는 정제된 양보다는 
많겠지만, 미량 존재하는 단백질임을 알 수 있
다.

Fig. 1. SDS-PAGE analysis of purification 
from bovine milk. 

1 : Purification by DEAE-Sephacel from bovine milk 
2 : Purification by Phenyl-SepharoseⅠfrom bovine milk 
3 : Purification by Phenyl-Sepharose Ⅱ from bovine 

milk 
4 : Low molecular weight marker(Bio-rad, USA).

2. N-terminal sequence 확인

  분자량을 기준으로 하여 우유에서 분리․정
제한 protein이 OPN인지를 더욱 정확히 확인하
기 위해서 N-terminal amio acid sequence을 확
인한 결과 Leu-Pro-Val-Lys-Pro-Thr-Ser으로 판
명되었다. 이것은 Kerr(1991) 등에 의해 알려진 
OPN의 N-terminal amio acid sequence와 대조한 
결과 OPN의 N-terminal amio acid sequence 7개
의 순서가 일치하였다. 따라서 본 실험에서 분
리․정제한 단백질이 Kerr(1991) 등에 의해 알
려진 OPN과 동일 물질임을 확인하였다. 

Table 1. Purification of Osteopontin from Bovine milk

volume
(㎖)

Protein
(mg)

OPN
(mg)

 Starting material

 DEAE-Sephacel

 Phenyl-Sepharose I

 Phenyl-Sepharose II

1000

 112

  70

  15

20300

  251

     16.7

      5.7

-

-

-

5.7

99,400

66,200

45,000

1       2       3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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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난황내의 Anti-OPN IgY 항체의 확인

  항원인 OPN으로 면역된 산란계에서 생산된 
계란의 anti-OPN IgY 항체의 역가를 ELISA로 
측정하였다(Fig. 2). OPN을 주사 후 항체가 조
금씩 높아지다가 1차 면역 후 14일째에 2차 추
가면역(boosting)을 함으로써 다시 역가가 상승
하여 42일째에 가장 높은 항체 역가를 보였다. 
이것은 Shimizu 등(1998)이 E. coli O142: K86: 
H6의 사균을 주사한 후 계란의 anti-E. coli 
O142: K86: H6의 항체역가를 ELISA를 이용하
여 측정한 결과 면역 주사 후에는 계속 증가하
는 경향을 보이다 40일 경에 최고치를 나타내
다가 차츰 감소하는 경향을 나타냈다는 보고와 
비슷한 결과를 보였다.  

0

0.2

0.4

0.6

0.8

0 10 20 30 40 50

Time(Day)

E
L
IS

A
 V

a
lu

e

(O
.D

 a
t 

4
0
5
n
m

)

0

0.2

0.4

0.6

0.8

0 10 20 30 40 50

Time(Day)

E
L
IS

A
 V

a
lu

e

(O
.D

 a
t 

4
0
5
n
m

) 2ad

1st

0

0.2

0.4

0.6

0.8

0 10 20 30 40 50

Time(Day)

E
L
IS

A
 V

a
lu

e

(O
.D

 a
t 

4
0
5
n
m

)

0

0.2

0.4

0.6

0.8

0 10 20 30 40 50

Time(Day)

E
L
IS

A
 V

a
lu

e

(O
.D

 a
t 

4
0
5
n
m

) 2ad

1st

Fig. 2. Changes of antibody activity in egg 
yolk during the immunization period. 
Anti-OPN antibody activity in egg 
yolk were measured by ELISA. The 
arrows indicate 0, 14 days when 
injected with OPN.

4. 우유의 OPN 함량 측정

  우유에 존재하는 OPN의 함량은 RID 방법을 
사용하여 측정하였다(Fig. 3). 이것은 anti-OPN 
IgY와 OPN의 화학적 반응에 의한 radial 형태
로 침강선이 형성되는 것을 이용하였다. Anti- 
OPN IgY 항체를 agarose gel에 혼합한 후 분
리․정제된 OPN을 각 well에 10∼80㎍을 주입 
후 나타나는 침강선의 직경으로부터 Fig. 4에서 

보는 것과 같이 OPN의 정량곡선을 작성하고 
이 곡선에 의해 우유 중의 OPN 함량을 정량하
였다. 그 결과 원유, 탈지유, 시유에서 각각 
39.78, 31.74, 37.48㎍/㎖을 함유하고 있는 것으
로 나타났다(Table 2). 탈지유에서 약간 낮은 
OPN 함량은 탈지과정에서 단백질의 일부가 소
실됨을 의미한다. 한편 OPN으로 면역된 계란
에서 분리한 anti-OPN IgY를 이용한 우유 중 
OPN의 함량 분석기법으로 활용할 수 있을 것
으로 생각되어진다.

Fig. 3. Single radial immunodiffusion patterns 
of anti-OPN IgY against OPN dilu- 
tion.

         
        A : OPN     B : OPN 10㎍ 
        C : OPN 20㎍ D : OPN 40㎍
        E : OPN 80㎍ F : Raw milk 
        G : Skim milk H : Market mil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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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4. Standard curve of OPN in single 
radial immunodiffus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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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OPN의 가용화 능력 검정

  In vitro 실험을 통해 OPN이 Ca-P의 결합에 
의한 침전을 저지하는 능력, 즉 칼슘가용화 정
도를 측정하였다(Fig. 5). 분자구조상으로 칼슘
가용화 능력을 나타낼 수 있는 negative charge
를 가진 펩타이드인 poly-glutamic acid와 CPP
의 Ca 가용화 능력을 OPN과 비교하였다.
  시간별로 Ca 가용화 능력 정도를 살펴볼 때 
시간이 지남에 따라 Ca 가용화 능력은 점차 감
소하는 경향이 나타났으며, 6시간 이후로는 
OPN을 제외한 물질들의 Ca 가용화 능력은 현
저히 떨어져 대조구와 비슷하였다. 이와 같은 
결과는 OPN이 기존에 Ca 가용화 능력이 좋다
고 알려진 poly-glutamic acid나 CPP보다 더욱 
우수한 것이며 이는 OPN의 화학적구조가 Ca 
가용화에 더욱 적합한 것으로 사료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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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5. Inhibition with OPN on the pre- 
cipitation of calcium in vitro at phy- 
siological pH.

Ⅳ. 요    약

  본 연구는 우유로부터 OPN을 분리․정제하
여 그 특성을 규명하기 위해서 수행되었다. 먼
저 ion-exchange와 hydrophobic chromatography

를 이용하여 우유로부터 OPN을 분리․정제하
였다. OPN의 분자량은 SDS-전기영동 상에서 
약 60,000dalton이었고, NH2-terminal amino acid 

sequence를 확인한 결과 Leu-Pro-Val-Lys-Pro- 

Thr-Ser 순이었다. OPN을 35주령된 SCWL를 
이용하여 산란계를 면역 시키고, 형성된 anti- 

OPN IgY 항체를 분리․정제한 후 ELISA test

로 항체가를 측정하였다. 또한 RID test을 이용
하여 OPN 함량에 따른 정량곡선을 작성하고, 

이 곡선에 의해 우유 중 OPN 함량을 정량하였
다. 그 결과 원유, 탈지유, 시유에서 각각39.78, 

31.74, 37.48㎍/㎖을 함유하고 있는 것으로 나
타났다. 또한 OPN의 Ca 가용화 능력을 검정한 
결과 OPN이 CPP와 poly-glutamic acid 보다 더 
우수한 것으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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