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쏘가리(Siniperca scherzeri) 젖산탈수소효소 A4 동 효소의 정제  특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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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urification and Characterization of Lactate Dehydrogenase A4 Isozyme in Mandrin Fish (Siniperca 
scherzeri). Sung Kyu Cho*, Bora Ku1, Hyojung An1, Eun Mi Park1, Seon Young Park1, Jae-Bum Kim2 
and Jung Joo Yum1. Industrial Science Research Institute, Cheongju University, Cheongju 360-764, Republic 
of Korea, 1Department of Life Science, Cheongju University, Cheongju 360-764, Republic of Korea, 2Department 
of Anatomy, School of Medicine, Sungkyunkwan University, Suwon 440-746, Republic of Korea - The lactate 
dehydrogenase (EC 1.1.1.27, LDH) A4 isozyme in skeletal muscle of mandrin fish (Siniperca scherzeri) 
was successfully purified by affinity chromatography and ultrafiltration. The molecular weight of the 
purified LDH A4 isozyme was 140.4 kDa and its isoelectric point (pI) was 7.0. Optimal pH for enzy-
matic reaction was 7.5. Km

PYR and Vmax value of the purified LDH A4 isozyme were 4.86×10-5 M and 
13.31 mM/min using pyruvate as a substrate, respectively. These kinetic properties of the purified 
LDH A4 isozyme supported the fact that the mandrin fish was a warm-adapted species. The antibody 
against the purified LDH A4 isozyme may be used in the metabolic physiological studies of ectother-
mic vertebrates and in the diagnosis of several human diseas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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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   론

척추동물에서 젖산탈수소효소(EC 1.1.1.27, lactate de-

hydrogenase, LDH)는 피루 산과 젖산의 상호 환반응을 

매하며[18], 하부단 체 A, B  C로 구성된 사량체의 동

효소 형태로 존재한다[29]. LDH 동 효소들은 기 인 

조건과 호기 인 조건에서 각기 다른 사상의 특성을 보여

주고[1] 있으므로 종별 조직 내의 LDH 동 효소들의 분포 

 특성을 조사하면 분자진화  유연 계  사생리학  

응양상을 밝히는데 유용하다[5]. 다른 한편으로 LDH 동

효소들은 주로 세포질에 존재하므로 세포손상 시 체액으로 

배출되어 조직의 손상정도를 알아내는 지표로 활용되며[38], 

액에서 LDH 동 효소들의 발  양상은 바이러스성 간염

에서 성 간괴사가 나타날 경우 A4 동 효소의 격한 증가 

후 감소가 수반되고[2], 성 심근경색 같은 심장병  증

성호흡기증후군의 경우 B4 동 효소가 증가되며[28,32], 비

호지킨 림 종, 골수증식증후군  만성 림 성 백 병에서

는 AB3 동 효소가 증가되는 등[3] 변화양상을 보여주어 여

러 가지 병증에서 진단방법의 하나로 이용되고 있다[38].

LDH A4 동 효소는 주로 피루 산을 젖산으로 환하는 

pyruvate reductase로 작용하는 효소로 산소의 공 에 비해 

많은 에 지를 갑자기 필요로 하는 골격근 같은 기  조직

에 많이 분포한다[9,10,24]. 한 종양세포를 유지함에 있어 

산소 의존성이 낮은 사과정을 필요로 하는 암세포의 경우 

LDH A4 동 효소가 피루 산을 젖산으로 원활히 환원시켜 

효과 인 기  해당과정을 수행한다[13,25]. LDH A4 동

효소는 일반 으로 B4 동 효소보다 열에 불안정하고[42,43], 

피루 산에 의한 해정도가 낮은 것으로 알려져 있으며[7], 

낮은 온도에 응하여 서식하는 동물 종일수록 A4 동 효소

의 피루 산에 한 Michaelis-Menten 상수(Km
PYR)값은 증가

한다[14,17]. 그러므로 LDH A4 동 효소의 역학특성에 한 

실험들은 사과정에서의 기능을 추정하는데 용이하고, 각

각의 LDH 동 효소들에 한 항체를 만든다면 환자의 액 

 조직에서 빠르게 LDH 동 효소들을 검출 할 수 있으므

로 그 유용성이 매우 크다[24,26]. 그러나 시 에 제품화되어 

있는 LDH 동 효소들에 한 항체는 없고, 시 되고 있는 

LDH 동 효소들을 항원으로 사용하여 항체를 생산하려해도 

부분의 경우 LDH 동 효소가 아닌 포유류  조류에서 

부분 정제된 LDH만 매되므로 항원을 완  정제하는 과정

이 추가되어야 한다. 한 이 게 정제된 LDH 동 효소를 

포유류  조류에 주입하여 항체를 생산하면 숙주와 진화  

유연 계가 가깝기 때문에 생성되는 항체의 역가에 많은 문

제 이 있게 된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LDH A4 동 효소가 많고 정제가 

용이한 쏘가리 골격근 조직에서 A4 동 효소를 정제하여 역

학특성을 조사 사생리학  특성을 알아보고 여러 가지 병

증의 진단에 유용하게 사용할 목 으로 A4 동 효소에 한 

항체를 생성하고자 하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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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료  방법

실험 재료

쏘가리(Siniperca scherzeri)는 충청북도 괴산군 청천면에서 

채집하 고, 뉴질랜드 화이트 순종토끼는 Samtako사로부터 

구입하여 사용하 다. Pyruvic acid, acrylamide, N,N'-meth-

ylene-bis-acrylamide, N,N,N',N'-tetramethylethylenediamine 

(TEMED), DL-lactic acid, nitro blue tetrazolium (NBT), 

phenazine methosulfate (PMS), nicotinamide adenine dinu-

cleotide (NAD+), NAD reduced form (NADH), ω-amino-

hexyl-agarose, potassium oxalate, N-(3-dimethylamino-

propyl)-N'-ethylcarbodiimide hydrochloride (EDC), sodium 

dodecyl sulfate (SDS), Freund's complete adjuvant, 

Freund's incomplete adjuvant  anti-rabbit IgG 

(peroxidase conjugate)는 Sigma사의 제품을 사용하 고, 

Coomassie brilliant blue G-250  R-250은 Fluka사 제품을 

사용하 으며, 나머지 시약은 GR (guaranted reagent) 을 

사용하 다.

조직 추출액의 비

쏘가리의 골격근, 심장, 신장, 간,   뇌조직을 출한 

후 증류수로 씻어 액을 제거한 다음 4oC로 유지시킨 0.1 M 

potassium phosphate buffer (pH 6.85)를 3배(v/w) 가한 후 

얼음에 채운 Dounce homogenizer  Potter-Elvehjem ho-

mogenizer로 쇄하여 조직 쇄액을 얻었다. 이 쇄액은 

20,000× g (Refrigerated centrifuge, Hitachi 20 PR-52D)에서 

1시간씩 2번 원심분리 하여 상등액을 시료로 사용하 다.

LDH의 활성 측정

LDH 동 효소의 활성은 1.50 mM 피루 산과 0.14 mM 

NADH를 포함한 0.1 M potassium phosphate buffer (pH 

6.85) 3 ml에 시료를 가한 다음 NADH로부터 NAD+로 산화

되는 정도를 spectrophotometer (Shimadzu UV-160A)로 

25oC, 340 nm에서 측정하 다. 효소활성의 단 는 기질 1 μ
mole을 생성물로 환시키는데 필요한 효소의 양을 1 unit로 

하 다.

단백질 정량

단백질은 Bradford의 방법[4]으로 정량하 다. Coomassie 

brilliant blue G-250 100 mg을 85% H3PO4 100 ml에 세게 

어주면서 섞은 후 95% 에탄올 50 ml를 첨가한 다음 증류수

로 1 l를 만든 후 사용하 다. 표 단백질로 BSA를 사용하여 

분 도계로 595 nm에서 정량하 다.

Native-polyacrylamide gel 기 동(native-PAGE)

Polyacrylamide gel은 항온기(Rikakikai CA-1100)를 사용

하여 4oC로 유지시킨 polyacrylamide vertical slab system 

(Hoefer SE250)으로 실시하 다. Davis의 방법[11]에 따라 

7.5%T, 2.67%C acrylamide separation gel과 3%T, 2.67%C 

acrylamide stacking gel이 되도록 slab gel을 만들었다. 시료

에는 50% sucrose, 0.05% bromophenol blue 용액을 1:1(v/v)

로 가한 후 5 mM Tris-glycine buffer (pH 8.3)를 사용하여 

100 V에서 20분간 개시킨 다음 200 V에서 2시간 10분 동

안 기 동 하 다. LDH 효소염색은 Whitt의 방법[40]에 

따라 DL-lactic acid, NBT, PMS  NAD+ 혼합용액에 gel을 

넣어 37oC에서 염색한 후 15% 산용액 내에서 고정시켰다.

LDH A4 동 효소의 정제

Oxamate-agarose gel의 비와 affinity chromatography

는 O'Carra와 Barry의 방법[30]  O'Carra 등의 방법[31]을 

변형하여 실시하 다. ω-Aminohexyl-agarose 100 ml를 

Büchner funnel에 넣고 0.5 M NaCl (200 ml/4 ml)로 씻어 

 후 증류수로 씻어서 NaCl을 제거한 다음 Büchner funnel

의 gel을 beaker로 옮긴다. 30 g의 potassium oxalate를 증류

수 160 ml에 용해시킨 후 EDC 10 g을 증류수 80 ml에 용해

시켜 potassium oxalate 용액에 빠르게 한 방울씩 가해주며 

어주었다. 5분 후, ligand  EDC 혼합용액을 gel 탁액

과 섞은 후, pH를 4.5～6.0 사이로 조 한 다음 8oC의 회 식 

진탕기에서 45시간 동안 진탕시켰다. Ligand-spacer-agarose 

결합이 완료된 후 gel을 Büchner funnel로 옮긴 다음 증류수 

5 l, 1 M NaCl을 포함하는 0.05 M KH2PO4 용액 2 l  1 M 

NaCl을 포함하는 0.05 M K2HPO4 용액 2 l로 충분히 씻어서 

잉여 ligand, 요소유도체  반응되지 않은 EDC를 제거하

다. 0.5 M KCl을 포함하는 0.05 M potassium phosphate 

buffer (column buffer) 2 l로 평형시킨 후 Büchner funnel의 

gel을 column에 채우고 다시 column buffer로 평형시킨 다

음 4oC에서 장하 다. Oxamate-agarose column은 사용하

기 에 0.20 mM NADH를 함유한 column buffer로 평형 시

킨 후 0.50 M KCl과 0.20 mM NADH를 첨가한 쏘가리 골격

근 조직 추출액 5 ml를 가하 다. Column으로부터 단백질

이 용출되지 않을 때까지 0.20 mM NADH를 함유한 column 

buffer로 씻어  후 1.6 mM NAD+를 함유한 column buffer

와 column buffer를 차례로 유입시키면서 용출액을 3.2 ml씩 

분획하 다. 각 분획에 하여 LDH 활성 측정  단백질 정

량을 실시하여 elution profile을 작성하고 LDH A4 동 효소

를 함유한 분획은 모아서 PM-10 membrane으로 농축시킨 

후 역학실험  항원으로 사용하 다.

SDS-polyacrylamide gel 기 동(SDS-PAGE)  

분자량 측정

LDH A4 동 효소의 정제정도와 분자량의 측정은 SDS- 

PAGE로 이루어졌다. 기 동은 Laemmli의 방법[27]에 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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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 12.5%T, 2.67%C acrylamide separation gel과 5%T, 

2.67%C acrylamide stacking gel이 되도록 slab gel을 만들었

다. 시료와 0.06 M Tris-HCl (pH 6.8), 25% glycerol, 2% SDS, 

5% 2-mercaptoethanol, 0.1% bromophenol blue 용액을 

4:1(v/v)로 섞어 100oC에서 10분간 가열한 후 1 정도 원심

분리 한 다음 상등액을 기 동 시료로 사용하 다. 기

동은 0.1% SDS를 포함하는 0.025 M Tris-glycine buffer (pH 

8.3)를 사용하여 4oC, 100 V에서 2시간 동안 실시하 다. 단

백질 염색은 45% 메탄올과 10% 산에 녹인 0.1% 

Coomassie brilliant blue R-250에서 25oC, 10분간 염색한 후 

10% 메탄올, 10% 산용액에서 탈색시켰다. 분자량 측정 시 

표  단백질로는 bovine serum albumin (MW 66,000), oval-

bumin (MW 45,000), glyceraldehyde-3-phosphate de-

hydrogenase (MW 36,000), cabonic anhydrase (MW 29,000), 

trypsinogen (MW 24,000), trypsin inhibitor (MW 20,000)  

α-lactalbumin (MW 14,200)을 사용하 다.

Isoelectric focusing (IEF)

정제된 LDH A4 동 효소들의 pI값을 구하기 해 IEF를 

실시하 다. Vertical polyacrylamide slab gel isoelectric fo-

cusing은 2.39% ampholine 용액(40%, pH 3-10), 0.17% 

TEMED, 0.05% ammonium persulfate를 포함하는 7.5%T, 

2.67%C의 acrylamide slab gel을 만들었다. 음극에는 0.02 M 

NaOH 용액을 넣고 양극에는 0.01 M H3PO4 용액을 넣은 후 

60% glycerol을 함유한 4% ampholine 용액을 시료와 1:1로 

섞어 gel 에 가하 다. 25oC, 200 V에서 2시간, 400 V에서 

2시간 동안 기 동 한 다음 Coomassie brilliant blue 

R-250으로 단백질 염색을 실시하여 이동거리에 한 표 곡

선을 작성한 후 pI값을 정하 다. 등  측정을 한 표  

단백질로는 carbonic anhydrase II (pI 5.9), myoglobin (pI 

6.8, 7.2), lentil lectin (pI 8.2, 8.6, 8.8)을 사용하 다.

LDH A4 동 효소의 최  pH

LDH A4 동 효소를 4oC 0.1 M sodium acetate buffer 

(pH 4.0, 4.5, 5.0), 0.1 M sodium citrate buffer (pH 5.5), 0.1 

M potassium phosphate buffer (pH 6.0, 6.5, 7.0), 0.1 M 

Tris-HCl buffer (pH 7.5, 8.0, 8.5), 0.1 M Tris-glycine buffer 

(pH 9.0)  0.1 M sodium carbonate buffer (pH 9.5, 10.0, 

10.5)에서 반응시킨 후 LDH 활성을 측정하 고 최  활성을 

기 으로 상  활성(%)을 구하 으며 최  pH를 확인하

다.

LDH A4 동 효소의 기질의존성 측정

LDH A4 동 효소의 기질 농도에 의한 효소활성 해정도

를 알아보기 해 피루 산 농도를 100 μM에서 10 mM까지 

증가시키면서 활성의 변화를 측정하 다. Km
PYR값과 Vmax값

은 피루 산 농도 10 μM에서 80 μM까지 LDH 활성을 측정

한 후 Lineweaver-Burk plot을 이용하여 구하 다.

LDH A4 동 효소에 한 항 청 조제

정제한 쏘가리 LDH A4 동 효소는 0.58 mg, 0.68 mg  

0.73 mg의 순서로 0.01 M phosphate buffered saline (pH 

7.4, PBS)에 녹여 1차 면역은 동량의 Freund's complete ad-

juvant를 사용하고, 2차 면역부터는 동량의 Freund's in-

complete adjuvant를 사용하여 완 히 유화 시킨 후, 뉴질랜

드 화이트 순종토끼에 7일 간격으로 3회 근육에 주사하 다. 

최종 면역주사 5일 후 항응고제를 첨가하지 않고 심장천자

[12]로 채 하 고, 액은 실온에서 1시간, 4oC에서 6시간 

방치 후 병을 제거한 다음 3,000 rpm에서 20분간 원심분리 

하 으며 상등액을 다시 15,000 rpm에서 30분간 원심분리하

여 항 청으로 사용하 다. 항 청은 동량의 PBS를 가한 후 

(NH4)2SO4로 50% 포화시켜 0oC에서 1시간 동안 방치한 다음 

4oC, 20,000× g에서 30분간 원심분리 하여 침 물을 얻었다. 

침 물은 기 단계의 항 청과 동량으로 PBS에 녹여 과 

동일한 과정으로 2회 반복하 다. 이 때 침 물은 처음 항

청 양의 1/3이 되도록 PBS에 녹여 4oC, PBS 내에서 36시간 

동안 투석한 후 4oC, 20,000× g에서 30분간 원심분리 하여 상

등액을 항체 용액으로 사용하 다.

Western blot analysis

쏘가리 골격근 조직의 LDH를 native-PAGE한 후 gel상의 

단백질을 semidry blotting system (Trans-blot SD, Bio-rad)

에서 15 mM Tris-glycine buffer (pH 8.3)를 사용하여 25 V에

서 30분 동안 nitrocellulose membrane에 transfer시켰다. 

Membrane을 5% skim milk/TBS (0.01 M Tris buffered sal-

ine, pH 7.5) 용액에 넣고 25oC에서 1시간 동안 blocking시킨 

후 TBS용액에서 10분간씩 3회 세척하 다. 5% Skim 

milk/TBS를 사용하여 1:1,000으로 희석한 1차 항체(LDH A4 

동 효소에 한 항체)용액에 membrane을 넣고 25oC에서 1

시간 동안 shaking 시킨 후 TBS용액으로 10분간씩 2회 세척

하여 membrane에 결합하지 않은 1차 항체를 씻어주었다. 

Anti-rabbit IgG (2차 항체)를 5% skim milk/TBS를 사용하

여 1:2,000으로 희석시킨 용액에 membrane을 넣고 1시간 동

안 shaking 시킨 후 항원과 결합하지 않은 2차 항체를 TBS용

액으로 10분간씩 3회 세척하 다. Chloronaphtol  H2O2의 

혼합액으로 반응시킨 후 증류수로 세척하여 반응을 정지시

킨 다음 밴드를 확인하 다.

결과  고찰

쏘가리 조직의 LDH 활성  단백질 정량

쏘가리 각 조직에서 LDH의 효소활성을 측정한 결과 골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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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1. Lactate dehydrogenase activities and protein concen-

trations of various tissues in mandrin fish (Siniperca 

scherzeri) 

Tissue
LDH activity 

(units/g)

Protein 

(mg/g)

Specific activity 

(units/mg)

Skeletal muscle

Heart

Kidney

Liver

Eye

Brain

358.83

142.37

 86.62

  1.12

  5.44

 17.32

31.30

23.99

33.98

33.11

11.16

12.73

11.46

 5.93

 2.55

 0.03

 0.49

 1.36

근, 심장, 신장, 뇌,   간 조직의 순서로 효소활성이 높게 

나타났다. 조직 내 단백질의 양은 골격근, 신장  간 조직이 

각각 31.30, 33.98  33.11 mg/g으로 유사하게 나타났고, 심

장 조직은 23.99 mg/g으로 나타났으며,   뇌 조직이 각

각 11.16  12.73 mg/g으로 유사하게 나타났다(Table 1). 골

격근 조직에서 LDH 활성이 가장 크게 나타난 은 모래무

지[23], 열 성 catfish [9]  풀망둑[42]의 결과와 같았다.

LDH 동 효소의 기 동 상

쏘가리 골격근, 심장, 신장, 간,   뇌 조직의 LDH를 

native-PAGE한 결과 골격근  뇌 조직을 제외한 모든 조직

에서 LDH B4 동 효소가 A4 동 효소보다 강한 활성을 보

다. 하부단 체 C를 포함하는 LDH 동 효소는   뇌 

조직에서 나타났다(Fig. 1). LDH A4 동 효소가 B4 동 효소

보다 양극쪽에 나타나고,  조직에서 eye-specific LDH C4 

동 효소가 발 되는 것은 꺽지[21,35], 얼룩동사리  가물

치의 경우[34]와 같아서 형 인 농어목 어류의 LDH 동

효소 형태를 보여주었다.

LDH A4 동 효소의 정제

조직추출액을 피루 산의 유사물인 oxamate를 이용한 

oxamate-linked Sepharose gel (affinity gel)로 chromatog-

raphy 할 때 NADH를 함유한 buffer를 유입하면 LDH는 단

계  역학기 에 따라 NADH와 먼  결합한 후 피루 산 

유사물인 oxamate가 고정된 gel에 결합하고 gel에 결합하지 

않은 나머지 단백질들은 용출된다고 알려져 있다[30,31]. 본 

실험에서도 쏘가리 골격근을 oxamate-agarose gel로 chro-

matography한 결과 NADH를 함유한 buffer를 유입 시 

LDH를 제외한 부분의 단백질이 용출되었다(Fig. 2).

LDH 동 효소들은 NAD+  피루 산과 abortive com-

plex를 형성하는 정도에 차이를 보이므로 각 동 효소들은 

affinity gel에 결합하는 힘이 서로 다르게 나타난다[31]. 

LDH A4 동 효소는 NAD+를 함유한 buffer의 유입 시 B4 동

효소보다 먼  용출되거나[6,31], 기질억제정도가 B4 동

효소와 유사한 경우 plain buffer 유입 시 용출되기 시작한다

a     b     c    d     e f

A4→

o

+

C4→

B4→ ←A2B2

a     b     c    d     e f

A4→

o

+

C4→

B4→ ←A2B2

Fig. 1. Native-polyacrylamide gel electrophoresis zymograms 

of LDH isozymes in mandrin fish (S. scherzeri). a, 

Skeletal muscle; b, heart; c, kidney; d, liver; e, eye; f, 

brain; o, origin.

Fig. 2. Affinity chromatography of LDH isozymes in skeletal 

muscle from mandrin fish (S. scherzeri) on a column 

(25×90 mm) of oxamate-linked agarose gel. Fractions of 

3.2 ml were collected at a flow rate 0.4 ml/min. LDH 

A4 isozyme was found to be in the fraction numbers 

54-68. ●, Protein concentration; ◯, enzyme activity.

고 알려져 있고[23], 이에 근거하여 LDH 동 효소들을 분리 

할 수 있다.

본 실험에서 LDH A4 동 효소는 NAD+를 함유한 buffer 

유입 후 20번째 분획부터 용출되기 시작하여 plain buffer 유

입 후 4번째 분획까지 용출되었고, LDH B4  A2B2 동 효

소는 plain buffer 유입 후 17번째 분획부터 22번째 분획에 

걸쳐 용출되었다. 이 결과는 NAD
+
를 함유한 buffer와 plain 

buffer를 차례로 유입 시 LDH A4 동 효소가 B4 동 효소보

다 먼  용출된다는 결과들[6,31]과 일치하 다. 본 정제과정

에서는 최종 으로 47.4%의 LDH 수율을 얻었고, 32.8배로 

정제된 A4 동 효소를 얻을 수 있었다(Table 2).

LDH A4 동 효소의 분자량, 등   최  pH

LDH A4 동 효소의 정제도를 확인하고 분자량을 측정하

기 해 SDS-PAGE를 실시한 결과, 하부단 체 A가 단일밴

드로 나타나 A4 동 효소가 순수하게 정제되었음을 확인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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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2. Purification of LDH A4 isozyme in mandrin fish (S. scherzeri) muscle

Step
Total activity

(units)

Total protein

(mg)

Specific activity

(units/mg)

Purification

(fold)

Yield

(%)

Crude extract

Affinity chromatography

Ultrafiltration

1,443

982

684

240.8

  5.4

  3.5

  5.99

180.85

196.66

 1.0

30.2

32.8

100.0

 68.0

 47.4

m a

66 →
45 →
36 →

29

20 →

14.2 →

(kDa)

← Subunit A (35.1 kDa)

24→
→

m a

66 →
45 →
36 →

29

20 →

14.2 →

(kDa)

← Subunit A (35.1 kDa)

24→
→

Fig. 3. SDS-polyacrylamide gel electrophoresis of purified LDH 

A4 isozyme in mandrin fish (S. scherzeri). m, Marker; a, 

purified LDH A4 isozyme.

고(Fig. 3), 정제된 A4 동 효소는 역학실험  항체생성을 

한 항원으로 사용하 다. 하부단 체 A의 분자량이 35.1 

kDa으로 측정되어 LDH A4 동 효소의 분자량은 140.4 kDa

이라고 추정하 고(Fig. 3), 이는 돔발상어, 넙치, 참치, 황소

개구리, 오리, 칠면조, 꿩  타조 같은 척추동물들의 일반  

LDH A4 동 효소 분자량과 유사하 다[36]. 한 LDH A4 

동 효소를 IEF한 결과 등 은 7.0으로 나타났는데(Fig. 4), 

이는 생활환경이나 서식지가 유사한 꺽지 A4 동 효소의 등

 7.1[5]과 거의 일치하 다. LDH A4 동 효소에 한 

pH 안정성을 측정한 결과 pH 7.0～8.5에서 70% 이상의 

LDH 활성이 유지되어 좁은 범 의 pH 안정성을 보 고, 

Fig. 4. Isoelectric point of LDH A4 isozyme in mandrin fish (S. 

scherzeri). The isoelectric point of the LDH A4 isozyme 

was pI 7.0.

pH 5.5～8.5에서는 50% 이상의 LDH 활성이 유지되었으며, 

A4 동 효소가 최  반응활성을 나타내는 pH 조건은 7.5로 

나타났다(Fig. 5).

LDH A4 동 효소의 기질의존성  Km
PYR, Vmax값

LDH A4 동 효소는 피루 산에 한 해반응이 B4 동

효소와 달라서 고농도의 피루 산에서 비교  해정도가 

작다[7,37,39]. 본 실험에서 LDH A4 동 효소의 피루 산에 

한 기질의존성을 측정한 결과, 10 mM 피루 산에서 A4 동

효소는 29.9%의 활성이 남아있었다(Fig. 6). 이는 10 mM 

피루 산에서 소 심장 LDH B4 동 효소의 활성이 22% 남은 

경우[7]와 비교 할 때 차이는 작지만 A4 동 효소가 B4 동

효소보다 피루 산에 해되는 정도가 작게 나타난다는 경

향[7]과 일치하 다.

Fig. 5. Effect of pH on a LDH A4 isozyme in mandrin fish (S. 

scherzeri). The optimum pH for the LDH A4 isozyme 

was pH 7.5.

Fig. 6. Effect of pyruvate concentration on a LDH A4 isozyme 

in mandrin fish (S. scherzer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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효소의 기능은 온도에 의해 강하게 향을 받고, 여러 다

른 온도 환경에 응한 종들에서 나타나는 같은 종류의 효소

들은 체로 역학특성에서 온도를 보정하는 상을 보여

다[15]. 일련의 연구 결과들을 살펴보면 변온 척추동물들에

서 LDH A4 동 효소의 역학특성들은 온도환경과 강력한 연

이 있어서[8,16,19-22,41], Km
PYR값이 증가하면 서식지의 온

도는 감소된다[14,17]. 한 Km
PYR값은 기질결합친화성의 경

향과 반 이기 때문에 LDH A4 동 효소의 Km
PYR값을 같은 

온도에서 측정하는 경우 A4 동 효소의 기질결합친화성은 

온에 응한 종이 따뜻한 온도에 응한 종에서 보다 낮게 

나타난다[15]. 본 실험 결과 쏘가리 LDH A4 동 효소의 

Km
PYR값은 4.86×10-5 M, Vmax값은 13.31 mM/min로 나타났

고(Fig. 7), 이는 송어 근육 LDH의 Km
PYR값 2.09×10-4 M보다 

낮은 수치로서 쏘가리가 온수성 어종이고 송어가 냉수성 어

종이라는 [33]과 일치하여, A4 동 효소의 Km
PYR값 측정  

비교는 변온 척추동물의 서식온도환경을 분자수 에서 이해

하는데 유용하리라고 사료된다.

LDH A4 동 효소의 면역화학  특성

쏘가리 LDH A4 동 효소에 한 항체의 생성여부  생

성된 항체의 항원과의 반응특이성을 확인하기 하여 쏘가리 

골격근 조직을 A4 동 효소에 한 항체로 Western blotting 

시켰다(Fig. 8). 그 결과 LDH A4 동 효소에 한 항체가 쏘

가리 골격근의 LDH A4  하부단 체 A를 포함한 A2B2 동

효소와 반응하므로 항체가 높은 역가로 생성되었음을 확

인 할 수 있었고, B4 동 효소에는 반응하지 않아서 반응특

이성이 높은 항체를 얻었음을 알 수 있었다.

본 연구 결과 LDH A4 동 효소의 역학특성들은 변온 척

추동물의 온도환경에 한 응에서 요한 요인으로 작용

한다는 결과를 얻었고, 생성된 LDH A4 동 효소에 한 항

Fig. 7. Lineweaver-Burk plot of the initial velocity versus pyr-

uvate concentration of LDH A4 isozyme in mandrin 

fish (S. scherzeri).

→
→

←
→
→

← A2B2

a b

B4

A4

Fig. 8. Western blot analysis of the LDH isozymes in skeletal 

muscle from mandrin fish (S. scherzeri). a, Native-poly-

acrylamide gel electrophoresis zymograms of the LDH 

isozymes in skeletal muscle; b, Western blotting of the 

LDH A4. The LDH isozymes which contain the subunit 

A were detected by Western blotting after poly-

acrylamide gel electrophoresis.

체는 여러 가지 병증의 진단에 유용하게 사용되리라고 생각

된다. 따라서 비교생리학  에서 앞으로 다른 생물 종들

에서 A4 동 효소의 정제  역학특성에 한 많은 연구가 

이루어져야 하고 임상  에서도 좀 더 범 한 병증들

에서 LDH 동 효소들에 한 연구가 이루어져야 한다고 사

료된다.

요   약

쏘가리 젖산탈수소효소(EC 1.1.1.27, lactate dehydrogen-

ase, LDH) A4 동 효소를 affinity chromatography  ultra-

filtration으로 정제하 다. 정제된 LDH A4 동 효소의 분자

량은 140.4 kDa이었고 등 (pI)은 7.0이었다. 효소반응의 

최  pH는 7.5로 나타났다. 피루 산을 기질로 하 을 때 

LDH A4 동 효소의 Km
PYR값은 4.86×10-5 M, Vmax값은 13.31 

mM/min로 나타났다. LDH A4 동 효소의 역학실험은 쏘가

리가 온수성어류라는 을 보여주었고 정제된 LDH A4 동

효소에 한 항체는 변온 척추동물의 사생리학  특성을 

연구하거나 여러 가지 병증의 진단에 유용하게 사용될 수 있

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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