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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ye-specific lactate dehydrogenase (EC 1.1.1.27, LDH) C4 isozyme in the eyes of greenlings
(Hexagrammos otakii) was successfully purified by affinity chromatography and continuous-elution
electrophoresis. The molecular weight of the purified eye-specific LDH C4 isozyme was 154.8 kDa, as
determined by sodium dodecyl sulfate polyacrylamide gel electrophoresis. Optimal pH for enzymatic
reaction of the eye-specific LDH C4 isozyme was pH 8.5. Km

PYR
value of the purified eye-specific LDH

C4 isozyme was 1.88×10
-5

M using pyruvate as a substrate. These results indicate that we must consid-
er pH when measuring eye-specific LDH C4 isozyme activity. The eye-specific LDH C4 isozyme had
a higher binding affinity for the substrate as a pyruvate than LDH A4 isozyme. Antibodies produced
against the purified eye-specific LDH C4 isozyme may be used in the diagnosis of several human dis-
eases and in comparative physiological studies of fish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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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 론

척추동물의 젖산탈수소효소(EC 1.1.1.27, lactate de-

hydrogenase, LDH)는 피루브산과 젖산의 상호전환반응을 촉

매하는 진화상 상당히 보존적인 효소로[22,29] 독립된 세 유전

자인 Ldh-A, Ldh-B 및 Ldh-C에 의해 각각 만들어지는 하부단위

체 A, B 및 C로 구성되며 분자량이 140 kDa 내외인 사량체의

동위효소 형태로 존재한다[29,40,41]. 이러한 LDH 동위효소

발현양상은 사람에서 LDH A4 동위효소의 증가양상을 보이는

바이러스성 간염[3]과 위암[25], B4 동위효소의 증가양상을 나

타내는 급성심근경색[32]과 중증급성호흡기증후군[28], tes-

tis-specific LDH C4 동위효소의 제한된 발현양상을 보이는 악

성종양[26] 등 여러 병증의 진단 및 어류의 진화, 계통학적 분

석[1,29,42]에 다양하게 이용된다.

LDH 동질사량체 중 A4 및 B4 동위효소는 거의 모든 척추동

물에서 발현되고[29] C4 동위효소는 발현기관에 따라 testis-,

liver- 및 eye-specific LDH C4 동위효소 세 가지가 있는데 tes-

tis-specific LDH C4 동위효소는 포유류와 조류의 정소[19,20]

및 포유류의 난모세포[13] 등에서 발현되고 liver-specific

LDH C4 동위효소는 주로 잉어목과 대구목 어류의 간 조직에

서 발현되며[33,34,40] eye-specific LDH C4 동위효소는 주로

농어목 어류의 눈 및 신경 조직에서 발현된다[34,40]. 또한 면

역화학적 분석 결과 LDH C4 동위효소가 A4 동위효소보다 B4

동위효소와 구조적으로 유사하거나[18,42] B4 동위효소보다

A4 동위효소와 구조적으로 유사하다는[43] 보고가 있다.

현재 testis-specific LDH C4 동위효소의 기능은 많이 밝혀

져 있지 않으며[20] eye-specific LDH C4 동위효소는 tes-

tis-specific LDH C4 동위효소보다 구조, 역학 및 기능적 연구

가 더 많이 미흡하다. 단지 알려진 바로는 eye-specific LDH

C4 동위효소가 주로 농어목 어류의 눈 조직에서 시홍 재생성

에 관여함이 보고되어 있으며[14] lactate oxidase로서 기능함

이 알려져 있다[2].

따라서 본 연구는 사람의 testis-specific LDH C4 동위효소

와 진화적으로 유사하다고 알려진 어류의 eye-specific LDH

C4 동위효소[4,5]가 발현되고 정제가 비교적 용이하다고 생각

되는 쥐노래미를 선택하여 eye-specific LDH C4 동위효소를

정제한 후 역학실험을 실시하였고 이에 대한 항체를 만들어

면역조직화학, Western blotting 및 ELISA 등을 이용한 사람

의 여러 병증 진단 및 어류의 비교생리학적 연구에 도움을

주고자 하였다.

재료 및 방법

실험 재료

횟대목 쥐노래미과(Scorpaeniformes, Hexagrammidae)에

속하는 쥐노래미(Hexagrammos otakii)는 충청남도 보령시 대천

항에서 구입하였고, 뉴질랜드 화이트 순종토끼는 Samtako사

로부터 구입하여 사용하였다. Pyruvic acid, nicotinamide ad-

enine dinucleotide (NAD
+
), NAD reduced form (NAD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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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ovine serum albumin (BSA), acrylamide, N,N'-methyl-

ene-bis-acrylamide, N,N,N',N'-tetramethylethylenediamine

(TEMED), bromophenol blue (BPB), DL-lactic acid, nitro blue

tetrazolium (NBT), phenazine methosulfate (PMS), sodiu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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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incomplete adjuvant 및 anti-rabbit IgG (peroxidase con-

jugate)는 Sigma사의 제품을 사용하였고, Coomassie brilliant

blue G-250 및 R-250은 Fluka사 제품을 사용하였다.

조직 파쇄액의 준비

쥐노래미의 골격근, 심장, 신장, 간, 눈 및 뇌조직을 적출한

후 증류수로 씻어 혈액을 제거한 다음 4℃로 유지시킨 0.1 M

potassium phosphate buffer (pH 6.85)를 3-7배(v/w) 가한 후

얼음에 채운 Dounce homogenizer 및 Potter-Elvehjem ho-

mogenizer로 파쇄하여 조직 파쇄액을 얻었다. 이 파쇄액은

20,000× g (20 PR-52D, Hitachi Koki Co. Ltd., Tokyo, Japan)에

서 1시간씩 2번 원심분리 하여 상등액을 시료로 사용하였다.

LDH의 활성측정

LDH 동위효소의 활성은 1.50 mM 피루브산과 0.14 mM

NADH를 포함한 0.1 M potassium phosphate buffer (p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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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는 정도를 spectrophotometer (UV-160A, Shimadzu Co. Ltd.,

Kyoto, Japan)로 25℃, 340 nm에서 측정하였다. 효소활성의

단위는 기질 1 μM을 생성물로 전환시키는데 필요한 효소의

양을 1 unit로 하였다.

단백질 정량

단백질은 Bradford [6]의 방법으로 정량하였다. 정량시약은

Coomassie brilliant blue G-250 100 mg을 85% H3PO4 100 ml

에 세게 저어주면서 섞은 후 95% 에탄올 50 ml를 첨가한 다음

증류수로 1 l를 만든 후 사용하였다. 표준단백질로 BSA를 사용

하여 분광광도계로 595 nm에서 정량하였다.

Native-polyacrylamide gel 전기영동(native-PAGE)

Polyacrylamide gel은 항온기(EYELA CA-1100, Rikakikai

Co. Ltd., Tokyo, Japan)를 사용하여 4℃로 유지시킨 poly-

acrylamide vertical slab system (SE250, Hoefer Sci. Instr.,

San Francisco, CA)으로 실시하였다. Davis [16]의 방법에 따

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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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BPB 용액을 1:1(v/v)로 가한 후 5

mM Tris-glycine buffer (pH 8.3)를 사용하여 100 V에서 20분

간 전개시킨 다음 200 V에서 2시간 10분 동안 전기영동 하였

다. LDH 효소염색은 Whitt [41]의 방법에 따라 DL-lactic acid,

NBT, PMS 및 NAD+ 혼합용액에 gel을 넣어 37℃에서 염색한

후 15% 초산용액 내에서 고정시켰다.

Eye-specific LDH C4 동위효소의 정제

Oxamate-agarose gel을 이용한 affinity chromatography는

O'Carra와 Barry [30] 및 O'Carra 등[31]의 방법을 변형한 Kim

과 Yum [24]의 방법으로 실시하였다. Oxamate-agarose col-

umn은 0.5 M KCl을 포함하는 0.05 M potassium phosphate

buffer (pH 6.85, 이하 buffer로 칭함)로 평형 시킨 후 사용 전에

0.2 mM NADH를 함유한 buffer로 평형 시킨 다음 0.5 M KCl

과 0.2 mM NADH를 첨가한 쥐노래미 눈 조직 추출액 5 ml를

가하였다. Column으로부터 단백질이 용출되지 않을 때까지

0.2 mM NADH를 함유한 buffer로 씻어 준 후 1.6 mM NAD+

를 함유한 buffer와 buffer를 차례로 유입시키면서 용출액을

3.2 ml씩 분획하였다. 각 분획은 LDH 활성 측정 및 단백질

정량을 실시하여 elution profile을 작성하고 native-PAGE 상

에서 eye-specific LDH C4 동위효소가 확인된 분획은 모아서

PM-10 membrane으로 농축시킨 후 다음 단계의 정제시료로

사용하였다.

부분 정제된 시료는 continuous-elution electrophoresis

system (Model 491 Prep Cell, Bio-Rad Lab. Inc., Hercules,

CA)으로 4% acrylamide seperation gel 20 ml를 만들어 정제

하였다. 0.025 M Tris, 0.192 M glycine buffer (pH 8.3) 400

ml는 upper electrophoresis buffer reservoir에, 2 l는 lower

buffer chamber에, 800 ml는 elution buffer reservoir에 채웠

다. 시료와 sample buffer (0.0625 M Tris-HCl, pH 6.8, 10%

glycerol, 0.025% BPB)를 1:1(v/v)로 섞은 eye-specific LDH

C4 동위효소를 포함한 시료를 gel의 상부에 가하였다. 12 W에

서 전개한 후 track marker가 separation gel을 빠져나갈 때

elution buffer를 0.75 ml/min의 flow rate로 유입시키면서 용

출액을 2 ml씩 분획하였다. 각 분획은 LDH 활성 측정과 단백

질 정량을 실시하여 elution profile을 작성하고 native-PAGE

상에서 eye-specific LDH C4 동위효소의 활성만 나타나는 분

획을 모아 PM-10 membrane으로 농축시킨 다음 역학실험 및

항원으로 사용하였다.

SDS-polyacrylamide gel 전기영동(SDS-PAGE) 및

분자량 측정

Eye-specific LDH C4 동위효소의 정제정도와 분자량의 측

정은 SDS-PAGE로 이루어졌다. 전기영동은 Laemmli [27]의

방법에 따라 12.5%T, 2.67%C acrylamide separation gel과

5%T, 2.67%C acrylamide stacking gel이 되도록 slab gel을

만들었다. 시료와 0.06 M Tris-HCl (pH 6.8), 25% glycerol,

2% SDS, 5% 2-mercaptoethanol, 0.1% BPB 용액을 4:1(v/v)로

섞어 100℃에서 10분간 가열한 후 1초 정도 원심분리 한 다음

상등액을 전기영동 시료로 사용하였다. 전기영동은 0.1% SDS

를 포함하는 0.025 M Tris-glycine buffer (pH 8.3)를 사용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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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1. Lactate dehydrogenase (LDH) activities and protein concentrations of various tissues in greenling (H. otakii)

Tissue LDH activity (units/g) Protein (mg/g) Specific activity (units/mg)

Skeletal muscle 377.93 41.26 9.16

Heart 110.74 35.12 3.15

Kidney 2.43 24.89 0.10

Liver 0.64 41.16 0.02

Eye 10.90 19.87 0.55

Brain 14.24 22.31 0.64

4℃, 100 V에서 2시간 동안 실시하였다. 단백질 염색은 45%

메탄올과 10% 초산에 녹인 0.1% Coomassie brilliant blue

R-250에서 25℃, 10분간 염색한 후 10% 메탄올, 10% 초산용액

에서 탈색시켰다. 분자량 측정 시 표준 단백질로는 bovine se-

rum albumin (MW 66,000), ovalbumin (MW 45,000), glycer-

aldehyde-3-phosphate dehydrogenase (MW 36,000), cabonic

anhydrase (MW 29,000), trypsinogen (MW 24,000), trypsin

inhibitor (MW 20,000) 및 α-lactalbumin (MW 14,200)을 사용

하였다.

Eye-specific LDH C4 동위효소의 최적 pH 측정

정제된 eye-specific LDH C4 동위효소는 0.1 M sodium ace-

tat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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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및 0.1 M sodium carbonate buffer (pH 9.5, 10.0,

10.5)에서 LDH 활성을 측정하였고 최대 활성을 기준으로 상

대적 활성(%)을 구하였으며 최적 pH를 확인하였다.

Eye-specific LDH C4 동위효소의 기질의존성 측정

Eye-specific LDH C4 동위효소의 기질 농도에 의한 효소활

성 저해정도를 알아보기 위해 피루브산 농도를 100 μM에서

10 mM까지 증가시키면서 활성의 변화를 측정하였다. Km
PYR

값은 피루브산 농도 10 μM에서 80 μM까지 LDH 활성을 측정

한 후 Lineweaver-Burk plot을 이용하여 구하였다.

Eye-specific LDH C4 동위효소에 대한 항혈청 조제

정제한 쥐노래미 eye-specific LDH C4 동위효소는 0.013

mg, 0.012 mg 및 0.013 mg의 순서로 0.01 M phosphate buf-

fered saline (pH 7.4, PBS)에 녹여 1차 면역은 동량의 Freund's

complete adjuvant를 사용하고, 2차 면역부터는 동량의

Freund's incomplete adjuvant를 사용하여 완전히 유화 시킨

후, 뉴질랜드 화이트 순종토끼에 7일 간격으로 3회 근육에 주

사하였다. 최종 면역주사 5일 후 항응고제를 첨가하지 않고

심장천자[17]로 채혈하였고, 혈액은 실온에서 1시간, 4℃에서

6시간 방치 후 혈병을 제거한 다음 4℃, 790× g에서 20분간

원심분리 하였으며 상등액을 다시 4℃, 23,000× g에서 30분간

원심분리하여 항혈청으로 사용하였다. 항혈청은 동량의 PBS

를 가한 후 (NH4)2SO4로 50% 포화시켜 0℃에서 1시간 동안

방치한 다음 4℃, 20,000× g에서 30분간 원심분리 하여 침전물

을 얻었다. 침전물은 초기 단계의 항혈청과 동량으로 PBS에

녹여 전과 동일한 과정으로 2회 반복하였다. 이 때 침전물은

처음 항혈청 양의 1/5이 되도록 PBS에 녹여 4℃, PBS 내에서

36시간 동안 투석한 후 4℃, 20,000× g에서 30분간 원심분리

하여 상등액을 항체 용액으로 사용하였다.

Western blot 분석

쥐노래미 눈 조직의 LDH를 native-PAGE한 후 gel상의 단

백질을 semi-dry transfer system (Trans-Blot SD cell, Bio-Rad

Lab. Inc., Hercules, CA)에서 15 mM Tris-glycine buffer (pH

8.3)를 사용하여 25 V에서 30분 동안 nitrocellulose membrane

(Trans-Blot Transfer Medium, Bio-Rad Lab. Inc., Hercules,

CA)에 transfer시켰다. Membrane을 5% skim milk/TBS (0.01

M Tris buffered saline, pH 7.5) 용액에 넣고 25℃에서 1시간

동안 blocking시킨 후 TBS용액에서 10분간씩 3회 세척하였다.

5% Skim milk/TBS를 사용하여 1:100으로 희석한 1차 항체

(eye-specific LDH C4 동위효소에 대한 항체)용액에 mem-

brane을 넣고 25℃에서 1시간 동안 shaking 시킨 후 TBS용액

으로 10분간씩 2회 세척하여 membrane에 결합하지 않은 1차

항체를 씻어주었다. Anti-rabbit IgG (2차 항체)를 5% skim

milk/TBS를 사용하여 1:1,000으로 희석시킨 용액에 mem-

brane을 넣고 1시간 동안 shaking시킨 후 항원과 결합하지

않은 2차 항체를 TBS용액으로 10분간씩 3회 세척하여 씻어주

었다. Chloronaphtol 및 H2O2의 혼합액으로 반응시킨 후 증류

수로 세척하여 반응을 정지시킨 다음 밴드를 확인하였다.

결과 및 고찰

쥐노래미 조직의 LDH 활성 및 단백질 정량

쥐노래미 각 조직에서 LDH 활성을 측정한 결과 골격근,

심장, 뇌, 눈, 신장 및 간 조직의 순서로 높게 나타났다(Table

1). 조직 내 단백질량은 골격근 및 간 조직이 각각 41.26 및

41.16 mg/g으로 유사하게 나타났고 심장 조직은 35.12 mg/g

으로 나타났으며 눈, 뇌 및 신장 조직이 각각 19.87, 22.31 및

24.89 mg/g으로 비교적 유사하게 나타났다(Table 1). LDH 활

성이 골격근 조직에서 가장 높게 나타나고 간 조직에서 가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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낮게 나타난 점은 쏘가리[8] 및 가물치[36]의 결과와 같았다.

이는 젖산대사 시 다른 조직보다 골격근 조직에서 LDH가 중

요한 역할을 한다는 결과들[11,12]과 일치하였다.

LDH 동위효소들의 전기영동 상

쥐노래미 골격근, 심장, 신장, 간, 눈 및 뇌 조직의 LDH를

native-PAGE한 결과 eye-specific LDH C4 동위효소 및 하부단

위체 C를 포함하는 LDH 동위효소가 눈 조직에서 양극쪽으로

나타났고 뇌 조직에서는 하부단위체 C를 포함하는 동위효소

가 나타났다(Fig. 1). 눈 조직에서 eye-specific LDH C4 동위효

소가 양극쪽으로 나타나는 것은 꺽지, 쏘가리, 얼룩동사리 및

가물치 등의 육식성 농어목 어류와 같았다[8,23,34,36,37]. 골격

근, 심장 및 신장 조직에서는 LDH A4 동위효소가 나타나서

조직특이성을 보이지 않았는데 역학적 및 면역화학적 추가실

험이 필요하다고 사료된다(Fig. 1).

Eye-specific LDH C4 동위효소의 정제

피루브산 유사물인 oxamate를 이용한 oxamate-linked

Sepharose gel로 조직추출액을 affinity chromatography 할 때

NADH를 함유한 buffer를 가하면 LDH는 단계적 역학기전에

따라 NADH와 먼저 결합한 후 피루브산 유사물인 oxamate가

고정된 gel에 결합하고 나머지 단백질들은 용출된다[30,31].

이때 LDH 동위효소들은 NAD+ 및 oxamate와 복합체를 형성

하는 정도에 차이가 있어 각 동위효소들이 gel에 결합하는 힘

이 다르고[31], 이에 따라 NAD
+
를 함유한 buffer 및 buffer를

차례로 유입 시 동위효소들의 용출 순서에 차이가 나타나서

동위효소들을 분리 할 수 있다[9,31].

본 실험에서 쥐노래미 눈 조직 추출액을 oxamate-agarose

gel로 affinity chromatography한 결과 NADH를 함유한 buf-

fer 유입 시 LDH를 제외한 대부분의 단백질이 용출되었다

(Fig. 2). LDH는 NAD
+
를 함유한 buffer 유입 후 19번째 분획부

Fig. 1. Native-polyacrylamide gel electrophoresis zymograms of

LDH isozymes in greenling (H. otakii). a, Skeletal muscle;

b, heart; c, kidney; d, liver; e, eye; f, brain; o, origin; A4,

LDH A4 isozyme; B4, LDH B4 isozyme; C4, eye-specific

LDH C4 isozyme.

Fig. 2. Affinity chromatography of LDH isozymes in eye from

greenling (H. otakii) on a column (25×90 mm) of ox-

amate-linked agarose gel. Fractions of 3.2 ml were col-

lected at a flow rate 0.4 ml/min. Eye-specific LDH C4

isozyme was found to be in the fraction numbers 57-69.

●, Protein concentration; ◯, enzyme activity.

터 용출되기 시작하여 buffer 유입 후 24번째 분획까지 용출되

었다(Fig. 2). 특히, 본 연구에서는 native-PAGE 상에서 골격근

과 심장 조직 사이에 동위효소의 발현양상이 차이를 보이지

않았다(Fig. 1). 따라서 LDH A4 동위효소와 B4 동위효소의 구

별을 위해서 affinity chromatography 상에서의 모델이 되는

정제양상[31]을 참고 하여 NAD+를 함유한 buffer 유입 후 용

출되는 동위효소를 A4 동위효소로 보았고 buffer에서 용출되

는 동위효소를 B4 동위효소로 보았다(Fig. 2). LDH A4 동위효

소는 NAD
+
를 함유한 buffer 유입 후 19-27번 분획에서 용출되

었고 B4 동위효소는 buffer 유입 후 15-24번 분획에서 용출되었

다(Fig. 2). 이러한 결과는 NAD+를 함유한 buffer 및 buffer를

차례로 유입할 때 LDH A4 동위효소가 용출된 후 B4 동위효소

가 용출되는 고등어, 생쥐[35] 및 쏘가리[6]의 경우와 같았다.

Eye-specific LDH C4 동위효소를 포함한 LDH 분획은 NAD
+

를 함유한 buffer 유입 후 23번째 분획부터 용출되기 시작하여

buffer 유입 후 7번째 분획까지 용출되었다(Fig. 2). LDH A4

동위효소에 이어서 eye-specific LDH C4 동위효소가 용출되는

점은 eye-specific LDH C4 동위효소가 B4보다 A4 동위효소와

유사하다는 점을 시사하며 이는 풀망둑[43]과 같은 결과이고

buffer 유입 시 eye-specific LDH C4가 B4 동위효소와 같이 용

출되는 고등어[35]와는 다른 결과이다. 이러한 결과는 결국 쥐

노래미 눈에서 eye-specific LDH C4 동위효소가 관여하는 대

사가 고등어 보다는 풀망둑 눈 조직과 유사함을 나타낸다.

Eye-specific LDH C4 동위효소를 포함한 LDH 분획은 농축하

여 continuous-elution 전기영동 시료로 사용하였다.

Continuous-elution 전기영동을 실시한 결과 eye-specific

LDH C4 동위효소만 용출된 분획은 track marker가 용출된

후 10-12번째 분획까지였다(Fig. 3). 본 정제과정에서는 최종

2.4%의 LDH 수율을 얻었고 45.4배로 정제된 eye-specific

LDH C4 동위효소를 얻을 수 있었다(Table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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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2. Purification of eye-specific LDH C4 isozyme in greenling (H. otakii)

Step
Total activity

(units)

Total protein

(mg)

Specific activity

(units/mg)

Purification

(fold)

Yield

(%)

Crude extract 55 154.5 0.36 1.0 100.0

Affinity chromatography 21 0.6 34.16 95.5 38.3

Continuous-elution electrophoresis 2 0.4 4.17 11.6 2.7

Ultrafiltration 1 0.1 16.25 45.4 2.4

Fig. 3. Continuous-elution electrophoresis of eye-specific LDH

C4 isozyme in eye from greenling (H. otakii) by Prep Cell.

Fractions of 2 ml were collected at a flow rate 0.75

ml/min. Eye-specific LDH C4 isozyme was found to be

in the fraction numbers 10-12. a, Native-polyacrylamide

gel electrophoresis of LDH isozymes in eye; b, purified

eye-specific LDH C4 isozyme.

Eye-specific LDH C4 동위효소의 분자량 및 최적 pH

Eye-specific LDH C4 동위효소의 정제도를 확인하고 분자

량을 측정하기 위하여 SDS-PAGE를 실시한 결과, 하부단위체

C가 단일밴드로 나타나 eye-specific LDH C4 동위효소가 정제

되었음을 확인하였고 정제된 eye-specific LDH C4 동위효소는

역학실험 및 항체생성을 위한 항원으로 사용하였다(Fig. 4).

하부단위체 C는 분자량이 38.7 kDa으로 측정되어 eye-specific

LDH C4 동위효소의 분자량은 154.8 kDa으로 나타났다(Fig.

4). 이는 각각 풀망둑과 쏘가리 LDH A4 동위효소의 분자량인

136.0 및 140.4 kDa보다는 크고 조피볼락의 eye-specific LDH

C4 동위효소의 분자량 154.0 kDa과는 유사하게 나타났다

[7,8,43]. Eye-specific LDH C4 동위효소에 대한 최적 pH를 구

한 결과 효소활성은 pH 4.0에서 pH 5.5까지 증가하다 pH 6.5

까지 급격히 감소하였고 다시 증가하여 pH 8.5에서 최고 활성

을 나타낸 후 급격히 감소하였다. 따라서 eye-specific LDH

C4 동위효소의 최적 pH는 8.5로 중성보다는 약염기성 조건

시 효소활성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Fig. 5). 이는 LDH C4

동위효소의 α-keto acid들에 대한 넓은 기질특이성에 기인하

는 효소촉매부위의 이온화정도 차이 때문이라고 생각된다

[15,21,38]. 따라서 LDH 활성측정 시 일반적으로 사용하는 중

성조건이 eye-specific LDH C4 동위효소의 활성측정 시에는

Fig. 4. SDS-polyacrylamide gel electrophoresis of purified eye-

specific LDH C4 isozyme in greenling (H. otakii). m,

Marker; a, purified eye-specific LDH C4 isozyme. The

molecular weight of the purified eye-specific LDH C4 iso-

zyme was 154.8 kDa.

Fig. 5. Effect of pH on a eye-specific LDH C4 isozyme in green-

ling (H. otakii). The optimum pH for the eye-specific LDH

C4 isozyme was pH 8.5.

최적 조건이 아니며 이는 앞으로 eye-specific LDH C4 동위효

소의 활성측정 시 고려 할 부분이라고 생각된다.

Eye-specific LDH C4 동위효소의 기질의존성 및 Km
PYR
값

LDH 동위효소들의 기질에 대한 촉매특성실험은 동위효소

들의 구조적, 진화적 특성을 규명하는데 효과적이다[39]. 일반

적으로 10 mM의 고농도 피루브산에서는 LDH A4 동위효소가

B4 동위효소보다 피루브산에 의한 저해정도가 낮으며[10,41]

eye-specific LDH C4 동위효소의 경우 B4 동위효소보다 조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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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 저해되었다[41]. 본 실험에서 eye-specific LDH C4 동위효

소의 피루브산에 대한 기질의존성을 측정한 결과, 10 mM 피

루브산에서 6.5%의 효소활성이 남아(Fig. 6) 소 심장[10] 및

고등어 망막[41]의 B4 동위효소보다 피루브산에 의한 저해정

도가 더 높게 나타나 같은 결과를 보였다. 또한 eye-specific

LDH C4 동위효소의 Km
PYR

값은 1.88×10
-5

M로 나타났는데

(Fig. 7) 이는 쏘가리 LDH A4 동위효소의 Km
PYR 값 4.86×10-5

M [8] 및 가물치 A4 동위효소의 Km
PYR 값 1.7×10-4 M [36]보다

낮은 값으로서 eye-specific LDH C4 동위효소가 A4 동위효소

보다 피루브산에 대한 기질결합친화성이 큰 것으로 나타났다.

Eye-specific LDH C4 동위효소의 면역화학적 특성

쥐노래미 eye-specific LDH C4 동위효소에 대한 항체 생성

여부 및 생성된 항체의 항원과의 반응특이성을 확인하기위하

여 쥐노래미 눈 조직을 eye-specific LDH C4 동위효소에 대한

Fig. 6. Effect of pyruvate concentration on a eye-specific LDH

C4 isozyme in greenling (H. otaki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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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uvate concentration of eye-specific LDH C4 isozyme in

greenling (H. otakii). The Km
PYR

value of eye-specific LDH

C4 isozyme was 1.88×10-5 M.

Fig. 8. Western blot analysis of the LDH isozymes in eye from

greenling (H. otakii). a, Native-polyacrylamide gel elec-

trophoresis zymogram of the LDH isozymes in eye; b,

Western blotting of eye-specific LDH C4 isozyme; A4,

LDH A4 isozyme; B4, LDH B4 isozyme; C4, eye-specific

LDH C4 isozyme; CH, hybrid of subunit C. LDH iso-

zymes which contain the subunit C were detected by

Western blotting after native-polyacrylamide gel

electrophoresis.

항체를 사용 Western blotting시켰다(Fig. 8). 그 결과 eye-spe-

cific LDH C4 동위효소에 대한 항체가 쥐노래미 눈 조직의

eye-specific LDH C4 동위효소 및 하부단위체 C를 포함한 동

위효소(C hybrid, CH)와 반응하므로 반응특이성이 있는 항체

가 생성되었음을 확인하였다. Native-PAGE 상에서 거의 나타

나지 않은 CH 밴드가 Western blot 상에서 나타난 이유는 효

소염색보다 Western blot 상에서 이미지가 증폭되었기 때문으

로 생각된다.

본 연구 결과 쥐노래미 eye-specific LDH C4 동위효소는

정제과정에서의 특성이 B4 동위효소보다 A4 동위효소와 유사

하였고, 약염기성 조건에서 효소활성이 높게 나타난 점은 다

른 LDH 동위효소들과 달리 효소활성 측정 시 약염기성에서의

측정도 필요함을 시사한다. 또한 생성된 eye-specific LDH C4

동위효소에 대한 항체는 면역조직화학, Western blotting 및

ELISA 등에 이용되어 eye-specific LDH C4 동위효소 및 이와

유사한 LDH C4 동위효소를 보유하는 생물 종들의 병증진단,

진화 및 비교생리학적 연구에 폭넓게 사용 될 것이라고 생각

된다. 앞으로 다른 동물에 비하여 상대적으로 다양한 조건의

서식지를 갖는 어류에서 eye-specific LDH C4 동위효소에 대

한 정제 및 역학특성에 관한 연구가 더 많이 이루어진다면

eye-specific LDH C4 동위효소의 기능에 관한 이해의 폭이 넓

혀질 것으로 사료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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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록：쥐노래미 eye-specific LDH C4 동위효소의 정제 및 특성

조성규
1
*․염정주

2

(1청주대학교 산업과학연구소, 2청주대학교 자연과학부 생명과학전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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