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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등어 어육 중 열안정성 단백질에 특이한 단클론성 항체 개발과 특성 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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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 For people who have a food allergy the only way to manage the allergy is to avoid the food allergen.

The mackerel is one of the major food allergens, but no immunoassay for the rapid and simple detection of mackerel

has been reported. The objectives of this study are to develop and characterize monoclonal antibodies (MAbs) specific

to mackerel using thermal stable-soluble proteins (TSSP) as an immunogen and to characterize the MAbs by indirect

enzyme-linked immunosorbent assay (iELISA). The mice immunized with mackerel TSSP and showing high titer

were used for cell fusion and cloning. The characterization of MAbs produced from hybridoma cells obtained was

confirmed by indirect ELISA and western blot. Four MAbs were confirmed to be specific to mackerel without cross-

reaction to other marine products and livestock products in the both methods. The iELISA and western blot based on

the MAbs can sensitively detect 1% mackerel protein in other marine products. These results support that immu-

nochemical methods based on the MAb produced could be used as rapid means to detect low levels of mackerel and

to identify mackerel adulterated in foo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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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품 알레르기란 일반 사람에게는 무해한 식품이나 특

정 개인에게 식품성분이 알레르겐으로 신체의 면역체계에

관여하여 이상반응을 나타내는 것을 말한다. 식품 알레르

기를 가지는 사람들은 특정한 식품을 섭취하면 식품알레

르겐에 의하여 면역체계가 자극을 받아 특이 항체인 IgE

항체를 생산하게 된다. 무수히 생산된 IgE 항체는 혈액 중

에 돌아다니다 호염기성세포(basophil)와 결합하고 체세포

에서 비만 세포(mast cell)과 결합하게 되어 식품 알레르

겐과 표면의 IgE항체가 접촉하면 알레르기 반응을 유발시

키는 히스타민 등의 염증매개물질을 분비한다. 이러한 이

상 현상은 주로 영유아에게 문제를 야기하며, 드물기는 하

지만 신체의 여러 부위가 동시에 알레르기 반응을 일으키

는 과민증(anaphylaxis)이 나타나면서 심한 경우 사망에까

지 이를 수 있다1,2). 특히 이러한 IgE 매개성 식품알레르

기는 발생 빈도와 중증도가 증가하고 있어 반응을 유발하

는 특정 알레르겐에 대한 관심 또한 증가하고 있다3). 식품

알레르기를 유발하는 식품 항목과 성별을 조사한 설문조

사에 의하면 식품 알레르기의 유병률은 남성의 경우 고등

어가 6.6%로 가장 높았고 그 다음으로 돼지고기 5.9%, 호

프 5.1%, 복숭아 5.0%, 닭고기 3.6% 순으로 나타났으며,

여성의 경우 복숭아가 7.4%로 가장 높았고, 그 다음으로

고등어 7.2%, 돼지고기 6.8%, 닭고기 3.7%, 호프 2.6% 순

으로 나타났다4). 

이와 같이 높은 식품 알레르기 유병률을 나타내는 고등

어는 그동안 이렇다 할 특화 제품으로 가공되지 못하였지

만 최근 연근해 고등어로 부산어묵을 만드는 고등어의 어묵

원료화가 추진되고 있어 고등어의 시장규모는 현재 점점

확대되는 추세이다. 또한 미국 내 21개 주의 식료품점, 음

식점, 초밥점을 상대로 조사를 실시한 결과에서도 식품 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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레르기 사고로 이어질 수 있는 알레르겐인 고등어를 값비

싼 수산물인 참치로 둔갑시켜 의도적으로 판매하는 등 어

종 바꿔치기 문제가 빈번하게 발생하고 지속적으로 증가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5). 고등어와 같이 알레르기를 유발

하는 대부분의 식품들은 수용성 당단백(glycoprotein)으로,

10-70 kDa의 분자량(molecular weight)을 가지며 단백질 분

해효소나 열, 산 등의 처리에도 항원성을 유지하는 경우

가 많기 때문에4,6) 극소량의 식품 알레르겐 혼입만으로도

사망에까지 이를 수 있는 식품 알레르기 부작용의 심각성

을 감안하면 식품 내에 의도적으로 혼입 또는 고가의 어

종으로 둔갑된 고등어를 검출하기 위한 분석방법은 그 수

요가 증가될 것으로 판단된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고등어 어육 중 존재하는 열안정

성 수용성 단백질(thermal stable-soluble protein; TSSP)을

추출하였고, 추출된 crude TSSP 추출액을 면역원으로 사

용하여 단클론성 항체를 개발하였다. 또한 개발된 항체의

특성을 확인하기 위해 생선과 다른 알레르겐에 대한 교차

반응성과 민감도를 효소면역분석법과 western blot을 통해

확인하였다.

Materials and Methods

시료 및 실험재료

실험에 사용된 고등어는 대형마트에서 판매하고 있는 국

내산 고등어를 구입하였으며, 그 외 교차반응 확인을 위

해 사용한 꽁치, 삼치, 우럭, 오징어, 새우 등도 대형마트

에서 시판되고 있는 제품을 구입하여 실험에 사용하였다.

단백질 추출을 위해 사용된 0.15 M sodium chloride, 0.5

M sodium chloride, carbonate buffer (pH 9.6), 25 mM tris-

buffered saline (pH 7.4, TBS), 20 mM tris-HCl (pH 6.8),

0.05 M phospahte-buffered saline (pH 7.4, PBS)는 실험실

에서 준비하여 사용하였고, 단백질 정량을 위한 시약으로

는 Quick startTM Bradford Protein Assay (Bio-Rad Lab.,

Hercules, CA, USA)를 구입하여 사용하였다.

TSSP의 추출

고등어 중 TSSP를 추출하기 위해 고등어는 생 고등어

와 조리된 고등어를 준비하였고, 조리된 고등어는 어육을

유리 tube에 넣어 끓는 물에 15분간 중탕하여 준비하였다.

준비된 어육 시료를 유리 tube에 각각 5 g 씩 취하고 10 mL

의 0.15 M sodium chloride를 첨가한 후 vortex를 사용하

여 30초 동안 균질화 하였다. 균질화된 시료의 추출은 4oC

에서 15분 동안 추출하는 비열처리(non-heating) 추출법과

100oC 끓는 물에서 15분 동안 가열하여 추출하는 열처리

(heating) 추출법을 사용하였으며, 추출물은 50 mL의 conical

tube로 옮겨 3,221 × g에서 10분 동안 원심분리한 후 상층

액을 분리하여 실험에 사용하였다. 고등어 어육 중 TSSP

를 확인하기 위하여 Laemmli7,8)의 방법에 준하여 sodium

dodecyl sulfate-polyacrylamide gel electrophoresis (SDS-

PAGE)를 실시하였다. 먼저 5%의 농축 겔과 12%의 분리

겔을 준비하고, 고등어 어육 추출물을 2 × SDS sample

buffer[0.25 M tris-HCl buffer (pH 6.8), containing 10%

SDS, 4% 2-mercaptoethanol, 20% glycerol, 0.05% bromo-

phenol blue, and 10 mM EDTA]로 희석한 후, 끓는 물에

서 5분간 열처리하였다. 열처리된 샘플은 전기영동장치

(Bio-Rad)를 사용하여 150 V에서 90분 동안 전기영동 하

였고, 겔은 염색액(Ez-Gel Staining Solution, Sigma Chemical

Co., St. Louis, MO, USA)을 이용하여 1시간 동안 염색한

후, 3차 증류수를 이용하여 1시간 동안 탈색하였다. 추가

로 고등어 어육 추출물의 단백질 정량을 위해 BSA를 표

준물질로 하여 Bio-Rad사의 kit를 사용한 Bradford 방법으

로 단백질을 정량하였다.

Buffer에 따른 TSSP 추출효율 확인

고등어의 어육으로부터 TSSP의 추출효율을 최적화하기

위해 단백질 추출과 단백질 반응에 주로 사용되고 있는

buffer를 이용하여 TSSP를 추출하고 그 추출정도를 비교

하였다. 간단히 말하면, 5 g의 생 고등어 어육에 0.15 M

NaCl, 0.5 M NaCl, carbonate buffer (pH 9.6), 25 mM tris-

buffered saline (pH 7.4, TBS), 20 mM tris-HCl (pH 6.8),

0.05 M phosphate-buffered saline (pH 7.4, PBS)을 각각

10 mL 씩 넣고 열처리 방법으로 추출한 후 SDS-PAGE와

Bradford법을 통해 TSSP의 추출효율을 비교 확인하였으며

실험방법은 앞서 실시한 방법과 동일하다.

면역 항원 준비

고등어 어육 중 TSSP을 이용하여 고등어에 대한 단클

론성 항체를 개발하기 위해 생 고등어 어육을 열처리 추

출법으로 추출하여 항원으로 사용하였다. 먼저, 생 고등어

어육 5 g에 carbonate buffer (pH 9.6) 10 mL을 분주하고

끓는 물에서 15분 동안 열처리한 후, 8,000 rpm에서 10분

간 원심분리하여 상층액을 분리하였다. 분리한 상층액은

0.05 M PBS로 3일 동안 투석하고 −70oC에 보관하면서 면

역원 및 항원으로 사용하였다. 

단클론성 항체 생산

준비된 항원을 complete freund's adjuvant (Sigma Chemical

Co.)와 1:1 (v/v)로 유화시켜 생후 6주된 암컷 BALB/C

mouse (Hyochang Science, Korea)에 마리당 200 µL씩 복

강에 주입하여 1차 면역을 실시하였고, 1차 면역 후 2주

간격으로 동일한 면역원을 incomplete freund's adjuvant

(Sigma Chemical Co.)와 동량 혼합하여 추가 면역을 2회

실시하였으며, 세포 융합 4일 전에 2배의 면역원만을 복

강 내 주사하여 최종 면역시켰다. 3차 면역 일주일 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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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ouse의 꼬리 정맥에서 1 µL의 혈액을 채취하여 간접 효

소면역분석법(indirect enzyme-linked immunosorbent assay;

iELISA)으로 항체의 역가를 측정하였다. 그 중 가장 높은

역가를 갖는 mouse로부터 spleen cell을 분리한 후 myeloma

cell (SP2)을 사용하여 Kohler and Milstein9)의 방법으로 세

포융합을 실시하였고, Mckearn10) 등의 무한대 희석법으로

cloning을 실시하여 단일클론의 hybridoma cell을 획득하

였다. 선택된 hybridoma cell은 대량 배양한 후 mouse 복

강에 200 µL를 주입하여 복수액을 생산하였으며, 1주일 후

생산된 복수액을 채취하여 ammonium sulfate 침전법11)으

로 정제한 후, PBS를 이용하여 3일 동안 투석하였다. 정

제된 항체들은 1 mg/mL의 농도가 되도록 조정한 후 동결

건조하여 −20oC에 보관하면서 실험에 사용하였다.

단클론성 항체 특성 확인

개발된 항체의 민감도 및 특이성을 알아보기 위하여

western blot법과 간접효소면역분석법을 실시하였다. 먼저

교차반응성을 확인하기 위해 고등어, 꽁치, 삼치, 우럭, 새

우, 오징어를 앞서 TSSP를 추출하는 방법과 동일하게 추

출하여 두 방법으로 특이성을 확인하였다. 먼저, western

blot은 Towbin12)등의 방법에 준하여 실시하였다. SDS-PAGE

후 단백질은 PVDF membrane (Millipore, USA)에 transfer

buffer (25 mM tris, 192 mM glycine and 5% methanol)와

전사장치(Bio-Rad)를 이용하여 전사시킨 후 PVDF mem-

brane은 TBST (0.05% Tween 20 in tris-buffered saline

buffer) 를 이용하여 3회 세척하고 3% skim milk를 이용

하여 37oC에서 1시간 blocking 하였다. 이후 blocking 처

리된 막은 TBST를 이용하여 3회 세척한 후 hybridoma

cell 배양액을 이용하여 37oC에서 1시간 반응시키고 TBST

로 4차례 세척 후 희석률 1:6000의 2차 항체인 goat anti-

mouse alkaline phosphate conjugate (Bio-Rad)로 37oC에서

1시간 반응시켰다. TBST로 5차례 세척 후, AP conjugate

substrate Kit (Bio-Rad, 를 이용하여 발색시켜 PVDF mem-

brane 상에서 확인하였다. iELISA은 고등어 어육 추출액

및 교차반응 확인을 위한 시료 추출액을 carbonate buffer

(pH 9.4)로 희석한 후 96-well microplate (Nunc, Roskilde,

Denmark)에 분주하고 1시간 동안 37oC에서 코팅시킨 후

0.05% Tween 20이 포함된 PBS (PBST, pH 7.4)로 3회 세

척하였다. 비 특이적인 반응을 방지하기 위해 1% skim

milk로 1시간 동안 37oC에서 blocking 시킨 후 PBST로 4

회 세척하였고, 세척된 well에 hybridoma cell 배양액을

100 µL씩 분주하고, 1시간 동안 37oC에서 반응시킨 후 다

시 PBST로 5회 세척하였다. 세척된 well에 2차 항체 goat

anti-mouse IgG-HRP (Sigma Chemical Co.)를 100 µL씩 분

주하여 1시간 동안 37oC에서 반응시킨 후 PBST로 6회 세

척하고, 기질용액인 2,2'-azino-di-3-ethyl-benzthiazoline-

sulfonate (ABTS, Sigma Chemical Co.)를 각 well에 100

µL씩 첨가하여 37oC에 30분 반응시킨 다음 405 nm에서

흡광도를 측정하였다. 

Results and Discussion

고등어 어육 중 TSSP의 확인

고등어 어육 중 TSSP의 존재를 확인하기 위해 고등어

생육(raw)과 조리육(cooked)을 대상으로 비열처리(non-

heating)와 열처리(heating) 추출법을 이용하여 단백질을 추

출하였다. 각 시료 상태와 전처리법에 따른 추출액 내

TSSP를 확인하기 위해 SDS-PAGE를 이용하여 단백질 패

턴을 확인하고, 단백질 정량을 실시하였다. 그 결과, Fig.

1에서 보는 바와 같이 생육을 비열처리(raw mackerel-

nonheating)로 추출한 경우는 다양한 단백질이 추출된 것

이 확인되었고, 단백질의 농도도 다른 추출액보다 높은 것

으로 확인되었다. 그러나 조리된 어육의 열처리(cooked

mackerel-heating)와 비열처리(cooked mackerel-nonheating)로

추출한 시료액과 생 어육을 열처리(raw mackerel-heating)로

추출한 시료액은 유사한 패턴의 단백질 전기영동 결과를

Table 1. Protein concentration of different shapes of mackerel

samples extracted by 0.15 M NaCl buffer with heating and non-

heating methods

Sample

Protein concentration (mg/mL)

Non-heating extraction Heating extraction

Raw Cooking Raw Cooking

Mackerel 25.61 ± 0.76 0.99 ± 0.004 1.30 ± 0.01 1.84 ± 0.06

Fig. 1. SDS-PAGE pattern of mackerel protein extracts using 0.15

M NaCl buffer. Lane M: marker, Lane 1: raw mackerel/non-heat-

ing, Lane 2: raw mackerel/heating, Lane 3: cooked mackerel/non-

heating, Lane 4: cooked mackerel/heati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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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인 반면 앞서 언급한 raw mackerel-nonheating 추출액과

는 크게 다른 단백질 패턴을 보였다. 특히 열에 안정한 단

백질이라고 알려진 37 kDa의 단백질이 존재하는 것을 확

인할 수 있었다13). 또한 Table 1에서 보는바와 같이 시료

상태와 전처리법을 달리하여 추출한 시료액 중 단백질을

정량한 결과 raw mackerel-nonheating 시료액은 25 mg/mL

로 가장 높은 단백질 농도를 보였다. 생 어육에 대해 비

열처리법으로 추출한 경우 열에 안정하지 않은 수용성 단

백질이 대부분 추출되기 때문에 다른 조리 어육 및 열처

리 추출에 의한 시료액에 비해 단백질의 농도가 높게 나

오는 것은 당연한 결과로 보인다. 반면에 cooked mackerel-

heating (1.8 mg/mL), cooked mackerel-nonheating (0.99

mg/mL), raw mackerel-nonheating (1.3 mg/mL) 시료액의

경우는 raw mackerel-nonheating (25 mg/mL) 시료액에 비

해 1/14에서 1/25 수준으로 낮은 단백질 량을 보였다.

Hughes14) 등의 연구에서 어육 가열 시 단백질이 주로 당

-아미노산 반응에 기인하여 갈변물질 형성에 관여하기 때

문에 단백질의 양적 변화가 나타나는 것을 확인하였고, 식

품 내 단백질은 가열처리 시 단백질의 변성에 의해 전체

수용성 단백질의 양은 감소하나 열안정성 수용성 단백질

은 남아있는 것으로 보고되고 있다15).

이상의 결과로 볼 때 고등어를 조리 및 가열하면 대부

분의 단백질을 수용성에서 불용성으로 변성시켜 전체 수

용성 단백질량은 감소하나 열에 안정한 수용성 단백질은

존재하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특히 조리된 어육의 경우는

비열처리(0.99 mg/mL)보다 열처리(1.8 mg/mL)를 이용하여

단백질을 추출하였을 경우 약 2배 정도로 더 많은 량의

단백질이 추출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고, 이러한 결과

는 고등어 어육 중 TSSP가 상당량 존재한다는 것을 의미

한다. 

TSSP 추출법 최적화

앞의 실험결과에서 고등어 어육 중에 TSSP가 존재하는

것을 확인하였고, 이를 추출하는 데에는 생 어육뿐만 아니

라 조리된 어육에 대해서도 열처리하는 방법이 효율적인

추출방법으로 확인되었기 때문에, 이를 바탕으로 TSSP의

추출효율을 향상시키기 위해 추가로 단백질 추출에 주로

사용되는 버퍼의 종류에 따른 추출법 효율을 확인하였다.

고등어 생 어육을 0.15 M과 0.5 M NaCl, carbonate buffer,

25 mM TBS, 20 mM Tris-HCl, 0.05 M PBS를 사용하여

추출한 후 SDS-PAGE와 protein assay로 추출효율을 확인

한 결과는 Fig. 2와 Table 2에서 보는 바와 같다. SDS-

PAGE 결과에서는 모든 버퍼에서 100 kDa 이상과 37 kDa

부근에서 공통적으로 선명한 단백질 밴드를 확인할 수 있

었고, 특히 0.5 M NaCl, carbonate, PBS로 추출하였을 때

많은 양의 열 안정성 단백질이 추출되는 것으로 확인되

며, 단백질 정량 결과에서도 동일한 결과를 확인할 수 있

었다. 그러나 이들 세 가지 버퍼에 의해 추출된 단백질의

패턴은 30 kDa에서 15 kDa 사이에서 상이한 단백질 패턴

Fig. 2. SDS-PAGE pattern of mackerel protein extracts with vari-

ous buffers. Lane M: Marker, Lane 1: 0.5 M sodium chloride,

Lane 2: carbonate (pH 9.6), Lane 3: 25 mM Tris-buffered saline

(pH 7.4), Lane 4: 20 mM Tris-HCl (pH 7.4), Lane 5: 0.05 M

phosphate-buffered saline (pH 7.4), Lane 6: 0.15 M sodium chlo-

ride.

Table 2. Protein concentration of mackerel samples extracted with

various buffers

Extract buffers
Concentration of protein

(mg/mL)

0.5M NaCl buffer 2.60 ± 0.30

Carbonate buffer (pH 9.6) 8.53 ± 0.92

25 mM TBS buffer (pH 7.4) 1.41 ± 0.16

20 mM Tris-HCl buffer (pH 7.4) 0.92 ± 0.10

0.05M PBS buffer (pH 7.4) 2.21 ± 0.15

0.15M NaCl buffer 1.19 ± 0.10

Fig. 3. Anti-sera titration for immunized mice with mackerel

extracts by indirect ELISA. Four mice (mouse 1~4) mean that

mice were immunized with mackerel TSSP. Control mouse means

that a mouse was not immuniz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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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확인되어 버퍼에 따라 추출되는 단백질의 차이를 확인

할 수 있었다. 모든 버퍼에서 TSSP로 추측되는 37 kDa 부

근의 밴드 형성을 확인하였고, 밴드의 선명함과 굵기를 육

안으로 비교한 결과 carbonate buffer로 추출하였을 때 밴

드가 가장 두드러지게 형성된 것을 확인하였으며, protein

assay결과 Table 2에서 보는 바와 같이 carbonate buffer를

이용한 추출물의 단백질 농도가 가장 높은 것을 확인하였

다. 따라서 고등어 어육은 carbonate buffer로 TSSP를 추

출하여 실험에 사용하였다.

단클론성 항체 생산 및 반응성 확인

고등어로부터 추출한 TSSP를 면역원으로 mouse에 면역

시킨 후 항체 생성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iELISA로 항혈

청역가를 측정한 결과, Fig. 3에서 보는 바와 같이 면역한

모든 마우스에서 고등어 TSSP에 대한 항체가 생성된 것

이 확인되었다. 항혈청역가를 보인 마우스로부터 비장을

적출하여 세포융합과 클로닝을 통해 hybridoma cell을 획

득하였고 iELISA법을 통해 hybridoma cell이 생산하는 항

체의 특이성을 확인하였다. 교차반응성 확인을 위해 고등

어의 TSSP 추출방법과 동일한 방법으로 수산물(꽁치, 삼

Fig. 4. Cross-reactivity of four MAbs to other food samples.

Fig. 5. Western blot results of thermal stable-soluble proteint extracted from mackerel using four MAbs (3A5-1, 2, 9, 12). Lane M: protein

marker, Lane 1: mackerel, Lane 2: mackerel pike, Lane 3: spanish mackerel, Lane 4: rock fish, Lane 5: shrimp, Lane 6: squi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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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 우럭, 새우, 오징어), 축산물(돼지고기 및 지방, 소고기,

닭고기, 오리육, 사슴육, 난백), 그리고 농산물(볶은 땅콩,

삶은 땅콩, 호두, 아몬드, 캐슈넛, 팥, 콩)의 TSSP를 추출

하고 이를 iELISA로 항체의 반응성 여부를 확인한 결과,

Fig. 4에서 보는바와 같이 4종(3A5-1, 3A5-2, 3A5-9, 3A5-

12)의 hybridoma cell에서 생산된 항체가 고등어 단백질에

만 특이적으로 반응하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추가로 western

blot을 이용하여 4종의 hybridoma cell이 생산하는 항체의

특이성을 확인한 결과 Fig. 5에서 보는바와 같이 다른 수

산물에는 반응하지 않고 고등어 열 안정성 단백질에만 특

이하게 반응하는 것으로 최종 확인되었다.

이상의 결과에서 고등어 어육 내에 TSSP의 존재를 확

인하였고, 이들 단백질이 고등어에 특이적인 항체를 생산

하는데 유용한 항원으로서의 가치를 확인할 수 있었다. 확

보된 4종의 hybridoma cell을 대량 배양한 후 마우스 복

강에 주입하여 복수액을 획득하였고, 이를 ammonium

sulfate 침전법으로 정제하여 고등어에 특이적인 항체를 대

량 확보하여 이후의 정량 ELISA법과 western blot에 사용

하였다. 

생산된 항체를 이용한 효소면역분석법과 western blot의

검출한계 확인 

본 연구에서 생산된 항체를 이용하여 앞서 항혈청과 배

양상등액 역가에 사용된 iELISA를 실시하여 고등어 단백

질의 검출한계를 측정하였다. 먼저 고등어 추출액을 0, 1,

5, 10, 15, 30, 100%로 carbonate buffer에 준비한 후 96-

well microplate에 분주하고 1시간 동안 37oC에서 코팅시

킨 후 앞서 실시한 iELISA로 민감도를 확인하였다. Fig.

6에서 보는바와 같이 개발된 4종의 항체 모두 1% 수준의

고등어 추출액을 검출할 수 있는 것으로 확인되었고, 그

중 3A5-2와 3A5-9 두 항체는 1%에서도 높은 흡광도를 나

타내어 민감도가 매우 높은 항체로 확인되었다. 두 항체 중

3A5-9 항체를 이용하여 western blot으로 다양한 농도의 고

등어 추출액에 대해서 검출한계를 측정한 결과에서도

iELISA법과 동일하게 1%까지 검출이 가능한 것으로 확인

되었다. 이상의 iELISA법과 western blot법 결과를 종합해

볼 때 개발된 고등어 특이항체는 1% 수준의 고등어 추출

액을 검출할 수 있었다.

그러므로, 개발된 고등어 열안정성 수용성 단백질 특이

항체를 이용한 iELISA법과 western blot은 TSSP에 친화성

이 높은 항체를 이용한 특이성이 높은 분석법으로 nuiversal

primer나 species specific primer를 이용한 PCR과 같은16)

기존의 분석법보다 보다 수산물 및 그 가공품에 혼입될 수

있는 식품 알러젠 고등어를 신속하고 민감하게 분석할 수

있는 분석 도구로서 활용이 가능할 것으로 판단된다. 또

한 개발된 항체는 면역분석법 뿐만 아니라 고감도 바이오

센서 개발에 충분히 활용이 가능한 바이오인지 인자로 확

인이 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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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문요약

본 연구에서는 고등어 어육을 고감도로 보다 신속하게

검출하기 위하여 고등어 어육 중 TSSP를 이용해 단클론

성 항체를 개발하고 이를 이용하여 간접 효소면역분석법

(iELISA)과 western blot의 검출한계를 확인하였다. 먼저
Fig. 6. Detection limit for mackerel protein by Results of iELISA

analysis based on four MAbs.

Fig. 7. Detection limit for mackerel protein by the Mab 3A5-9

based-western blot analysis. Lane M: protein marker, Lane 1:

100% mackerel, Lane 2: 30% mackerel in mackerel pike, Lane 3:

15% mackerel in mackerel pike, Lane 4: 5% mackerel in mack-

erel pike, Lane 5: 1% mackerel in mackerel pike, Lane 6: 0%

mackerel in mackerel pike(100% mackerel pik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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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 열처리와 열처리를 한 고등어 어육 중 존재하는 TSSP

를 확인하고, 단백질 추출에 주로 사용되는 버퍼의 종류에

따른 추출법 효율을 확인하기 위하여 전기영동과 단백질

정량을 실시하였다. 그 결과 열처리한 추출물은 비 열처

리한 추출물보다 TSSP가 2배 정도 많이 추출되었으며,

TSSP로 추측되는 37 kDa 부근에 형성된 밴드의 선명함과

굵기를 육안으로 비교한 결과 carbonate buffer로 추출하

였을 때 밴드가 가장 두드러지게 형성되었고, 단백질 정

량 결과에서도 carbonate buffer를 이용한 추출물의 단백

질 농도가 가장 높은 것을 확인하였다. 이후, 생 고등어

어육을 열처리법으로 추출하여 항원을 준비하고 6주령

BALB/c mouse에 면역한 후 세포융합 및 클로닝을 통해

3A5-1번, 2번, 9번 및 16번 4종의 hybridoma cell을 확보

하였다. 이렇게 개발된 항체는 수산물, 축산물, 농산물과

의 교차반응성확인을 통하여 고등어 단백질에만 특이성을

가지는 것을 확인하였다. iELISA와 western blot법의 검출

한계를 확인한 결과 고등어가 1% 첨가된 수준까지 검출

할 수 있으며, 특히 3A5-2와 3A5-9번 항체는 1%에서도

높은 흡광도를 나타내어 민감도가 매우 높은 항체로 확인

되었다. 따라서, 개발된 고등어 TSSP 특이항체를 이용한

iELISA법과 western blot법은 가공품에 혼입될 수 있는 식

품 알레르겐인 고등어를 보다 신속하고 민감하게 분석할

수 있는 분석 도구로서 활용이 가능할 것으로 판단되며,

개발된 항체는 고감도 바이오센서 개발에 충분히 활용이

가능한 바이오인자로 확인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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