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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약

다양한 생물학적 유체중의 글루타치온 S-트랜스퍼라제(glutathion S-transferase:GST)의 하나 또는 그 이
상의 아이소엔자임(isoenzymes)을 포함하고 있는 것으로 추정되는 생물학적 유체 시료와 상기한 아이소엔
자임에 특이적이며 적어도 피코몰량의 상기한 아이소엔자임을 검출하기에 충분한 감도를 갖고 있는 입자-
표지 항-GST 항체를 접촉시키고, 시각적으로 검출 가능한 신호를 생성시키기 위한 고정화된 포획 항체상
에 입자-표지 항체-아이소엔자임 복합체를 포획시키는 것으로 구성되는, 상기한 아이소엔자임의 검출에 
기초한 피검체에 있어서의 면역학적 또는 독물학적 공격에 따르는 장기의 손상을 포함하는 장기의 상태 
평가를 위한 쾌속 검정법. 이 방법은 고정화된 항-GST 항체와의 초기 접촉시로부터 전형적으로 30분정도
의  시간내에  GST  아이소엔자임의  검출  또는  확인을  가능케  한다.  이  방법은  사용하기에  간단하며, 
따라서, 예컨대 간장 또는 신장 이식에 따른 특정한 GST 아이소엔자임 레벨을 가정에서 환자가 모니터링
하는 데 사용될 수가 있다.

대표도

도1

명세서

기술분야

본 발명은 장기(organ) 상태의 평가에 사용되는 글루타치온 S-트랜스퍼라제(Glutathion S-
transferase:GSTs)의 검출 및/또는 정량을 위한 쾌속 검정 포맷(format)에 관한 것이다.

배경기술

GSTs는  주로  α,  μ,  θ  및  π-클래스의  아이소폼(isoform)으로  이루어지는  단백질의  다중 유전자군
(multigene family)으로 표시되며, 일련의 이종체(xenotype)에 대한 해독을 담당하고 있다. 알파 GST(α
GST)는  간장중의  주요한  형태이며  간장  전체를  통하여  균일하게  분포되어  있다.  이와는  대조적으로, 
PiGST(πGST)는 담즙관에 정렬되어 있는 상피 세포내에 주로 위치한다. 신장의 상황에 있어서도, 간장의 
경우와 마찬가지로, αGST는 신장의 근위 세뇨관(近位 細尿管) 내에 위치하며 πGST는 네프론의 원위(猿
位) 세뇨관 영역내에 한정되어 있는 독특한 분포가 존재한다. 따라서, 혈장 또는 소변중의 GST 레벨에 대
한 측정에 의해 개개인의 신장 또는 간장 상태에 대한 모니터링이 용이하게 이루어질 수 있으리라는 사실
을 추론할 수 있다. 실제로, 장기 이식을 받았거나 간장독 또는 신장독에 대한 노출로 인하여 장기 손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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을 받은 사람에 있어서의 간장 및 신장 양자의 손상 정도를 평가하기 위한 GST 측정법들이 수많은 저서들
에서 사용되어 왔다(예컨대, Trull, A.K. et al., Transplantation(1994) 58. 1345-1351 참조).

최근의 이러한 측정법들은 주로 방사능면역검정법(radioimmunoassay:RIA)을 이용하여 수행된다. 그러나, 
수 많은 마이크로타이터(microtiter)  플레이트계의 효소면역검정법(enzyme  immunoassays:EIAs)이 아일랜
드의 카운티 더블린, 마운트 메리온, 더 라이스 93에 소재하는 바이오트린 인텔렉츄얼 프로펄티스 리미티
드에 의하여 상업적으로 수행 가능하게 되었으며, 이것은 생물학적 유체중의 α 및 πGST 레벨의 측정을 
가능케 한다. 이들 EIAs는 초기의 약간의 회의론(Beckett, G.J. and Hayes, J.D.(Advances in Clinical 
Chemistry(1993) 30, p. 325 참조)에도 불구하고, 현재 과학계에서 널리 용인되어 가고 있다. 그런데, 현
재는 RIA가 당분야의 많은 작업자에 의하여 선택되는 전형적인 검출 방법이다. 이들 두 가지 기술모두는, 
의미있고 정확한 결과를 산출하기 위해서는 특수화된 설비 및 고도로 훈련되고 유능한 요원을 필요로 한
다는 점에서 제한적이다. 이러한 검정법들은 시작시로부터 완료시까지 평균 2시간 또는 그 이상을 요하므
로 비교적 느리다. 따라서, GST에 대하여 더욱 쾌속한 검정 포맷이 요망되고 있다.

GST  아이소엔자임의  검출  방법은  시간-분해  면역형광측정검정법(Time-Resolved  ImmunoFluorometric 
Assay:TR-IFMA)의 사용에 의해 입증되는 바와 같이, 더욱 더 복잡화되는 경향이 있다. Tiainen, P et. 
al. (Clin. Chem. (1996) 42 2, 334~335)은 αGST에 대한 효소면역검정법(EIA)과 TR-IFMA를 비교하였다. 
사용된 EIA는 Hepkit(더블린의 바이오트린 인터내이셔날사의 상표)이었다. 검정법 상호간의 정밀도는 TR-
IFMA에서 보다 Hepkit에서 더욱 양호하다는 사실이 판병되었다.

또한, TR-IFMA는 Hepkit보다 다소 수고가 더 드는 것으로 밝혀졌으며, 그 이유는 검정 절차를 종결시키기 
위한 더 많은 세정 사이클 및 더 많은 복제물(네개)이 필요하기 때문이다. 따라서, GST의 검출 및 정량을 
위한 최근의 연구는 TR-IFMA와 같이 더욱 정교하고 복잡한 검출 시스템의 개발에 그 촛점이 맞추어져 왔
다는 사실은 명백하다.

장기 이식을 받았거나 간장독 또는 신장독에 대한 노출로 인하여 장기 손상을 받은 사람들은 주의 깊게 
모니터링되어야만 한다. 이것은 장기 이식을 받고 이식후 오랜 기간 동안 면역억제제, 특히 사이클로스포
린 요법을 적용받은 사람에 있어서는 특히 그러하다. 이러한 사람들은 일단 병원에서 퇴원한 후에도 끊임
없이 모니터링되어야만 하며, 필수적인 GST 및 다른 검정법들을 수행하기 위하여 현재에 있어서도 관련된 
병원 유니트로의 빈번한 복귀가 필수적이다. 따라서, 이러한 사람들의 병원 방문 횟수를 감소시킬 수 있
으며, 더욱 중요하게는 αGST 레벨의 정상치 상회가 주목되는 경우에 있어서 환자 및 의사에게 조정이 요
구된다는  조기  지표를  줄  수  있는  자가-모니터링  수단을  이들이  보유할  수  있다면,  가장  바람직할 
것이다.

따라서, 혈장, 소변 및, 담즙과 같은 다른 생물학적 유체중에서의 GST 검출을 위한 신속하고도 단순한 포
맷을 가능케 할 수 있는 방법은, 시간 소모적이고 비용이 많이 드는 병원 요원 및 설비에 기초한 테스트
들에 의지하는 일 없이 환자의 간장 또는 신장 상태를 의사가 모니터링할 수 있도록 하는 현저한 장점을 
갖게 될 것이다.

쾌속 검정 포맷이 요구되는 다른 분야는 이식전의 장기 평가 또는 체외 실험에 있어서이다. 최근, 장기 
수혜자에게 장기를 이식하기에 앞서 공여자의 장기 평가에 대한 일반적으로 용인될 수 있는 방법은 존재
하지 않는다. 결론적으로, 공여자 장기의 초기의 질에 의해 판정되기는 하지만, 이식 수술의 최종적인 성
과를 정확히 예측하는 것은 불가능하다. 공여자 장기에 대한 이식전 평가에 기여할 수 있는 방법이 있다
면, 수술의 최종 성과에 대한 평가에 크게 도움이 될 수 있을 것이며 수혜자의 거부 반응 또는 열등한 질
(質)에 기인하는 이식 실패를 방지하도록 의사로 하여금 조기에 이식후 지지 요법을 시행할 수 있게 할 
것이다.

공여자로부터 일단 제거된 장기는 정상적인 장기 회복 절차의 일부로서, 특수한 시약(예컨대, 위스콘신대 
완충 용액)이 살포되거나 또는 평형 처리된다. 이 시약 및 다른 종류의 시약들은 수혜자에의 삽입에 앞서 
장기를 체외의 저온(4~10℃)하에서 원상 보전하기 위하여 사용되며, 또한 수혜자에의 외과적 재부착에 앞
서 보관된 장기를 체온(37℃)으로 평형시키기 위하여 사용된다. 명백히, 공여자 장기의 질은, 공여자의 
건강 상태, 체외 보관 시간 및 온도, 취급 절차 및, 사용된 보존제의 품질과 같은 많은 요소들에 의존적
이다. 다라서, 상기한 요소들 중 어느 것에 의하여 야기되는 바와 같은, 체외 이식 손상 여부는 해당 장
기로부터의 효소 누출에 대한 평가에 의해서 모니터링될 수 있다.

쾌속 검정 포맷은 공지되어 있다. 예컨대, EP 0 291 194 B1에는, 가정에서, 임상시에 있어서 또는 의사의 
수술시에 있어서 사용하기에 적합하고 사용자에게 최소한도의 기술 및 참여를 요구하며 쾌속한 분석 결과
를 나타내는 분석 시험 디바이스 및 이를 이용한 분석 방법이 기재되어 있으며 이를 권리로서 주장하고 
있다. 이 디바이스는 임신 여부 판정 디바이스에 특히 적합한 것으로 나타나 있다. 그러나, GSTs에 대해
서는 어떠한 특별한 언급도 되어있지 않다. 인간의 코리오닉 고나도트로핀(chorionic gonadotropin:HCG)
과 같은 표지 호르몬 레벨은 임산부에 있어서 높은 농도로 존재하는 경향이 있어서, 본 명세서중에서 상
술한 바와 같은 유형의 환자에 있어서의 GSTs 레벨을 측정하는 것 보다 훨씬 용이하게 검출 가능하며, 한
편 상승된 레벨의 GST는 치명적이거나, 실제로 잠재적인 생명 위협 임상례로서의 지표가 된다.

GSTs의 아이소폼들 사이의 구별을 위하여 효소 활성 측정법을 사용함에 있어서의 곤란성은 문서로서 잘 
입증되어 있다(Beckett G.J. and Hayes, J.D.(1993) 상기한 바와 같음). 위에서 지적한 바와 같이, 다른 
연구자들은 GSTs를 검출하기 위하여 RIA(Howie, A.F. et al.(Clinica Chimica Acta(1989) 184, 269~278) 
및 TR-IFMA(Tiainen, P and Karhi, K.K. Clin. Chem.(1994) 40-2, 184~189)를 사용하고 있다. 이들 기술 
각각은 생물학적 분자들을 검출하기 위한 대단히 감도가 좋은 기술이다. 그러나, 상기한 각각의 기술은 
특별한 설비 및 숙련된 요원을 필요로 한다. 예컨대, TR-IFMA는 특수한 시간-분해(time-resolved) 형광계
측기의 사용을 필요로 한다.

비숙련자에 대해서 또는 위기 상황에 있어서 적합하며 사용하기에 쾌속하고도 용이한 기술이 요망되고 있
다는 사실을 인식하여야 할 것이다. 위기 상황의 전형적인 사례는 이식후의 간장 손상 또는 신장 손상이
거나, 또는 파라세타몰의 과량 투여로 인한 잠재적인 간장 쇄약일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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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명의 상세한 설명

따라서, 본 발명은 다양한 생물학적 유체중의 글루타치온 S-트랜스퍼라제(glutathion S-
transferase:GST)의 하나 또는 그 이상의 아이소엔자임(sioenzymes)에 대한  검출에 기초한 피검체에 있
어서의 장기 상태에 관한 쾌속한 평가를 제공하는 것으로서, 본 방법은 상기한 아이소엔자임을 포함하고 

있는 것으로 추정되는 생물학적 유체 시료와 상기한 아이소엔자임에 특이적이며 적어도 피코몰량(10
-12
 몰

량)의 상기한 아이소엔자임을 검출하기에 충분한 감도를 갖고 있는 입자-표지 항-GST 항체를 접촉시키고, 
시각적으로 검출 가능한 신호를 생성하기 위한 고정화된 포획 항체상에 입자-표지 항체-아이소엔자임 복
합체를 포획하는 것으로 구성된다.

본 명세서중에서 쾌속(rapid)이란, GST 아이소엔자임의 검출 또는 정량이 전형적으로 입자-표지 항-GST 
와의 초기 접촉시로부터 30분 정도의 시간내에 완결되는 것을 의미한다.

본 명세서중에서의 장기 상태(rogan status)란 면역학적 또는 독물학적 공격에 따른 장기 손상을 포함한
다.

본 발명의 주요한 장점중 하나가 자신의 건강 상태를 모니터링함에 있어 과학적 훈련이 전혀 되어 있지 
않거나 거의 없는 사람도 사용 가능한 동시에, 전술한 바와 같은 유형의 위기 상황하에서도 쾌속한 정보
를 제공할 수가 있을 정도의 그 단순성이라는 것은 당업자에 있어서 자명한 사항일 것이다.

검정 수행 또는 결과 평가나 해석에 있어서, 복잡한 설비나 상세한 실험실적 절차가 전혀 불필요하다는 
것을 인지하여야 할 것이다. 검정 수행 및 결과 평가에 있어서의 이러한 단순성은 최근의 GST 검출 절차
와는 상당히 상위한 것이다.

바람직하게는, GST가 간장 또는 신장 유래의 αGST, πGST, 또는 μGST이다.

가장 바람직하게는, GST가 간장 또는 신장 유래의 αGST 또는 πGST이다.

GST에  대한  쾌속  검정  포맷에  있어서의  특별한  요구  조건은  GST에  대한  필연적인  친화력을  갖는 
항체이다.

αGST의 경우에 있어서, 다클론성(polyclonal) 항체는 이하에 기술하는 바와 같이 6.5ng/ml 정도로 낮은 
농도의 αGST를 검출하도록 친화력이 상승되어 있으며, 이는 본 방법의 전체적인 감도 향상에 크게 기여
한다.

일반적으로, 본 발명에 따라 사용되는 단클론성 또는 다클론성 항체는 5ng/ml 정도로 낮은 정도의 GST를 
검출할 수 있는 친화력을 갖는 것이 바람직하다.

고체상(solid phase)에 결합되는 항-GST 항체는 다클론성 항체가 적합하며, 더욱 특히 바람직하게는 다클
론성 IgG 이다. 그러나, πGST의 경우에서와 같은 특정한 경우에 있어서는, 고체상 항체가 단클론성 항체
인 것이 바람직하다.

적합하게는, 항-GST가 독일의 Schleicher and Schuell GmbH로부터 구입할 수 있는 것과 같은 공지된 타입
의 니트로셀룰로오스막에 결합된다. 이러한 막은 면역글로뷸린을 포함하는 단백질을 결합시키는 자연적인 
능력을 갖고 있다. 그러나, 알려진 그 자체로서의 다양한 고체 지지체도 포획 항체에 대한 지지체로서 사
용될 수 있다. 본 명세서중에서는 이러한 지지체들을 전체적으로 통틀어서 고체상(solid phase)이라 지칭
한다.

적합하게는, 니트로셀룰로오스막이 5~10㎛ 범위의 포어 사이즈를 갖는 것이다.

니트로셀룰로오스막이 비특이적 결합 부위는 후술하는 바와 같이 채택되는 검정법의 포맷에 따라 선택적
으로 블록킹된다. 적합하게는, 비특이적 부위에 대한 블록킹이 소 혈청 알부민이나 우유 단백질과 같은 
단백질, 또는 폴리비닐피롤리돈과 같은 중합체를 이용한 본질적으로 공지된 방식에 따라 처리하는 것에 
의하여 달성된다.

고체상은, 사용되는 항-GST 항체가 필요불가결한 특이성을 갖고 있다면, 다양한 구성을 가질 수 있으며, 
위에서 언급한 EP 0 291 194 B1에서 다루고 있는 유형의 디바이스를 포함할 수도 있다.

본 명세서중에 사용되는 항-GST 항체의 특이성은, 관련된 GST에 대한 항체의 친화력을 의미한다. 이 친화
력은, 보다 이론적인 항목이라기 보다는, 소정의 농도에서의 특이적 친화력 Ka의 항목과 같이 검출 가능
한 분석물의 농도 항목으로 표시된다.

고체상은 플라스틱 소재로 된 하우징내에 수용될 수 있으며, 면역검정법에 있어서의 구성 성분들의 크로
마토그라피적 이동을 용이하게 하기 위하여 그 일단 또는 양단에 윅크(wick)를 설치할 수 있다.

본 발명에 따른 방법에 사용되는 생물학적 유체는 담즙, 혈장, 혈청, 또는 소변이 적합하며, 특히 더욱 
적합한 것은 혈장, 혈청, 또는 소변이다.

생물학적 유체는 희석되거나 또는 희석시키지 않을 수 있다.

또한, 생물학적 유체는 퍼퓨세이트(perfusate)일 수 있으며, 따라서 본 발명에 따른 방법은 이식에 앞선 
장기의 평가 또는 체외 실험에 있어서의 장기의 평가에 사용될 수 있다.

상술한  바와  같이,  공여자의  장기에  대한  평가에  있어서  일반적으로  용인된  방법은  전혀  존재하지 
않는다. 본 발명자들은, 본 발명에 따른 방법을 사용한 퍼퓨세이트중의 쾌속한 GST 검출이 체외의 장기 
상태에 대한 지표로서 이용 가능하다는 것을 밝히고 있다. 공여자의 장기는 이식을 쓸모없게 만드는 비가
역적인 손상을 궁극적으로 초래하게 될 일방향성의 끊임없는 체외 저산소증을 겪고 있기 때문에, 이러한 
상황하에서 검출의 쾌속성은 필수적이다. 따라서, 장기에 대한 평가를 가능케 할 어떠한 종류의 테스트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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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사에게는 큰 도움이 될 것이다.

생물학적 유체는 입자-표지 항-GST 항체와 접촉되어, 검출하고자 하는 GST 아이소엔자임이 고체상에 고정
화된 항체와 접촉하기에 앞서, 입자-표지 항-GST 항체에 결합되도록 한다. 표지로서 사용될 수 있는 입자
로서는, 콜로이드 입자, 라텍스 입자 및, 금속 졸 입자를 들 수 있다. 금속 졸 입자는 15~40nm 범위의 평
균 직경을 갖는 금 입자가 적합하다. 이러한 금 입자는 상업적으로 구입 가능하며, 예컨대, Janssen Life 
Sciences 제품이 시판되고 있다.

입자-표지 항-GST 항체는, 본 발명에 따라 생물학적 유체와 접촉될 임의의 디바이스의 시료 적용 선단에 
인접하게 배치될 수도 있다.

입자-표지 항-GST 항체의 사용은 어떠한 증폭 단계도 포함되지 않는다는 것을 의미한다. 따라서, GST 아
이소엔자임의 검출을 위하여 입자-표지 항-GST 항체를 사용하는 경우에 있어서, 상기한 검출은 상술한 상
황하에서의 부수적인 장점과 아울러, 항원 검출 또는 상호 작용에 의한 가시회를 위한 입자-표지 항체를 
사용하는 직접적인 항원-항체 상호 작용에 단순히 기초하고 있다.

비록 GST에 대한 검출 감도를 향상시키기 위해서 증폭 시스템을 포함시킨다 하더라도, GST 검출을 위해서 
EIAs를 사용한다는 것 자체 조차, 과학계내에서 일부 회의론이 있어 왔다는 거이 상기한 문헌들로부터 분
명한 사실이라는 점을 감안할 때, 이것은 더 더욱 놀라운 일이다.

상술한 바와 같이 고체상의 어느 쪽 일단에 윅크(wick)를 설치하는 것은, 입자-표지 항-GST IgG가 사용되
는  경우  상기한  윅크가  표지된  IgG의  크로마토그라피적  이동을  용이하게  하므로  특히  바람직하다. 
예컨대, 니트로셀룰로오스막의 경우, 막의 시료 적용 선단 및 다른 상단에의 윅크의 설치는 막상에 미리 
분무된 금-표지 IgG의 크로마토그라피적 이동을 용이하게 할 것이다. 더우기, 막상에 고정화된 항-GST 
IgG 상의 정제된 GST 포접물(inclusion)은 금-표지 항-GST IgG의 컨쥬게이트(conjugate) 작용을 위한 내
부/절차적 대조(control)로서 작용할 수 있을 것이다.

본 구체예에 있어서는, 생물학적 시료중에 존재하는 액체를 금-표지 항-GST IgG로 재현탁시켜서, 존재하
는 종류 미상의 GST 아이소엔자임을 금-표지 IgG에 결합시킨다. 이어서, 이 복합체 상부 윅크에 의해 끌
어 당겨지는 막을 따라 또는 막 위로 이동한다. 만일 충분한 GST 아이소엔자임이 존재한다면, 결합된 항-
GST IgG가 존재하는 위치에서 GST/금-표지 항-GST IgG 복합체가 막상에 고정화된다. 이것은 시료중에 GST
가 존재함을 나타내는 양성 신호로 귀결된다. 과잉량의 금-표지 항-GST IgG 컨쥬게이트는 막상의 절차적 
대조(GST)에 결합할 것이다.

입자-표지 항체를 생물학적 시료중의 항원에 결합시키기 위하여 사용하는 경우, 결합된 GST의 정량은 '원 
포트(ont pot)' 검정법이라 칭하여 질 수 있는 단 하나의 단계로 수행될 수 있다.

또한, 본 발명은 본 명세서중에 기재된 바와 같은 GST 아이소엔자임에 특이적인 항-GST 항체를 포함하는 
본 명세서중에서 정의된 바와 같은 GST의 검출 방법을 수행하기 위한 키트를 제공한다.

본 명세서중에 기재된 검정 포맷은 전술한 EIA 및 RIA 타입의 면역검정법과 두 가지 주요한 관점에서 다
르다. 첫째로, 본 발명에 따른 방법에 있어서는, 항원이 먼저 입자-표지 항체(PLA)에 결합되고, 이어서 
이 항원-PLA 복합체가 고정화된 포획 항체에 의하여 포획되어 양성 신호를 생성한다는 점에서, 항원 검출 
순서가 다르다. 따라서, 비결합 물질(예컨대, 다른 종류의 소변, 혈액 또는 퍼퓨세이트 성분)을 제거하기 
위한 막 세정 단계 또는 결합된 항원-PLA 복합체의 검출을 용이하게 하기 위한 증폭 시약의 첨가와 같은 
중간  단계를  필요로  하지  않는다(본  발명에  있어서는,  상기한  복합체가  사실상 '자가-검출(self-
detecting)'된다).

이러한 상황은, 항원을 고정화된 포획 항체와 우선적으로 접촉시키고 비결합/간섭 성분들을 제거하기 위
하여 수 많은 연장된 세정 절차후에, 항체 컨쥬게이트(항체-효소 또는 방사능 동위 원소 표지 항체)를 항
원-항체 복합체에 첨가하여 결합된 항원을 검출하는 최근의 GST 면역검출법(EIA/RIA)과는 뚜렷하게 다르
다. 항체-효소 컨쥬게이트를 이용하는 경우에 있어서는, 추가적인 시약 및 기질을 첨가하는 것이 필요하
며, 이에 의해서 결합된 효소는 발색 생성물의 출현에 의해서 검출된다.

효소면역검정법 및 방사능면역검정법의 양 방법론 모두는, 연구 과학자 또는 실험 기술자가 실험 데이타
의 중요성을 해석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고가의 복잡한 설비를 필요로 한다. 본 발명에 따른 GST 면역 
검출을 위하여 쾌속 검정 포맷이 사용되는 경우, 최종 결과는 단순히 발색 밴드의 존재 또는 부존재에 의
하여 나타나며 비숙련자에 의해서도 용이하게 해석될 수 있다.

본 발명에 따른 방법과 공지의 검정 시스템 사이의 차이에 관한 두 번째로 주요한 영역은 위에서 이미 언
급되었으며, 이러한 관점은 본 발명의 검정 포맷에 있어서의 GST 면역 검출을 용이하게 하기 위한 신호 
증폭을 위한 요건의 부재에 집중되어 있다. 사실상, 본 발명에 따른 GST의 쾌속한 검출을 위해 요구되는 
검출 감도는 본 검정 포맷에 있어서 고유한 것이다. 입자-표지 항체 및 포획 항체 이외에 어떠한 외래적
인 증폭 시약도 요구되지 않는다. GST 면역 검출을 위한 다른 기술들 모두는, 발색 생성물의 효소적 생성
(EIA), Eu 표지 항체들을 사용한 형광성 증진(TR-IFMA) 및, 원자핵으로부터의 입자 방출과 관련된 광범위
한 신호 증폭(즉, 방사능 검출)(RIA)을 포함하는 신호 증폭 방법을 이용하고 있다.

도면의 간단한 설명

도 1은 실시예 2 및 3에 기재된 바와 같은 금-표지 항-αGST IgG 및 막결합 항-αGST IgG를 사용한 본 발
명에 따른 쾌속 검정 포맷에 대한 개략도이다.

도 2는 실시예 4에 기재된 바와 같은 금-표지 항-αGST IgG 막 결합 항-αGST IgG를 사용한 본 발명에 따
른 쾌속 검정 포맷에 대한 개략도이다.

실시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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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발명을 수행하기 위한 모드

본 발명을 하기한 실시예들을 참조하여 더욱 설명하기로 한다.

[실시예 1]

αGST의 정제 및 정제된 αGST를 사용한 항혈청 생성

αGST의 정제

인간의  간장을  부검하여  얻었다.  간장  균질화는  하기의  조성을  갖는  균질화  완충  용액  400㎖에  간장 
113.2g을 가하여 pH 7.2에서 수행하였다:

10mM 소디움 포스페이트

250mM 서당

1mM EDTA

이어서, Waring(Wring은 상표임) 혼합기중에서 4℃에서 2분간 세포 파쇄시켰다. 결과로서 얻어진 균질물
을 11,500g로 10분간 원심분리하였으며, 상청액을 제거한 다음, 다시 48,000g로 45분간 원심분리하였다. 
최종 상청액(380㎖)을 20mM Tris-HCl로 pH 7.8, 4℃에서 광범위하게 투석시켰다. 투석이 완료되자마다, 

투석물을 S-헥실 GST 세파로스  친화 컬럼에 로딩하였다. αGST는 이 컬럼에 특이적으로 결합되었으며 
0.3mM S-헥실 GST로 용출시켰다.

이어서, 질(quality) 제어 체크를 다음과 같이 수행하였다:

1. 이와 같이 정제된 αGST는 SDS-PAGE에 의해 순수한 것으로 판명되었다.

2. 정제된 αGST는 항-αGST 항혈청과 반응하였으나 항-π 또는 항-μGST 항혈청과는 반응하지 않았다.

3. 등전점 전기영동법(isoelectric focussing)은 pI(등전점) 8.5 및 7.8에서 2개의 밴드를 나타냈다. 정
제된 B1B1(αGST)는 pI 8.5에서 하난의 밴드를 나타냈다. 따라서, pI 7.8에서의 밴드는 αGST의 다이머를 

포함하는 B2인 것으로 가정된다.

인간의 αGST에 대한 항혈청의 제조

인간의 αGST에  대한 항혈청 제조를 하기의 프로토콜을 사용하여 표시된 시간 간격을 따라 토끼(내부 
I.D.:신코(Syncor) G 및 H)를 이용하여 수행하였다.

1일째:

토끼의 귀로부터 5㎖의 전혈청(preserum)을 시험 방혈시킨 다음, 인간의 αGST항원(100㎍) 0.5㎖과 등량
의 프로인드 완전 아쥬반트(Freund's  Complete  Adjuvant)를 혼합하였다. 항원과 아쥬반트를 균질화하여 
양호한 유탁액이 형성되게 하였다. 이어서, 이 혼합물을 사전에 제모(除毛)시킨 토끼의 등위의 다수의 부
위에 피하 주사하였다.

28일째:

토끼의 귀로부터 5㎖의 전혈청(preserum)을 시험 방혈시킨 다음, 인간의 αGST 항원(100㎍) 0.5㎖과 등량
의 프로인드 완전 아쥬반트(Freund's  Complete  Adjuvant)를 혼합하였다. 항원과 아쥬반트를 균질화하여 
양호한 유탁액이 형성되게 하였다. 이어서, 이 혼합물을 토끼의 등위의 다수의 부위에 피하 주사하였다.

42일째:

토끼의 귀로부터 10㎖의 혈액을 시험 방혈시켜 취하였다.

56일째:

28일째에 기재한 것과 같은 방법으로 토끼를 두 번째로 추가 면역시켰다.

70일째:

토끼의 귀로부터 10㎖의 혈액을 시험 방혈시켜 취하였다. 타이터(titre:역가)가 충분히 높은 경우, 토끼
를 희생시키고 가능한 많은 혈액을 수집하였다.

항체 정제:

10㎖의 항혈청(토끼)을 미리 인산 식염수 완충 용액(PBS)으로 평형시킨 10㎖의 단백질 A세파로스 컬럼에 
가하였다. 토끼 IgG(전체)는 단백질 A에 결합되며, 0.1M 글리신을 이용하여 pH 3.0에서 용출시켰다. 순도
는  SDS-PAGE에  의해  확인되었으며,  기능성(functionality)(항-GST  활성)은  마이크로타이터  플레이트 
코팅, 도트(dot) 블롯 및 웨스턴 블록 분석법, 그리고 서양고추냉이 퍼옥시다제(HRP)에 대한 직접 컨쥬게
이트에 의하여 확인되었다.

마이크로타이터 플레이트 코팅의 경우에, 사용된 항-αGST의 농도는 pH 9.6의 0.1M 탄산 나트륨 완충 용
액중의 1㎍/㎖이었다.

0~50ng/㎖의 αGST 검출 범위를 갖는 αGST에 대한 효소 검정법에 사용하기 위한 항-αGST IgG-HRP 컨쥬
게이트 농도는 77ng/㎖인 것으로 판명되었다. 이 결과는 항체의 높은 감도를 나타내는 것이며, 그 이유는 
이러한 효소면역검정법(예컨대, 아일랜드, 카운티 더블린, 마운트 메리온에 소재하는 바이오트린 인터내
셔날 리미티드에 의해 상표 Mukit로서 시판되는 EIA 및 타 회사들의 EIAs)에 요구되는 농도는 통상적으로 
다른 종류의 토끼 IgG-HRP 컨쥬게이트들에 대해서는 700~7,000ng/㎖보다 훨씬 크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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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시예 2]

αGST 입자계(particle-based) 검정

1. 항-αGST IgG(PBS 중의 0.5mg/㎖)를 니트로셀룰로오스 막 스트립(3mm×8cm)상에 선분무(line-spray)하
였다. 막 준비에 있어서는 어떠한 블록킹 단계도 포함시키지 않았다. 그러나, 이러한 단계를 포함시키면 
스트립 안정성에 도움이 되고 비특이적 결합을 감소시킬 수 있을 것이다.

2. 항-αGST 항체를 항체 공급 계약 업자에 의해 제공되는 금 입자(15 및 40nm 직경)로 표지시켰으며, 희
석제로서 pH 7.2의 2mM 소디움 테트라보레이트의 0.1%(w/v) 소디움 아지드중에 보관하였다.

검정 절차

1. αGST 함유 시료를 하기의 희석제를 사용하여 소정 부피의 금-표지 항-αGST IgG와 혼합하였으며:

1%(w/v) 소 혈청 알부민

PBS 중의 1%(w/v) 트윈-20, pH 7.2

후술하는 바와 같이 시험하였다.

2. 항-αGST IgG로 사전 코팅(1~3mm 너비)시킨 니트로셀룰로오스 막을 상기한 혼합물중에 침적시키고 3~5
분까지 그 자리에 방치하였다.

시험 절차

쾌속 검정 절차법을 하기의 시료(시료 Nos. 1~5)로 수행하였다:

시료 No. 1. 25㎍/㎖(25mg/ℓ)의 αGST

시료 No. 2. 미리 알고 있는 농도의 3개의 희석된 소변 시료:1/5배 희석전에 각각 a) 6.01, b) 18.34 및 
c) 1.03ng/㎖

시료 No. 3. 오로지 희석제

시료 No. 4. πGST

시료 No. 5. 50㎍/㎖(50mg/ℓ)의 αGST

결과

시료 No. 1.:신호가 25㎍/㎖ 용액에 대해서 얻어졌으며, 이는 정상적인 소변의 αGST 레벨 보다도 1000배 
더 큰 레벨에서 조차 어떠한 '함정 효과(hook effect)'(의사(擬似) 양성)도 관찰되지 않는다는 것을 시사
하는 것이다.

시료 No. 2a~2c:3개의 모든 소변 시료(희석 완충으로 1/5 희석)중에 존재하는 αGST가 검출되었으며, 신
호 강도는 3명의 독립적인 관찰자에 의하여 관찰한 바, 처음의 αGST 농도에 비례하였다.

시료 No. 3.:오로지 희석제만을 쾌속 검정 포맷으로 시험했던 경우에는 어떠한 신호도 관찰되지 않았다.

시료 No. 4.:어떠한 신호도 관찰되지 않았다.

시료 No. 5.:이 용액은 검정중에 명확한 검출 가능한 신호를 산출하였다.

[실시예 3]

αGST 입자계 검정

1. 항-αGST IgG(마우스 단클론성; PBS 중의 1mg/㎖)의 니트로셀룰로오스 막 스트립(0.5×4cm)상에 고정
화시켰다.

2. 이 스트립을, 0.5%(w/v) 트윈 20을 포함하는 pH 4의, 트리스-식염수 완충 용액중의 2%(w/v) 폴리비닐
피롤리돈 및 2%(w/v) 비지질(non-fat) 우유 용액중에 실온에서 30분간 인큐베이션시키는 것에 의해서 블
록킹 시켰다.

3. 이 스트립을 증류수로 세정하고, 실온에서 1시간 동안 건조시켰다.

4. 항-αGST 항체를 항체 공급 계약 업자에 의해 제공되는 금 입자(40nm 직경)로 표지시켰으며, 희석제로
서 pH 7.2의 2mM 소디움 테트라 보레이트중의 0.1%(w/v) 소디움 아지드에 보관하였다.

검정 절차

1. αGST 함유 시료를 희석제로서 0.5%(w/v) 트윈 20를 포함하는 pH 7.4의 트리스 식염수 완충 용액을 이
용하여 소정 부피의 금-표지 항-αGST IgG와 혼합하였다.

2. 항-αGST IgG로 사전 코팅시킨 니트로셀룰로오스 막을 상기한 혼합물중에 침적시키고 5분까지 그 자리
에 방치하였다.

시험 절차

쾌속 검정 절차법을 하기의 시료로 수행하였다:

시료 No. 1. 250ng/㎖의 αGST

시료 No. 2. 희석제만 사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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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과

시료 No. 1.:검정중에 명확한 검출 가능한 신호를 산출하였다.

시료 No. 2.:오로지 희석제만을 쾌속 검정 포맷으로 시험했던 경우에는 어떠한 신호도 관찰되지 않았다.

기술 원리 및 실시예 2 및 3에서의 결과 해석

금-표지 항-αGST IgG는 막 위쪽으로 이동한다. 만일 αGST가 존재하는 경우에는, 금-표지 IgG/a 복합체
가 막상의 고정화된 항-αGST IgG와 결합하여 핑크-레드 라인(침전물)을 형성한다. 만일 혼합물중에 어떠
한 αGST도 존재하지 않는 경우에는, 금-표지 항-αGST IgG가 막의 상단으로 크로마토그라피되어 어떠한 
라인(침전물)도 관찰되지 않는다.

이 기술을 도 1을 참조하여 또한 설명하기로 한다. 도 1에 있어서, 니트로셀룰로오스막 스트립을 전체적
으로 도면 부호 10으로 나타내며 금-표지 항-αGST IgG를 포함하는 용기(11)내의 생물학적 유체 시료중에 
담그어지는 것을 나타낸다. 고정화된 항-αGST IgG의 밴드(1~3mm)를 점선 윤곽 12로 나타낸다. 니트로셀
룰로오스막(10)상의 시료의 이동 방향을 화살표로 나타낸다. 금-표지 항-αGST IgG는 αGST가 존재한다면 
이와 결합하여, 막 위쪽으로 이동하고, 고정화된 IgG(12)에 의해서 포획된다. 니트로셀룰로오스막(10)은 
3~5분간 사료와 접촉시킨 상태로 방치되며, 이어서 스트립 A 및 B로 표시된 바와 같이 제거된다. αGST가 
존재하는 경우(양성 결과)에는, 스트립 A에 나타낸 바와 같이 핑크-레드 라인(침전물 라인)(12)이 관찰된
다. 만일 어떠한 αGST도 존재하지 않는 경우(음성 결과)에는, 스트립 B에 나타낸 바와 같이 ,12에 핑크-
레드 라인(침전물 라인)이 형성되지 않는다. 도 1에 나타낸 배열은 순전히 도시적인 것이며, 상업적 구체
예에 있어서는, 금-표지 항-αGST는 일반적으로 시료 적용단(13)에 인접한 니트로셀룰로오스막상에 제공
(이동상으로서)된다.

본 발명의 쾌속 검정 포맷의 특별한 장점은 명백하며, 그 이유는 전 과정중 단 하나의 단계만이 포함되기 
때문이다. 그러나, 본 발명에 따른 쾌속 검정 포맷은 종래의 마이크로타이터 플레이트계의 면역검정법에 
비하여 상당히 개선된 것이라는 점을 인식하여야 할 것이다.

[실시예 4]

αGST 입자계 검정

1. 항-αGST IgG(마우스 단클론성; PBS중의 1mg/㎖)를 니트로셀룰로오스막 스트립(0.5×4cm)의 상단으로
부터 대략 1cm 떨어진 영역상에 고정화시켰다.

2. 이 스트립을, 0.5%(w/v) 트윈 20을 포함하는 pH 7.4의 트리스 식염수 완충 용액중의 2%(w/v) 폴리비닐
피롤리돈 및 2%(w/v) 비지질(non-fat) 우유 용액중에 실온에서 30분간 인큐베이션시키는 것에 의해서 볼
릭킹시켰다.

3. 이 스트립을 증류수로 세정하고, 실온에서 1시간 동안 건조시켰다.

4. 항-αGST 항체를 항체 공급 계약 업자에 의해 제공되는 금 입자(40nm 직경)로 표지시켰으며, 희석제로
서 pH 7.2의 2mM 소디움 테트라보레이트 중의 0.1%(w/v) 소디움 아지드에 보관하였다.

5. 금-표지 항-αGST 항체를 니트로셀룰로오스막 스트립의 상단으로부터 대략 3cm 떨어진 영역에 가하였
다. 금-표지 항체를 가하기에 앞서, 증류수의 30%(w/v) 서당으로 된 하층(sublayer)을 스트립의 상기한 
영역에 적용시켰다.

검정 절차

1. αGST 함유 시료를 니트로셀룰로오스막 스트립에 가하였다.

시험 절차

쾌속 검정 절차법을 하기의 시료로 수행하였다.

시료  No.  1.:희석제로서  0.5%(w/v)  트윈  20을  포함하는  pH  7.4의  트리스  식염수  완충  용액을  사용한 
250ng/㎖의 αGST

시료  No.  2.:희석제로서  0.5%(w/v)  트윈  20을  포함하는  pH  7.4의  트리스  식염수  완충  용액을  사용한 
25ng/㎖의 αGST

시료 No. 3.:오로지 희석제만 사용

시료 No. 4.:1/20 배로 희석시키기 전의 미리 알고 있는 αGST 농도 (a) 6716 및 (b) 29295 ng/㎖의 2개
의 희석된 퍼퓨세이트(perfusate) 시료

시료  No.  5.:1/20  배로  희석시키기  전의  미리  알고  있는  αGST  농도  (a)  26.62  (b)  119.34  및  (c) 
251.86ng/㎖의 3개의 희석된 혈청 시료

시료 No. 6.:1/20 배로 희석시키기 전의 미리 알고 있는 αGST 농도 (a) 7.26 (b) 31.93 및 (c) 68.12ng/
㎖의 3개의 희석된 담즙 시료

시료 No. 7.:1/20 배로 희석시키기 전의 미리 알고 있는 88.07ng/㎖의 αGST 농도를 갖는 희석된 소변 시
료

결과

시료 No. 1.:명확하게 검출 가능한 신호가 검정법중에 얻어졌다.

시료 No. 2.:명확하게 검출 가능한 신호가 검정법중에 얻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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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료 No. 3.:검정법중에 희석제만을 시험한 경우에는 어떠한 신호도 얻어지지 않았다.

시료 No. 4.:양자의 퍼퓨세이트 시료중에 존재하는 αGST가 검출되었다.

시료 No. 5.:26.62 ng/㎖(1/20 희석전)를 포함하는 혈청 시료를 시험한 경우 어떠한 신호도 얻어지지 않
았으며, 이는 본 검정법이 정상적인 혈청 레벨에 상응하는 레벨의 αGST를 검출하지 못한다는 것을 나타
낸다. 119.34 및 251.86ng/㎖ αGST(1/20 희석전)를 포함하는 혈청 시료중에 존재하는 αGST는 검출되었
다.

시료 No. 6.:7.26 및 31.93 ng/㎖ αGST(1/20 희석전)를 포함하는 담즙 시료를 시험한 경우 어떠한 신호
도 얻어지지 않았으며, 이는 본 검정법이 이들 레벨의 αGST를 검출하지 못한다는 것을 나타낸다.

68.12 ng/㎖ αGST(1/20 희석전)를 포함하는 시료중에 존재하는 αGST는 검출되었다.

시료 No. 7.:소변 시료중에 존재하는 αGST는 검출되지 않았다.

기술 원리 및 실시예 4에서의 결과 해석

시험 시료가 니트로셀룰로오스막 스트립을 따라 이동하면, 시험 시료는 스트립상의 금-표지 항-αGST 항
체와 혼합된다. 만일 시료중에 αGST가 존재하는 경우에는, 표지된 항-αGST 항체들은 항원-항체 복합체
를 형성하도록 αGST에 결합된다. 이 복합체는 스트립을 따라 이동하며 스트립상에 고정화된 항-αGST 
IgG에 결합되어, 핑크-레드 라인을 생성한다. 만일 시료중에 어떠한 αGST도 존재하지 않는 경우에는, 표
지된 항-αGST 항체가 스트립의 상단까지 이동하며, 어떠한 라인도 관찰되지 않는다.

이 기술을 도 2를 참조하여 또한 설명하기로 한다. 니트로셀룰로오스막 스트립을 전체적으로 도면 부호 
20으로 나타내며; 그 일단(21) 근처에는 금-표지 항-αGST 항체를 포함하는 영역(22)이 있다. 상기한 스
트립(20)의 상류에는 밴드 형성을 위한 고정화된 항-αGST IgG를 갖는 영역(23)이 있다. 시료가 일단(2
1)에 적용되면 스트립(20)을 따라 타단(24)으로 이동된다. 이와 같이 하는 것에 의해서, 시료는 22에서 
금-표지 항-αGST 항체와 혼합되며, αGST가 시료중에 존재한다면, 항원-항체 복합체를 형성하는 금-표지 
항체에 결합된다. 이 복합체는 23에 고정화된 항-αGST IgG에 결합되어 핑크-레드 라인을 생성한다. 만일 
αGST가 시료중에 존재하지 않는다면, 23에 어떠한 핑크-레드 라인도 형성되지 않는다.

[실시예 5]

πGST 입자계(particle-based) 검정

1. 항-πGST IgG(마우스의 단클론성; PBS 중의 0.6mg/㎖)를 니트로셀룰로오스 막 스트립상에 스폿트하였
다(1㎕/dot=0.6㎍). 막 준비에 있어서는 어떠한 블록킹 단계도 포함시키지 않았으나, 이러한 단계를 포함
시키면 스트립 안정성에 도움이 되고 비특이적 결합을 감소시킬 수 있을 것이다.

2. 항-πGST 항체(토끼 다클론성)를 항체 공급 계약 업자에 의해 제공되는 금 입자(40nm 직경)로 표지시
켰으며, 희석제로서 pH 7.2의 2mM 소디움 테트라보레이트의 0.1%(w/v) 소디움 아지드중에 보관하였다.

검정 절차

1. πGST 함유 시료(10㎕씩의 @1~500㎍/㎖)를 140㎕의 하기의 희석제 및 소정 부피(50㎕)의 금-표지 항-
πGST IgG와 혼합하였으며:

1%(w/v) 소 혈청 알부민

PBS 중의 1%(w/v) 트윈-20, pH 7.2

후술하는 바와 같이 시험하였다.

2. 항-πGST IgG(0.6 ㎍/dot)로 사전 코팅시킨 니트로셀룰로오스막을 상기한 혼합물중에 침적시키고 3~15
분까지 그 자리에 방치하였다.

시험 절차

쾌속 검정 절차법을 하기의 시료로 수행하였다:

시료 Nos. 1~4.:완충 용액중에 πGST만을 포함하며;

시료 No. 5.:완충 용액만을 포함하고;

시료 No. 6~15.:표 1에 나타낸 바와 같은, πGST를 포함하는 소변, 담즙 및 혈장

시료 Nos. 7 및 8(소변)과 12 및 13(혈장)을 정제된 πGST로 스파이크시켰다. 그러나, 담즙 시료는 πGST
를 포함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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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1]

*(50㎕시료+50㎕ 금-표지 항-πGST IgG 및 100㎕의 희석제)

결과

결과는 표 2에 나타낸 바와 같다.

13-9

1019970706706



[표 2]

t-2

상기한 결과로부터, πGST는 소변, 담즙 및 혈장 시료중에서 검출 가능하다는 것을 알 수 있다. 본 검정
법의 감도는 50ng/㎖ 정도인 것으로 보이나, 검정 최적화는 이러한 감도레벨을 개선시킬 수 있을 것이다. 
그러나, 이러한 레벨의 πGST는 생물학적 시료중에서 이미 관찰되어져 있다(예컨대, 담즙 및 조직 퍼퓨전
(perfusion) 배지).

단클론-다클론 항체 샌드위치는 본 검정 포맷에 의한 πGST 검출에 필요한 것으로 판명되었다. 그러나, 
충분한 감도를 갖는 다클론 항체가 확인되었다면, 이 IgG가 본 검정법에 이어서 기능하는 것이 가능할 것
이다(αGST에 대하여 전술한 쾌속 검정 포맷의 경우에 있어서와 같다). 선택적으로, 단클론/단클론 타입 
검정법도 충분한 감도를 나타낼 수 있을 것이다.

[실시예 6]

πGST 입자계 검정

1. 항-πGST IgG(마우스 단클론성; PBS 중의 0.6mg/㎖)를 니트로셀룰로오스막 스트립(0.5×4cm)상에 고정
화시켰다.

2. 이 스트립을, 0.5%(w/v) 트윈 20을 포함하는 pH 7.4의, 트리스 식염수 완충 용액중의 2%(w/v) 폴리비
닐피롤리돈 및 2%(w/v) 비지질(non-fat) 우유 용액중에 실온에서 30분간 인큐베이션시키는 것에 의해서 
블록킹시켰다.

3. 이 스트립을 증류수로 세정하고, 실온에서 1시간 동안 건조시켰다.

4. 항-πGST 항체를 항체 공급 계약 업자에 의해 제공되는 금 입자(40nm직경)로 표지시켰으며, 희석제로
서 pH 7.2의 2mM 소디움 테트라보레이트중의 0.1%(w/v) 소디움 아지드에 보관하였다.

검정 절차

1. πGST 함유 시료를 희석제로서 0.5%(w/v) 트윈 20을 포함하는 pH 7.4의 트리스 식염수 완충 용액을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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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하여 소정 부피의 금-표지 항-πGST IgG와 혼합하였다.

2. 항-πGST IgG로 사전 코팅시킨 니트로셀룰로오스막을 상기한 혼합물중에 침적시키고 30분까지 그자리
에 방치하였다.

시험 절차

쾌속 검정 절차법을 하기의 시료로 수행하였다:

시료 Nos. 1.:250ng/㎖의 πGST

시료 No. 2.:희석제만 사용

결과

시료 No. 1.:명확히 검출 가능한 신호가 검정법중에 얻어졌다.

시료 No. 2.:검정법에서 희석제만을 시험한 경우에는 어떠한 신호도 얻어지지 않았다.

기술 원리 및 실시예 5 및 6에서의 결과 해석

금-표지 항-πGST  IgG는 막 위쪽으로 이동한다. 만일 πGST가 혼합물중에 존재하는 경우에는, 금-표지 
IgG/πGST 복합체가 막상의 고정화된 항-πGST가 단클론성 IgG와 결합하여 핑크-레드 라인(침전물)을 형
성한다. 만일 혼합물중에 어떠한 πGST도 존재하지 않는 경우에는, 금-표지 항-πGST IgG가 막의 상단으
로 크로마토그라피되어 어떠한 라인(침전물)도 관찰되지 않는다.

본 발명의 쾌속 검정 포맷은 또한, 종래의 마이크로타이터 플레이트(또는 막)계(based) 검정법과 비교할 
때 전 과정중 단 하나의 단계만을 포함하고 있기 때문에 상당한 진전을 이루고 있다는 점을 인식하여야 
할 것이다.

실시예 7

πGST 입자계 검정

1. 항-πGST IgG(마우스 단크론성; PBS 중의 0.6mg/㎖)를 니트로셀룰로오스막 스트립(0.5×4cm)의 상단으
로부터 대략 1cm 떨어진 영역상에 고정화시켰다.

2. 이 스트립을, 0.5%(w/v) 트윈 20을 포함하는 pH 7.4의, 트리스 식염수 완충 용액중의 2%(w/v) 폴리비
닐피롤리돈 및 2%(w/v) 비지질(non-fat) 우유 용액중에 실온에서 30분간 인큐베이션시키는 것에 의해서 
블록킹시켰다.

3. 이 스트립을 증류수로 세정하고, 실온에서 1시간 동안 건조시켰다.

4. 항-πGST 항체를 항체 공급 계약 업자에 의해 제공되는 금 입자(40nm 직경)로 표지시켰으며, 희석제로
서 pH 7.2의 2mM 소디움 테트라보레이트중의 0.1%(w/v) 소디움 아지드에 보관하였다.

5. 금-표지 항-πGST 항체를 니트로셀룰로오스막 스트립의 상단으로부터 대략 3cm 떨어진 영역에 가하였
다. 금-표지 항체를 가하기에 앞서, 증류수중의 30%(w/v) 서당으로 된 하층(sublayer)을 스트립의 상기한 
영역에 적용시켰다.

검정 절차

1. πGST 함유 시료를 니트로셀룰로오스막 스트립에 가하였다.

시험 절차

쾌속 검정 절차법을 하기의 시료로 수행하였다:

시료  No.  1.:희석제로서  0.5%(w/v)  트윈  20을  포함하는  pH  7.4의  트리스  식염수  완충  용액을  사용한 
250ng/㎖의 πGST

시료  No.  2.:희석제로서  0.5%(w/v)  트윈  20을  포함하는  pH  7.4의  트리스  식염수  완충  용액을  사용한 
25ng/㎖의 πGST

시료 No. 3.:오로지 희석제만 사용

결과

시료 No. 1 및 2.:양 시료에 대한 검정법에서 명확히 검출 가능한 신호가 얻어졌으며, 신호 강도는 πGST 
농도에 비례하였다.

시료 No. 3.:희석제만을 검정법에서 시험한 경우에는 어떠한 신호도 얻어지지 않았다.

기술 원리 및 실시예 7에서의 결과 해석

시험 시료가 니트로셀룰로오스막 스트립을 따라 이동하면, 시험 시료는 스트립상의 금-표지 항-πGST 항
체와 혼합된다. 만일 시료중에 πGST가 존재하는 경우에는, 표지된 항-πGST 항체들은 πGST에 결합하여 
항원-항체 복합체를 형성한다. 이 복합체는 스트립상에 고정화된 항-πGST IgG에 결합되어, 핑크-레드 라
인을 생성한다. 만일 시료중에 어떠한 πGST도 존재하지 않는 경우에는, 표지된 항-πGST 항체가 스트립
의 상단까지 이동하며, 어떠한 라인도 관찰되지 않는다. 따라서, 이 기술은 실시예 4와 관련하여 기술한 
것에 대응하며 도 2에 도시한 것과 같다.

(57) 청구의 범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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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구항 1 

다양한 생물학적 유체중의 글루타치온 S-트랜스퍼라제(glutathion S-transferase:GST)의 하나 또는 그 이
상의 아이소엔자임(isoenzymes)을 포함하고 있는 것으로 추정되는 생물학적 유체 시료와 상기한 아이소엔
자임에 특이적이며 적어도 피코몰량의 상기한 아이소엔자임을 검출하기에 충분한 감도를 갖고 있는 입자-
표지 항-GST 항체를 접촉시키고,

시각적으로 검출 가능한 신호를 생성시키기 위한 고정화된 포획 항체상에 입자-표지 항체-아이소엔자임 
복합체를 포획시키는 것으로 구성되는,

상기한 아이소엔자임의 검출에 기초한 피검체에 있어서의 장기 상태 평가를 위한 쾌속 검정법.

청구항 2 

청구항 1에 있어서, GST가 알파 GST(αGST)인 쾌속 검정법.

청구항 3 

청구항 1에 있어서, GST가 파이 GST(πGST)인 쾌속 검정법.

청구항 4 

청구항 1 내지 청구항 3 중 어느 한 항에 있어서, 항-GST 항체가 다클론성(polyclonal) 항체인 쾌속 검정
법.

청구항 5 

청구항 4에 있어서, 항-GST 항체가 6.5ng/㎖ 정도로 낮은 αGST 농도를 검출하는 친화력을 갖고 있는 항-
αGST 항체인 쾌속 검정법.

청구항 6 

전술한 청구항중 어느 한 항에 있어서, 포획 항체가 니트로셀룰로오스막에 결합되는 쾌속 검정법.

청구항 7 

청구항 6에 있어서, 니트로셀룰로오스막에 존재하는 비특이적 결합 부위가 블록킹(blocking)되는 쾌속 검
정법.

청구항 8 

전술한 청구항중 어느 한 항에 있어서, 생물학적 유체가 희석되는 쾌속 검정법.

청구항 9 

전술한 청구항중 어느 한 항에 있어서, 생물학적 유체가 담즙, 혈장, 혈청 및 소변으로부터 선택되는 쾌
속 검정법.

청구항 10 

청구항 1 내지 청구항 8 중 어느 한 항에 있어서, 생물학적 유체가 퍼퓨세이트(perfusate)이며 상기한 방
법이 이식전 또는 체외 실험 장기를 평가하기 위하여 사용되는 쾌속 검정법.

청구항 11 

전술한 청구항중 어느 한 항에 있어서, 입자가 15~40nm 범위의 평균 직경을 갖는 금 입자인 쾌속 검정법.

청구항 12 

GST 아이소엔자임에 특이적인 입자-표지 항-GST 항체를 포함하는, 청구항 1 내지 청구항 11 중 어느 한 
항에 다른 방법을 수행하기 위한 키트(ki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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