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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약

내용 없음.

대표도

도1

명세서

[발명의 명칭]

설페이트-환원 세균의 측정 및 살균 방법

[도면의 간단한 설명]

제1도는 본 발명의 한가지 형태에 따라 구성된 멀티포트 프로세서의 부분 블록, 부분 개략도.

제2도는  제1도는  시스템에  사용하기  위한  본  발명의  한가지  태양에  따라  구성된  리셉터클의  부분 절
단면도.

제3도는 제1도의 시스템에 사용될 수 있는 또다른 형태의 리셉터클의 전개도.

제4도는 제1도의 시스템에 사용될 수 있는 또다른 리셉터클의 전개도.

제5도는 제1도의 시스템에 사용될 수 있는 또다른 리셉터클의 부분 절단면도.

제6도는 제1도의 시스템을 사용하여 복합 시험을 수행하는 컴퓨터 제어방법의 흐름도.

제7도는 본 발명의 시스템에서 사용될 수 있는 또다른 형태의 다기관의 부분 개략도.

제8도는  본  발명의  또다른  태양에  따라  구성된  복합  혼합물의  성분을  분리하기  위한  멀티포트 프로
세서의 부분 블록, 부분 개략도.

제9도는 미소역가 평판에 사용하기 위해 변형시킨 본 발명 시스템의 부분 개략도.

[발명의 상세한 설명]

본  발명은  수성  환경,  특히  오일  저장소,  오일  및  가스웰,  수도관,  용기,  및  냉각탑  등에서 부식시
키고  유독한  황화물  이온  및  공급원을  발생시키거나  산패시키는  해로운  설페이트-환원  세균의 개선
된 살균방법에 관한 것이다. 

한가지  태양으로,  본  발명은  면역  검정  기술을  사용하여  수성  환경중의  설페이트-환원  세균의 존재
여부를 측정하는 방법에 관한 것이다. 

또다른 태양으로, 본 발명은 설페이트-환원 세균의 존재여부를 측정하는 장치에 관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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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페이트-환원  세균은  절대  혐기성  진정세균이다.  이들  세균은  생리학적으로  및  형태학적으로 상당
한  다양성을  나타내며  인지되어  있는  간단한  분류체계가  있다.  이들  세균은  적어도  다음의  속으로 
다양하게  분류된다.   :  디설포비브리오(Desulfovibrio),  디설포토매큘럼(Desulfotomaculum), 디설포

모나스(Desulfomons),  디설포박터(Desulfobacter),  디설포벌버스(Desulfobulbus), 디설포코커스
(Desulfococcus),  디설포네마(Desulfonema),  디설포사시나(Desulfosarcina),  및 써모디설포박테리움
(Thermondesulfobacterium)  또한,  설페이트-환원  세균간의  형태학적  및  생리학적  유사성이  접한 
속관계를  반드시  반영에  주지  못한다.  설페이트-환원  세균은  단지  최종  전자  공여체로서  설체이트를 
사용하며  모두가  혐기성이라는  공통점을  갖는다.  본  명세서에  사용된  용어  "설페이트-환원  세균"은 
분류방법과는 상관없이 상기한 두 가지의 기준이 적용되는 "세균"및 미생물까지도 포함될 수 있다. 

설페이트-환원  세균은  천연적으로  무산소  상태가  지배하는  생태학적  니이체를  함유한다.  가장 다양
한  종류의  설페이트-환원  세균이  발견되는  곳은  천연적으로  영구히  무산소  상태이면서  설페이트가 
풍부한  저온  또는  중온의  염분  침적지,  예를  들면  강어귀  및  해양지의  협소한  침적지이다.  설페이트 
이온의  최정적으로 N2 S로의  환원은  산소의  환원이  대체된  것이다.  설페이트-환원  세균은  탄수화물, 

단백질,  핵산  및  지질의  분해산물로  알려진  거의  모든  화합물을  이용한다.  설페이트-환원  세균에 대
한  대표적인  전자공여체는 N 2,  포르메이트,  아세테이트,  프로피오네이트,  고직쇄  및  측쇄  지방산, 모

노하이드록시  알코올,  락테이트,  디카복실산  ,페닐-치환된  카복실산,  및  연관된  사이클릭 화합물이
다.  예컨대  그들  세균은  "호흡"하기  위하여  설페이트  이온이  함유된  무산소  수성  배지를 좋아하며
 "먹기"위하여 대사 찌꺼기를 함유하는 무산소 수성배지를 좋아한다. 

오일가스 공업,  화학 공업,  전기응용 산업,  및  기타 공업을 포함한 많은 공업은 이들의 장치내에 설
페이트-환원  세균을  위한  이상적인  서식지를  제공해  왔다.  예를  들면,  설페이트-환원  세균은  특히 
물을  유출시킬 때  오일  저장소에 증식하여 다량의 H2 O를  형성하고 결국  저장소를 부식,  이탈,  및 안

정성의  문제점을  야기시키면서  산패시킨다.  이들  세균은  용기내,  수도관내,  냉각탑상부,  및  기타 장
소에서  자라는  기타  미생물의  콜로니  아래에서  생물학적  니이체를  점유할수  있으므로  심각한  부식 
문제점을 유발하는 H2S 및/ 또는 기타 대사산물을 형성입니다. 

특히  오일  공업에서의  공업장치에  설페이트-환원  세균의  해로운  영향을  저지시키거나  감소시키기 위
해  다양한  살균  방법이  사용될  수  있지만  살균제  또는  세균성장  정지제를  본  시스템에  유입시킨다. 
예를  들면,  염소,  오존,  아크롤레인,  4급  암모늄  염,  퍼옥사이드  또는  기타  많은  공지방법을  사용할 
수 있다. 

그러나,  효율적인  비용을  쓰고  시스템에  불필요한  해로운  영향을  미치지  않으면서  설페이트-환원 세
균을  효과적으로  억제할  수  있는  살균방법을  위해서는  처리될  환경에  존재하는  설페이트  -  환원 세
균의 존재여부 및/또는 양을 측정할 수 있는 보다 양호한 방법이 요구되고 있다. 

결국,  수성  환경  내에  존재하는  설페이트-환원  세균을  측정는  방법을  개발하는데  노력을  기울여 왔
다. 

본  분야에서 사용할 수  있는 설페이트-환원 세균의 탐지 방법은 비전문가가 수행할 수  있을 만큼 간
단하면서,  광범위하고  그러나  신뢰성  있고,  정확하면서  정량적이며  신속한  방법이  바람직하다. 이러
한  기준을  만족시키며  모든  설페이트-환원  세균을  필수적으로  탐지하는  면역학적  방법이  본  발명의 
목적이다.  이러한  면역학적  방법이  가능한  이유로는  설페이트-환원  세균의  속은  항원부위를 공유하
는 독특한 효소 단백질을 함유하기 때문이다. 

관련 분야에 대해 상세하게 설명되어 있는 참고문헌은 다음과 같다. :

문헌[Biotechnology  New,  August  15,  1986]에는  상이한  설페이트-환원  세균의  표면  항원에  대한 6개
의  폴리클로날  항체  제재를기본으로  한  키트  및  설페이트-환원  세균을  탐지하기  위한  목적의  면역 
형광  검정법이  기술되어  있다.  해양용  및  육상용의  두가지  항체  혼합물이  있다.  설페이트-환원 세균
의 상이한 속 가운데 상이한 것으로 알려진 표면 항원의 항체가 기본이 된 상술한 키트는 항체의 혼
합물을 필요로 하며 혼합물은 대항할 것  같은 설페이트-환원 세균의 모든 속  및  종의 항체를 함유함
을 전제조건으로 해야 한다. 

논문[A.D.Smith,Arch,  Michhrobiol,  133  :  118-121  (1982)]에는  설페이트-환원  세균의  동정시에 표
면  항원을  사용함으로써  발생할  수  있는  결점이  기술되어  있다.  설페이트-환원  세균의  균주  5종류에 
대한  5종류의  특정  혈청을  제조하고  이  5종류  혈청을  동일  용량으로  혼합하여  하나의  다가  혈청을 
제조한다.  이  혈청을  4종류의  대조  유기체와  함께  디설포비브리오  및  디설포토마큘럼  속의  균주 44
종류에  대하여  시험한다.  약한  반응성을  그룹내  및  그룹간에서  볼  수  있지만  면역  반응성은  대체로 
균주  특이성이다.  다가  혈청을  포함한  형청  어느  것도  본  시험에서  모든  설페이트-환원  세균을 탐지
하지 못했다. 대조 세균과의 역반응성은 약하거나 없다. 

문헌[Norqvist  et  al.,  Applied  and  Environmental  Mecrobiology  50  :  31-37(1985)]에는 디설포비브
리오의  소수  균주의  외피  단백질이  아주  상이하며  디설포토매큘럼의  최소  한종의  외피  단백질이 다
른 몇몇 종의 외피 단백질과는 독특하게 상이하다는 점이 기술되어 있다.  본  연구는 표면 항원에 대
한  혈청이  충분히  역반응하여  상이한  속의  설페이트-환원  세균을  탐지할  수  없는  이유를  입증하고 
있다. 또한 본 연구는 설페이트-환원 세균 사이에 단백질 외피 분자의 다양성을 지적하고 있다. 

세균을   탐지할  목적으로  항원에  대한  항체를  사용하는  방법이  본  발명  이전에  다른  세균을 탐지하
는  데에도  사용되어  왔었다.   예를  들면,  나이세리아  속(임질  유발  유기체)의  존재  여부를  신속하고 
정확하게  탐지할  수  있는  방법이  요구되어  있다.  통상적인  검사방법  중의  혈청학적  방법이다.  이들 
세균에  혈청학적  방법을  사용할  수  있는  한계점이  발표문["International  Symposium  on  Gonorrhea", 
B. B. Diena, Ed., a collection of papers presented at the Octpber, 1973 Internation] 
Symposium  on  Gonorrhea  sponsored  by  the  Health  Protection  Branch,  Health  and  Welfare  Canada, 
Ottawa,  in  the  Chapter  entitled  :  Used  and  Limitations  of  Serologic  Teats  for  Gonorrhea  :  A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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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verview " by L.C.Norins, p.34-43]에 기술되어 있다. 

세균  표면  항원의  항체로  나이세리아를  검출하기  위한  한계점을  극복하기  위하여,  미합중국  특허 제
4,166,765호,  제4,188,371호  및  제4,245,038호에서  에이취,  에이취,  위트톨(H.H.Weetall)은  액체 샘
플중에  나이세리아의  존재에  대한  상당히  간편하면서  신속한  몇가지  검사  방법을  개발하였으며 나이
세이라  속에  독특한  나이세리아  세균의  효소를  개발하는데  기초를  설립하였다.  나이세리아 세균으로
부터  1,2-프로판  디올을  위한  효소에  대한  혈청을  제조하고  세균  샘플의  용해질  내에  존재하는 언급
된 효소를 검출하기 위한 면역 검정법에 사용하였다. 

본  특허원에는  한가지  설페이트-환원  세균  속으로부터  얻은  효소  아데노신  5'-포스포  설페이트  환원 
효소(환원  효소)의  정제된  제재의  항체는  놀랍게도  다른  설페이트-환원  세균  속의  세균  용해질  내에 
존재하는 분자와 역반응함이 기술되어 있다. 

문헌[Widdel,  in  Anaerobic  Bacferia  iv  Habiats  Other  Than  Man,  1986,  eds.ε.M.Barnes,  and  G.C. 
Mead,  Blackwell  Scientific]에  기술된  바와  같이,  설페이트-환원  세균을  8가지의  속으로  이루어져 
있다. 

이들은  생리학적으로,  형태학적으로  다양하여  구아닌+시토신  함량(DNA  조성의  근사값)이  상당히 광
범위하다(34 내지 67몰％).

문헌[H.D.Peck,  Chapter  18.  pages  309-335,  in  Microbial  Chemoautotrophy,  edited  by  W.R.  Strohl 
and  O.H.Tuovine,  Published  by  Ohio  State  University  Press,  Columbus,  Ohio]에는  설페이트-환원 
세균의 생리학적 다양성이 기술되어있다. 

상이한  설페이트-환원  세균의  시토크롬 C3 에  대한  면역학적  연관성을  연구하기  위하여  시토크롬 C3 에 

대한  간접  효소-연결된  면역  흡착  검정법을  사용한[문헌Singletion,  et  al.,  Arch,Microbiol.139  : 
91-94,  (1984)]에는  디설포비브리오  속의  다양한  균주로부터  얻은  시토크롬 C3 는  현저히  상이한 항

원  결정기를  함유하고  있음이  기술되어  있다.  본  저술자는  설페이트-환원  세균은  이전에  제시된 것
에 보다 훨씬 더 다양하다고 결론을 지었다. 

문헌[Skyring  et  al.,  Can.J.Microbiol.,  19:  375-380(1973)]에는  설페이트가  황화수소로의  환원과 
관련된  독특한  에너지  대사작동  때문에  소위  이화  설페이트-환원  세균이라는  명칭이  기술되어  있다. 
본  저술자들은  모든  설페이트-환원  세균이  공통적인  기작으로  설페이트를  환원시킴을  제시하고 
있다.  이들은 생화학적 측면에서 볼  때  다른 세포의 성분 이외에 설페이트 환원 경로에 필요한 효소
의  유사성을  반영한다고  주장한다.  이들은  두가지  속의  이화  설페이트-환원  세균의  균주  13 종류로
부터  얻은  아데노신  5'-포스포설페이트  환원  효소(APS  환원  효소)를  포함한  설페이트  환원  경로의 
세종류 효소에 대한 전기영동 특성을 비교하였다. 

문헌[Stille  et  al.,  Arch.  Microbiol.137]  :  140-150(1984)]에는  연구시  정제된  ASP  환원  효소의 

특성이  비교되어  있다.  효소는 1.7×10
5
 내지 2.2×10

5
의  범위에서  분자량이  상이하며  효소  분자당  4 

내지 8개의 비헴 철 원자를 함유한다. 기타 유사성 및 상이성의 기술되어 있다. 

문헌[Aketagwa  et  al.,  J.Gen.Appl,  Microbiol.31  :  347-357(1985)]에는  한가지  디설포비브리오 속
의  5종에  포함된  균주  10종류로부터  얻은  설파이트  환원효소,  수소효소,  및  체세포  항원  사이의 면
역학적  역반응성이  측정되어  있다.  이들  저자는  디설포비브리오의  설파이트  환원효소가  공통적인 항
원  결정기를  함유함을  기술하고  있다.  그러나,  균주마다  생리화학적  특성이  상이한  수소효소는 한정
된  면역학적  역-반응성을  나타내었다.  디설포비브리오의  설파이트  환원효소의  면역학적  역반응성  및 
기타  공지된  특성은  설파이트  환원  효소의  구조가  진화과정시  다른  세포성분  보다  더욱  더  양호하게 
보존되어  왔음을  시사해준다.  균주  10종류로부터  얻은  수소효소  사이에  면역학적  역-반응성도 나타
내지  않았으며  상기  인용된  결과와  일치하여,  몇  종류의  균주  사이에는  역반응성이  나타났지만 시험
한 체세포 항원에 대한 혈청은 어떠한 것도 속(genus)에 속하는 10가지종 모두와 반응하지 않았다. 

상술한  바와  같이  설페이트-환원  세균의  세포내  분자  및  항원의  모든  이절성에도  불구하고,  본 발명
은  설페이트-환원  세균에  존재하는  APS  환원효소는  면역학적  방법으로  그들  세균을  검출가능케  하는 
충분한  면역학적  역-반응  부위를  찾아  용해된  샘플  중에  존재하는  설페이트-환원  세균을   가능케하
는  검사방법을  이용한다.  소수의  설파이드  산화  세균에  APS  환원효소가  존재한다고  알려져있지만, 
이들  효소는  설페이트-환원효소의  것과  면역학적  역-반응성을  나타내어  본  발명의  방법에  따라 설페
이트-환원 세균을 검출하는데 지장을 초래한다. 

따라서,  본  발명은  특히  오일  공업의  공업용  장치에서  자라는  설페이트,  환원  세균을  살균하기  위한 
개선된  방법을  제공한다.  또한,  본  발명은  수성  환경  내의  설페이트-환원  세균의  존재  여부  및/ 또
는  양을  신속히  측정하는  장치를  제공한다.  또한,  본  발명은  공업  시스템  또는  기타  장소에서 성장
하는  설페이트-환원  세균을  검출하고/하거나  정량하는  정확하면서도  간편하고  신속한  방법을 제공한
다. 

본  발명의  목적은  수성  환경내에  존재하는  설페이트-환원  세균을  제거하기  위한  개선된  방법을 제공
하는 데 있다.  설페이트-환원 세균의 존재 여부 및 존재할 경우 그 양을 아주 특이한 면역 검정법으
로  측정하고  해롭지  않은  유효량의  살균제  또는  세균  성장  정지제를  수성환경에  투입시켜  탐지된 설
페이트-환원 세균을 살균한다. 

본  발명의  또다른  목적은  세균이  설페이트를  환원시켜  에너지를  얻는데  사용하는  효소,  아데노신 
5'-포스포설페이트  환원효소에  대해  특이한  면역  검정법으로  수성  환경에  존재하는  설페이트-환원 
세균을 독특하게 검출하는 방법을 제공하는데 있다. 

또한,  본  발명의  목적은  설페이트-환원  세균이  설페이트를  환원시켜  에너지를  얻는데  사용하는 
효소,  아데노신  5'-포스포설페이트  환원효소를  이용한  면역  검정법으로  수성  환경에  존재하는 설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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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트-환원 세균을 급속하게 검출하기 위한 장치를 제공하는데 있다. 

기타  발명의  목적은  당계  전문가가  본  특허원의  명세서  및  청구범위를  읽고  나면  명확하게  알수 있
다. 

수성  환경에  존재하는  설페이트-환원  세균은  (a)  모든  미생물이  존재하는  환경으로부터  취득한 샘플
의  용해질이  예를  들면  설페이트-환원  세균이  설페이트  잔기를  환원시켜  에너지를  얻기  위하여 사용
하는  효소가  용해질에  방출되도록  제조하고,  (b)  최소한  용해질의  분취량을  항체-효소반응을  위한 
반응  조건하에서  효소에  대한  항체와  접촉시키며,  (c)  모든  존재하는  효소의  반응  생성물  및  항체를 
검출하여  설페이트-환원  세균의  준재  여부를  측정하여  검출한다.  본  발명의  바람직한  방법에  따라, 
샘플으로부터  용해되어  항체를  제조하기  위해  사용된  효소는  설페이트-환원  세균의  세포벽  내부에 
위치한 아데노신 5'-포스포설페이트 환원효소이다. 

본  발명의  한가지  태양에  따라  ,  설페이트-환원  세균을  살균하기  위한  유효량의  살균제  또는 세균성
장  정지제를  설페이트-환원  세균이  검출된  경우  바람직하게는  과량  또는  유해량이  아닌  유효량으로 
투입한다. 

본  발명의  또다른  태양에  따라,  본  발명의  방법을  수행하기  위해  바람직하게는  "시험용  키트"형태의 
장치를  제공한다.  한가지  태양으로,  "시험용  키트"는  음푹한  포트가  달린  용기,  및  상이한 단백질으
로부터  정제돈  설페이트-환원  세균의  APS  환원효소를  면역  시스템이  있는  유기체에  주입시킨  다음 
APS  환원효소에  대한  항체를  유기체로부터  회수하여  유도된  APS  환원효소에  대한  항체를  함유함을 
특징으로  하는  용기내에  저장된  시약을  함유할  수  있다.  본  발명의  바람직한  태양으로,  APS 환원효
소에  대한  항체를  용기에  저장되어  항체를  결합시킬  수  있는  고체상  지지체에  결합시키거나 연결시
킨다. 

참고 자료로는 1986년 10월 22일 유럽에 공개된 유럽 특허원 제0198413호와 미합중국 특허 제
722,373호를 들수 있다. 본 발명을 수행하기에 적합한 장치는 상기 특허원의 장치를 개선한 것이다. 

본  발명의  방법을  수행하기  위한  "시험용  키트"와  연관되어  본  발명의  한가지  태양으로  차지하는 장
치는  유럽  특허원  제0198413호의  일부를  형성하는  첨부된  도면과  관련시켜  하기에  상세히  설명하여 
완전의 이해하고자 한다. 

바람직한  방식을  수행하기  위한  장치  및  시스템과  연관된  본  발명의  바람직한  태양은  유럽  특허원 
제0198413호의  도면을  참고로  하여  기술되어  있다.  그러므로,  본  시스템은  다기관을  통하여  도관 12
의  형태로  폐된  방을  규정짓는  멀티포트  다기관  10을  포함함을  알수  있다.  도관  12의  한쪽  끝은 
밸브 14  및  폐기물트랩 16를  통해 진공원 18에  연결된다.  전형적으로 진공원은 진공 흡기기 또는 펌
프이다.  복수계의  리셉터클  포트  20이  다기관  10의  상부에  형성되어  있고  각각은  하기된  적합한 리
셉터클  또는  다른  급속  검정장치가  수용되도록  되어  있다.  각  리셉터클이  완만하게  삽입  및 제거되
도록  진공  봉을  제공토록  토안되어  있다.  도관  12는  또한  밸브  17를  통해  가스원  19에  연결된다. 
;  전형적으로  가스원은  대기압의  공기이다.  도관  12의  다른  끝은  적합한  밸브  22를  통해  보조시약 
24,  세척액 26  및  기질 28의  각  공급원에 연결된다.  밸브 14,  19  및  22  각각은 차례로 적합한 공정 
제어 유니트 30에 의해 조절된다. 

포트  20를  위한  봉은  유사하게  데이퍼된  리셉터클  팁  42(제2도)가  수용되도록  되어  있는  내부 데
이퍼(도시되어  있음)을  갖추거나,  외부의  봉이  바람직할  경우  제8도와  관련하여  하기된  유사하게 
데이퍼된  리셉터클  팁의  내부가  맞도록  되어  있는  테이퍼된  스탭(도시되어  있지  않음)을  다기관에 
제공되도록  포트를  도안하여  달성될  수  있다.  어떠한  경우에,  포트  20은  다양한  다른   시험  장치가 
수용되도록 고안될 수 있다. 

밸브는  도관  12로  과량의  여러   유액  및  진공원  및  공기원을  조절하기  위하여  전기적으로  제어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급속한  온-오프  제어를  약  0.1초  내에  제공하는  밸브를  선택하는  것이  중요하다. 
만족스러운  한가지  밸브는  회사[ACRO  Air  Associates  of  Concord,  California  (Part  #940121418)] 
제품의  핀치  밸브이다.  도관을  서로  연결시키기  위해  실리콘  고무  튜브와  혼용되는  이들  밸브는 시
험시  성공적으로  사용되었다.  이러한  형의  컴퓨터는  잘  알려져  있기  때문에  더이상  기술한  필요가 
없다.  예를  들면.  본  목적을  위해  HP-85  컴퓨터가  성공적으로  사용된다.  이러한  컴퓨터를  위한 소프
트웨어는  하기될  것이다.  진공원  18은  수은  진공의  25인치보다  크거나  동일한  진공을  제공할  수 있
는  공급원이어야  한다.  성공적으로  사용된  한가지  진공  펌프는  회사[SGA  Scientific  in  Bloomfield, 
New Jersey Part #LV-6610)]로부터 입수가능하다. 

각각의 포트 20은  다기관 10의  상부에 형성된 데이퍼된 음푹한 곳 32의  형태로 취하여 도관 12와 연
결될  수  있다.  다기관10은  화학적  및  생물학적으로  완전한  모든  물질으로  형성될  수  있다.  이 목적
을  위해  적합한  물지른  폴리에틸렌,  폴리프로필렌,  또는  회사[E.I.du  Pont  de  Nemours  and Compan
y]에서 시판하는 "실린(Surlyn)"와 같은 이오노머이다. 

제1도의  다기관에  사용될  수  있는  전형적인  리셉터클은  둥근  상부  또는  방  38  및  연장된  관부  40을 
갖춘  피펫의  일반적  형태로  제2도에  도시되어  있다.  리셉터클은  다기관에  사용된  어떠한  플라스틱 
재료로도 형성될 수  있다.  상부의 둥근 부분 38은  탄력적인 것이 바람직하며 연장된 관부 40에 연결
되어 이것은 다기관 포트 32의 테이퍼에 삽입될 수 있는 테이퍼된 팁 부분 42에서 종결된다. 

상부의  방  38은  유액이  리셉터클로  유입되고  유출되는  것을  손으로  측정하는  수단을  제공한다. 리셉
터클을  손가락으로  눌러  압력을  가하여  손으로  사용할  경우  및  사용한다면  사용자는  리셉터클로 유
입 또는 유출되는 샘플 및 액체 시약의 양을 조절할 수 있다. 예를 들면, 시험 유액을 튜브의  벽에 
표시된  눈금까지  빨아들일수  있다.  이러한  방법으로  측정된  샘플의  양  측정기를  더이상  사용하지 않
고 리셉터클에 유입시킬 수  있다.  상부의 방은 포획된 시약을 저장하기 위해 사용될 수  있다.  또한, 
다른 종류의 시약,  즉,  항체 효소 결합체 또는 다른 종류의 표지 시약도 본 장치의 상부방에 저장할 
수  있다.  다공 보유기가 리셉터클의 관부 40  보유기 내부로 삽입되어 투과성 장벽으로 작용할 수 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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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보유기의  구멍은  유체  흐름  또는  분석  대상인  세포,  미생물,  세포  단편  또는  미립자의  유입을 
제한할  만큼  크지는  않다.  한편,  구멍은  미립자  포획  시약이  충분히  모아질만큼  작을수  있다. 이러
한  방법으로,  포획  시약이  효율적으로  보유되고  세척될  수  있다.  그러므로  다공  보유기  44를 리셉터
클의  관부  40  내부로  삽입시키기  전에  미립자  도획  시약  41을  상부방  구획  38  내로  유입시킨다. 한
가지  특히  유리한  방식에  따라,  다공  보유기와  포획  흡착제의  기능을  혼합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이
것은  APS  환원  효소에  대한  항체와  같은  포획  시약을  다공  보유기  또는  칼럼  튜브의  벽상에 고정시
켜 달성될 수 있다. 포획 시약은 고체 지지체에 부착시켜 고정시킴으로써 리셉터클을 떠날수 없다. 

관부의  내부  직경과  함께  관부  40의  길이는  상부방  구획  38의  용량과  동일하거나  적은  체적을 형성
할 수 있다.  유사하게,  관부 40의   내부 용량은 시험될 설페이트 환원 세균의 용해물과 같은 분석물
과  수반되는  시약  유액의  샘플,  즉,  시험  유액의  용량을  초과할  수  있다.  그러므로,  리셉터클의 내
부 용량은 시험유액의 용량에 2배 이상 초과해야 한다. 

또다른  태양으로,  관부  40은  칼럼으로서  패킹될  수  있다.  이에  의해  흡착제  시약이  샘플  분석물의 
포획을 위한 미소 칼럼으로 형상화된다.  칼럼 구획은 또한 제2  시약 구획으로서 작용할 수  있다. 그
후 즉시 발견된 APS  환원 효소에 대한 항체를 갖는 포획 또는 시약 미립체를 제조시 가하고 칼럼 방
에  저장할  수  있다.  칼럼은  칼럼  패킹을  보유하기  위해  칼럼의  끝에  다공  플러그(도시되어  있지 않
음)을 형성함으로써 간단히 형성된다. 

또다른  태양으로,  부가적인  방을  장치에  가할  수  있다.  예를  들면,  분쇄가능한  앰플  또는 블리스터
를  밸브  38에  도입시킬  수  있다.  이러한  방법으로  시약은  시험  방법의  적당한  단계까지  구획될  수 
있다. 블리스터 부분의 앰플은 시약 전달을 위해 압력을 가하여 개방시킬 수 있다. 

시약 저장시 시약 보호를 위해 또는 시험시 장치를 다루는 사용자는 보호하기 위해 필요한 경우, 보
호  캡43을  리셉터클의  끝을  덮을수  있다.  예를  들면,  리셉터클  내로  운송시  및  저장시  무수  시약을 
보호하기에  유효한  습윤  장벽을  제공하기  위해  보호  캡을  사용할  수  있다.  작업시,  리셉터클  내에 
함유될  수  있는  샘플  물질에  사용자가  접촉되는  것을  감소시키기  위해  캡을  사용하는  것이  바람직할 
수  있다.  또한,  캡을  사용하여  시험후  리셉터클  내의  색깔  형성  시약을  봉시켜  이들  시약이  색깔 
형성  과정시  새어나가는  것을  방지할  수  있다.  캡은  리셉터클에서  기술된  것과  유사한  화학적으로 
불활성인 연질 플라스틱으로 제조할 수 있다. 

포트  32의  모양에  상응하여  형상을  갖춘  플러그  46은  시험  조작시  리셉터클에  의해  점유되지  않은 
모든  다기관  포트를  폐시키기  위해  사용될  수  있다.  플러그  46은  리셉터클과  동일한  재료의 플라
스틱으로 형성될 수 있다. 

조작  원리는  유액  리셉터클을  멀리포트  다기관의  포트  속으로  삽입시켜  형성된  폐식  시스템의 형
성에  의해  결정된다.   이것은  다기관의  내부와  리셉터클  또는  시험장치의  내부와  연결시킨  폐식 
시스템을  형성한다.  공동작용으로  진공  및  공기  밸브가  개방되어  각  리셉터클  내의  작동  압력이 대
기압  이하로  감소하거나  이상으로  증가한다.  공동  작용으로  시약,  공기,  진공,  기질  및  세척액 밸브
가  개방되고  폐되어  각  리셉터클에  유액을  제공한다.  진공  및  공기는  주기적으로  적용시키는  것이 
바람직하다. 동일한 작동력을 사용하여 리셉터클로부터 유액을 제거할 수 있다. 

진공  적용시,  리셉터클에  보유되어  있거나  리셉터클에  가해진  공기  또는  가스는  팽창하면서  팽창 기
포를  제공하여  리셉터클  밖으로  유액을  "펌핑'시켜  유액이  리셉터클으로부터  용이하게  제거되도록 
한다.  이  방법에  의해,  진공력이  한쪽  방향으로  적용되어  두  방향의  유액이  리셉터클  장치안으로 또
는 밖으로 전달될 수 있다. 

그러므로  유액  흐름은  주사기  또는  유액  펌프와  같은  복합한  장치가  사용되지  않고도  도달될  수 있
다.  이러한  방법으로,  본  시스템을  음의  압력에서  작동시킬  수  있다.  따라서,  유액은  진공  한쪽 방
향으로  적용됨으로써  단일  포트를  통해  리셉터클의  안쪽  또는  밖의  두  방향으로  신속히  이동할  수 
있다.  진공  및  공기가  주기적으로  공정  작용하여  리셉터클  내에서  고체상  포획  시약이  교반되며 "활
성"  분석물이  포획된다.  다기관에서  진공  이상으로  조절되면  샘플  및  시험  시약이  시약을  통해 앞뒤
로  순한한다.  이에  의해  분석물의  결합물은  증가하고  고체상  지지체에  의한  분석물  포획율은  최대로 
된다.  예를  들면,  샘플중의  분석물이  지지체에  효율적으로  결합할  때까지  재순환  과정은  계속될  수 
있다. 이러한 능력은 분석 시간을 줄여줄 뿐만 아니라 최대 시험 반응을 보장한다. 

제6도에는  제어기유니트  30(제1도)이  여러  가지  밸브  14,17,22(제1도)를  가동시켜  리셉터클  36이 진
공  또는  가스  압력  또는  여러  가지  세척액  또는  시약을  받도록  지시하는  일반적인  프로세서 프로그
램  흐름도가  도시되어  있다.  프로그램은  블록  50에  도시된  바와  같이  처음에  시스템을  퍼지하여 사
용전에  시스템이  세정까지를  포함한다.  이  사이클에서,모든  포트  32를  리셉터클  포트  플러그  46이 
막음으로써  시스템이  폐된다.  퍼지  사이클동안,  5초  간격으로  밸브  14가  개방됨에  따라  처음에 공
급원 18의  진공이 도관 12에  적용된다.  그런  후,  즉시,  세척  용액을 위한 밸브 22가  짧은  기간, 전
형적으로는 0.2초 동안의 진공으로 열린다. 

사이클중  이  시기에  세척액이  도관  12로  흘러  폐기물  트밸  16를  통해  진공원  18까지  빠져나감으로써 
도관이  완전히  세정된다.  이  사이클을  수회,  보통  3회  반복하며  이때  진공  처음에  적용되면서  밸브 
14가  세척  밸브중  하나와  함께  열린다.  그런  후,  진공은  모든  액체가  시스템으로부터  제거되는  짧은 
시간  동안,  보통  2초  동안  유지되며  이어서  조정자는  정지명령을  받아  더이상  진행하기  전에 리셉터
를 장치에 고정시킨다.  이러한 정지시에.  분석된 샘플과 몇몇 형태의 복합 반응,  즉  복합체 형성 반
응을 겪게될 포획 시약이 각각 함유된 리셉터를 36은 다른 포트 32에 고정된다. 

계속해서,  블록  52에  도시된  바와  같이,  샘플  재순환  과정이  시작된다.  이  과정  동안에,  리셉터클 
내의  시험  유액은  포획  시약을  통해  리셉터클의  관부  내로  연속유입된  다음  리셉터클  내의  둥근 구
획  38내로  역유입된다.  이  과정을  5  내지  10회  반복하면  샘플과  포획  시약이  효과적으로 상호작용한
다.  이  과정은  처음에  밸브  14를  통해  증진되는  온화환  진공을  적용하며  동시에  공기  밸브  17을 열
어줌으로써 달성된다. 약 0.5초 동안 지연시킨 후, 공기 밸브 14를 보통 5 내지 10초 동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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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방한다.  이에  의해  시험  유액이  리셉터클의  상부로  다시  흐른다.  이어서  유효하게  분석물이 포획
될  때까지  상술한  진공/공기  밸브  과정을  전형적으로  3  내지  10회  반복한다.  작동시,  유액이  하기한 
바와 같이 후에 흡입되도록 리셉터클 내에 약간의 가스 또는 공기를 남기는 것이 중요하다. 

이어서,  블록  54에  도시된  바와  같이,  샘플을  리셉터클으로부터  제거하고  폐기물  트랩  16으로 통과
시킨다. 

이  과정은  리셉터클  사이에  샘플이  전달되지  않으면서  수행해야만  한다.  전형적으로,  이  과정은 리
셉터클로부터  유액을  서서히  제거하고  다기관  방  10중의  시험  유액이  트랩으로  쏠려  나갈  때  그들을 
희석시켜  수행한다.  계속하게  리셉터클  내의  압력은  진공  및  세척  밸브자  0.1초  간격으로  동시에 반
복하여  열림으로써  점차  감소된다.  이에  의해  리셉터클  내의  압력은  점차  감소되면서  세척액이 다기
관을 통해 려  나가  트랩 16으로  쏠려 나간다.  그런  다음 진공 밸브 14를  0.5초  간격으로 수회 반
복하여  개방함으로써  좀더  강한  진공을  가하여  모든  잔여  유액을  제거하면  샘플  제거  사이클은 완성
된다. 

이어서,  56(제6도)에  도시된  바와  같이  리셉터클을  세척할  수  있다.  세척  사이클  동안,  밸브  14를 
전형적으로  5  내지  10초  달러  개방께서는  리셉터클을  진공상태로  만든다.  그런  후,  밸브  19와  22를 
열어  세척액을  주입시킨다.  이에  의해  리셉터클은  세척액으로  채워진다.  이어서,  진공  및  공기를 다
기관  시스템에  차례로  가하여  유액을  제거한다.  진공  및  공기가  차례로  가해짐에  따라  유액이 분배
되고  리셉터클  내에  포획  시약이  현탁되며,  이러한  교반에  의해  모든  내부  표면에  액체가  접촉된다. 
여러  회  반복하여  진공과  공기를  차례로  가한다.  마지막으로  진공을  가하여  리셉터클  내의  모든 잔
여  유액을  제거한다.  이  단계에서,  리셉터클  내에  포획된  가스에  의해  리셉터클의  유액이  강제로 팽
창하게  된다.  그러므로  공기를  가하게  되면  다기관  시스템으로부터  유액이  더욱  효율적으로  세척  및 
제거된다. 

이어서,  전체의  다기관  시스템을  일차로  진공  상태로  만들어,  발색시켜  인지될  수  있는  단백질성 물
질과  같은  색깔  형성제  및  발색제를  함께  차례로  각각의  리셉터클  36에  가한다(블록  58).  계속해서 
기질  시약  28(제1도)를  가한  다음  공기  압력을  가하여  포획  미립체를  현탁시키고  색깔  형성제 리셉
터클 36내로 유입시킨다.  이렇게 공기를 주기적으로 수회 반복하여 가한 후  약  10초  동안 공기를 가
한다.  발색되어  리셉터클을  판독할  수  있도록  수분동안  정치시켜  둔다.  그런  후,  진공을  가한  다음, 
세척  용액  및  진공을  주기적으로  가하여  시스템을  세정한다(블록  60).  세척  용액  및  진공을  가하는 
상기 과정을 수회 반복한다. 

리셉터클에  시약,  공기,  세척액  및  진공을  선택적으로  가함으로써  장치에  유액의  유입  또는  유출이 
정확하게  조절되며  복합화  과정,  즉  복합체  형성  과정에   필요한   모든  필수적인  절차상의  작용이 
도달될 수 있다. 그러므로 시험 방법의 완전 자동화가 달성된다. 

시스템  및  작동  방법의  결과로서  나타난  중요한  시험  방법의  장점(예,  가속된  시험  반응  및 고정확
성)은  수동  방식으로  시험  리셉터클을  사용하여  얻어질수도  있다.  본  발명의  둥근  연질  리셉터클에 
의해  유액이  장치내로  유입되며  수동으로  가동될  수  있다.  그러므로  샘플  계측,  활성  분석을  포획, 
시약  분리  및  추가의  색깔  형성제의  시험  작용은  유연한  둥근  리셉터클을  사용자가  손가락으로  눌러 
수동으로 수행할 수 있다. 

이  과정동안에,  샘플을  포획제를  통해  앞뒤로  순환시켜  활성  분석물을  포획할  수도  있다.  그런  다음 
과량의  샘플과  시약은  계속된  세척  단계에  의해  "결합된"  분석물으로부터  제거할  수  있다.  이어서, 
비-동위원소  및/또는  동위원소-표시된  시약을  사용하여  결합된  분석물을  검출할  수  있다.  그러므로 
둥근  리셉터클은  피팻과  적하기  둘다의  많은  기능을  수행할  수  있다.  본  시스템으로  달성되는  시험 
속도  및  정확성과  같은  시험  장점이  수동작동시  유지될지라도  수동  방법은  활동적인  조절자의 참여
가 요구되므로 더욱더 많은 노동을 기울여야 하며 조절자가 실수할 수도 있다. 

본  발명의  몇가지  바람직한  태양이  특히  도면의  상세한  설명과  관련하여  선행  기술되어  있다.  기타 
다른 바람직한 태양을 하기에서 좀더 상세히 설명하고자 한다. 

기본적인  태양으로,  본  발명은  필수적으로  세단계로  이뤄짐을  특징으로  하여,  수성  환경내의 설페이
트-환원  세균을  검출하기  위한  방법을  제공한다.  일단계로,  환경에서  채취하여  환경에  존재하는 미
생물을  함유되어  있는  것으로  선택한  샘플의  용해물을  용해시켜  설페이트-환원  세균이  설페이트를 
환원시켜  에너지를  얻기  위해  사용하는  효소가  용해물에  방출시킨다.  샘플은  통상적인  기술으로 채
취할  수  있다.  예를  들면,  점검할  환경이  지하의  탄화수소  함유층  또는  우물에  존재하는  수성 액체
일  경우,  액체를  로드  펌프로  간단히  퍼올리거나  우물을  수웹하여  준비하고  이  액체로부터  샘플을 
채취한다.  다른  실례로서,  환경이  용접물와  같은  급속  표면,  파이프내,  냉각탑상,  또는  반응 용기내
에서  자라는  세균의  콜로니  아래에서  발견되는  경우,  대표적인  콜리니의  견본을  편리하게는 용해질
을  제조하기  위한  기술의  일부로서  수성  액체에  휘젖고  붕괴시킨다.  비교적  소량의  샘플에  세균이 
함유되어  있다면  이들  세균은  예를  들면  여과법,  원심분리  등과  같은  공지  기술으로  쉽게  농축시킬 
수  있다.  설페이트-환원 세균의 수를 정량 또는 반-정량 측정해야 하는 경우 희석 또는 농축 단계시 
분취량을 기억하는데 주의를 기울여야 한다. 

일단  샘플을  환경으로부터  취득하여  적합하게  농축,  희석  및/또는  기타  달리  제조하고,  당계  공지된 
기술에  따라  용해물을  준비한다.  예를  들면,  세포벽은  기계적  교반,  초음파,  효소  또는 화학물질으
로  처리하여  용해시키거나  분쇄시킬  수  있다.  물론,  용해  과정을  수행하는  방법에  의해 설페이트-환
원  세균이  설페이트를  환원시켜  에너지를  얻기  위해  사용하는  효소가  변성되지  않도록  주의해야만 
한다. 현재, 초음파 용해가 바람직한 기술이며 간편하고 효과적인 방법으로 밝혀졌다. 

설페이트-환원  세균이  방출된  설페이트를  환원시켜  에너지를  얻기  위해  사용하며  그  방법을 이용하
는  효소는  현재  바람직하게는  아데노신  5'-포스포설페이트  환원효소,  간단히  말하면  APS 환원효소이
며  본  발명의  일반성으로  제시된다.  설페이트  환원효소와  같은  다른  환원효소도  또한  적합할  수 있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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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페이트-환원  세균을  검출하기  위한  방법의  이단계로서,  일단계에서  제조된  용해물의  일부를 항체-
효소 반응을 위한 반응 조건하에서 효소에 대한 항체와 접촉시킨다. 

효소에 대한 항체는 통상적인 기술으로 제조할 수  있다.  예를 들면,  바꾼 APS  환원효소를 통상의 생
화학적  기술에  따라  다른  단백질성  물질으로부터  정제한  후  면역  시스템이  갖춰진  유기체에 주입시
킬 수  있다.  면역 시스템을 갖는 유기체로서는 토끼,  마우스,  렛트 등와 같은 실험등 동물을 사용할 
수  있으며  좀더  많은  양이  필요한  경우는  염소,  양,  소  및  말과  같은  대형동물도  사용될  수  있다. 
본  발명을  수행하는  데는  토끼를  사용하는  편리한  것으로  밝혀졌다.  한가지  방법에  따라  정제된 환
원효소를  동물의  혈액  내에  주입시킨  후  동물의  면역  시스템에  의해  형성된  항체를  수득한다. 항체
는 통상적인 기술으로 회수하는 정제하는 것이 편리하다. 

이단계에서,  적합하게  분리된  항체와  효소가  잠복함유된  수성  액체를  항체-효소  반응을  위한 반응조
건하에서  접촉시킨다.  여기서  재차  통상적인  면역학적  기술은  사용하며,  효소  및  항체  단백질이 변
성되지  않는  한  다른  조건을  사용할  수도  있지만  일반적으로  항체-효소  반응은  통상의  실온의  수성 
환경에서 진행시킨다. 

또  다른  본  발명의  바람직한  태양으로,  설페이트-환원  세균의  존재  여부를  독특한  방식으로 특정하
기  위하여  효소와  항체와의  반응  생성물을  검출한다.  가장  간단하게는  응집  현상이  일어나기  때문에 
몇몇  조건하에서  반응  생성물을  눈으로  검출할  수  있다.  그러나,  다른  검출법이  사용될  수  있는데 
예를  들면,  공지량의  방사성  표지된  효소를  검정될  효소  샘플에  가한  다음  반응  생성물의  방사성을 
측정하거나,  반응  생성물에  방사선을  충돌시켜  유도된  흡수율,  반사율,  또는  형광율을  측정하거나, 
당계 공지된 기타 기술으로 검출할 수 있다. 

본  발명에서,  반응 생성물은 견본의 항체-APS  환원효소 반응 생성물을 발색시켜 쉽게 될  수  있는 단
백질성  물질과  접촉시켜  복합체를  형성하고  이어서  형성된  복합체를  발색시켜  검출하는  것이 바람직
하다.  적합한  검출  기술이  본원의  실시예의  특별히  기술되어  있다.  다른  적합한  기술이  당계에 공지
되어 있거나 당계 전문가가 쉽게 제시할 수  있다.  예를 들면 단백질성 물질을 방사성 동위원소로 표
지시키거나,  흡수율,  반사율,  또는  형광율에  의해  쉽게  검출될  수  있는  잔기로  표시시키거나 ,핵자
기 공명(NMR)등으로 쉽게 검출할 수  있는 잔기를 표지시켜 사용될 수  있는 방법의 몇가지 실예를 제
공할 수 있다. 

단계의  과정이  반드시  상기  순서를  진행되어야  한다라고  이해되어서는  안  된다.  그러므로,  실예의 
방법으로  항체를  APS  환원효소와  반응시키고  이어서  발색시켜  인지되는  복합체를  형성할  수  있는 단
백질성  물질과  반응시킨  다음  퍼옥사이드와  같은  적합한  반응물을  사용하여  발색시킬  수  있다. 
또한,  APS  환원효소를  예를  들면  퍼옥시다제가  함유된  단백질성  물질과  반응시킨  후  복합체를 항체
와  반응시키는  것도  가능하다.  또  달리,  양  과정을  동시에  수행할  수도  있다.  그러므로,  특히 바람
직한  태양으로  항체를  적합한  저장소  중의  고체  기질에  연결시킨다.  그런  다음  APS  환원효소가 함유
된  용해물을  저장소에  도입시키면  일부의  APS  환원효소가  고체  기질에  연결된  항체와  반응한다. 그
밖에  APS  환원효소  일부양이  결합하지  않은  상태로  존재한다.  발색시켜  인지되는  복합체를  형성할 
수  있는  단백질성  물질  및  발색할  수  있는  물질을  저장소에  미리  도입시키거나  순서에  관계없이 도
입시킨다.  APS  환원효소와  일부를  단백질성  물질과  반응한  다음  항체와  반응하여  발색물질에  의해 
발색되는데  이  모든  반응은  저장소에서  일어난다.  APS  환원효소에  대한  검정  및  결과적으로 설페이
트-환원  세균에  대한  검정은  고체상  지지체에  연결된  항체를  경유하여  고체상  지지체에  연결되는 퍼
옥시다제-함유  단백질성  물질과  연괄된  색깔의  존재  및/또는  농담으로  측정된다.  물론,  반응물질은 
사이사이에 적당히 세척시키면서 차례로 가할 수 있다. 

한가지  바람직한  태양으로,  고체  지지체를  적합한  저장소에  배치한다.  고체상  지지체는  예를  들면 
그래프트  부위와  항체  부위를  가지며  단량체  용액과  반응하는  폴리스티렌을  함유한다.  그래프트 부
위는  예를  들면  적당히  활성화된  에틸렌  잔기일수  있으며  항체  접착부위는  예를  들면  에폭시 잔기일
수  있다.  적합한  단량체의  한가지  예는  글리시딜  메타크릴레이트이다.  다른  적합한  물질을  공지되어 
있거나  당계  전문가가  쉽게  제시할  수  있다.  더욱  특히,  바람직한  한가지  태양으로,  폴리스티렌 비
드를  전자빔의  존재하에  글리시딜  메타크릴레이트와  반응시켜  폴리스티렌-폴리(글리시딜 메타크릴레
이트)  그래프트  중합체와  같은  복수체의  에폭시  그룹을  갖는  표면  그래프트  중합체르  형성한다. 그
런  다음  설페이트-환원  세균이  설페이트를  환원시켜  에너지를  얻기  위해  사용하는  효소에  대한 항체
를  복수체의  에폭시  그룹을  갖는  폴리글리시딜  메타크릴레이트와  같은  항체  접착  부위를  갖는  표면 
그래프트  중합체와  연결시킬  수  있다.  설페이트-환원  세균의  APS  환원효소를  면역  시스템이  갖춰진 
유기체에  주입시켜  제조한  실예의  항체를  폴리스티렌  비드상에  그래프트가존재하는  폴리글리시딜 메
타크릴레이트  표면  그래프트  중합체  상에  연결시키고  생성된  물질을  움푹한  포트와  저장소로부터 액
체를 유입 및  유출시키는 수단이 갖춰진 저장소에 배치시킬 수  있다.  본  발명의 바람직한 태양에 따
라,  발색시켜  쉽게  인지될  수  있는  단백질성  물질  뿐만  아니라  단백질성  물질을  발생시킬  수  있는 
물질을  저장소에  배치하는  것도  또한  편리하다.  본  명세서를  접하는  당계  전문가는  여러  가지  다른 
구성을  제시할  것이다.  예를  들면,  비교적  간단한  구성으로,  비드  형태  또는  형상의  고체  지지체를 
통상의  피팻중에  다른  물질과  함께  배치될  수  있으며  시험할  용해물  및  기타  물질을  흡인법으로 도
입할 수 있다. 

지금까지  정교한  방식을  유럽  특허원  제0198413호를  참고로  하여  기술하였다.  그러나, 설페이트-환
원 세균의 통상적인 야외 검정 및  살균시,  상술된 더욱 간단한 방법중 한가지가 않은 상황에서 더욱
더 실행될 수 있다. 

본  발명의  바람직한  방법에  따라,  설페이트-환원  세균은  정량적으로  검출하거나,  붕취량을  주의깊게 
기억하면서  정확히  계산하여  수성  환경의  측면에서  설페이트-환원  세균을  검출하고  정량  분석할  수 
있다. 

본  발명의  또다른  바람직한  태양에  따라,  설페이트-  환원  세균에  대한  유효량의  살균제  또는 세균성
장  정지제를  수성  환경에서  검출된  설페이트  -환원  세균을  사멸시키거나  성장을  정지시키기  위해 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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페이트-환원  세균이  존재하는  것으로  판명된  수성  환경에  투입한다.  살균하기  위한  검출  방법에 두
가지  이점은  1)  설페이트-환원  세균의  존재  여부에  관한  데이타를  얻는데  몇주가  걸리는  종래의 방
법에 비해 소요시간이 수분에 불과할 정도로 아주 빠르게 데이타를 얻을 수 있다는 점 및 2) 극소량
의  세균까지도  검출할  수  있을  정도로  종래  방법에  비해  훨씬  더  정확한다는  점이다.  살균  처리를 
위한  상기  이점의  결과는  세포  도가  (a)  살균제에  민감하여  (b)  살균제의  낮은  용량에  의해 생장
이 억제되므로 결국 비용이 절감될 만큼 충분히 낮은 시기에 투여할 수 있는 것으로 나타난다. 

이와는  대조적으로  종래  방법은  샘플을  취득할시부터  시험결과가  나올  때까지  몇주가  경과한다. 설
페이드-환원  세균은  대부분의  세균과  마찬가지로  아주  빠르게  생식하며  자연  환경에서  배기시간이 
10  내지  20  시간일  수  있고,  2주간의  배양시에는  살균제를  처리해도  반응하지  않을  정도로  세균 
도가  증식된다.  또한  ,특정  살균제의  유효성을  신속하게  평가할  수  있으므로  결국  더욱  낮은  용량의 
살균제를  사용할  수  있게  된다.  살균  측정은  검출된  설페이트-환원  세균의  양을  기준으로  는  것이 
바람직하다.  또한  살균  측정은  특정  환경을  기준으로  수행하기도  한다.  예를  들면,  부식물질과  다른 
세균의  클로니사이에서  발견되는  설페이트-환원  세균의  경우에,  오존,  과산화수소,  또는  다른 퍼옥
사이드로  사용할  수  있다.  예를  들면,  설페이트-환원  세균이  갱  또는  지하층에  해로운  영향을  미칠 
경우  유기  살균제를  사용할  수  있다.  많은  살균제가  공업분야에서  알려져있으며  예를  들면 아크롤레
인,  염소,  포름알데하디으와  같은  알데하이드,  클로레이트,  4급  암모늄염  등이  있다.  본  바람직한 
발명의 태양의 이점은 살균 측정을 존재는 설페이트-환원 세균의 존재 여부 및  양에 기존을 들수 있
다는데 있다. 그러므로 환경에 살균제를 낭비하고 경제적으로 투입할 수 있다. 

본  발명  태양의  특히  바람직한  방법으로  살균제  처리의  유효성  및  추가로  처리해야  할  필요성을 측
정하기  위하여  환경에  살균제  또는  세균성장  정지제를  투입한  후  설페이트-환원  세균에  대한  검정을 
시행할 수 있다. 

[실시예]

하기의  시예로  본  발명을  좀더  완전히  설명하고  본  발명의  수행방법에  관한  정보를  당계  전문가에게 
제공하고자 한다. 그러나, 이들 실시예로 본 발명의 범위를 한정하고자 하는 것은 아니다. 

본  명세서에서  바람직한  방법으로  예시된  것을  하기의  실시예  1  내지  7이다.  하기의  방법이 사용된
다 : 

디설포비브리오  디설푸리칸스의  실예  균주를  장소[Conce  Inc.  lease  site,  designated  Grubb  Lease 
Well  #100,  located  at  Venture,  California]에서  수득한  생산웰  수로부터  분리한다.  보충된  BTZ-3 
배지로부터  단일  클로니를  2회  연속으로  피킹하여  사용된  균주를  분리한다.  분리체를  성상확인하여 
디.디설푸리칸스인지 결정한다. 

BTZ-3 배지는 하기의 성분을 조성된다. 

NH4Cl                                                          4.3g

KH2PO                                                         0.5g

MgCl2·6H2O                                                0.2g

Na 아세테이트                                               2.0g

CaCl2·2H2O                                                 0.1g

효모 추출액                                                    0.85g

증류수                                                            840ml

무기용액                                                         10ml

무기용액의 성분은 다음과 같다. :

니트릴로트리아세트산                                               6.4g

FeCl2·4H2O                                                      150mg

CuCl2                                                             10mg

MnCl2·4H2O                                                      50mg

CoCl2                                                              85mg

ZnCl2                                                              50mg

H3BO3                                                              5mg

No2MoO4·2H2O                                                    5mg

H2O                                                               50mg

pH를 7.0으로 조정한다. 

최종  농도가  각각  40mM로  존재하도록  Na  락테이트  및  Na  설페이트의  여과-멸균된  용액의  분취량을 
가하여  보충된  BTZ-3  배지  제조한다.  고체  배지의  경우,  1.2％(중량％)  한천을  보충된  BTZ-3  배지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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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한다. 효모 추출액은 회사[Difco Laboratories, Detroit, Michigan]로부터 구입한다. 

디,  기가스,  비.벌가리스,  디.디설푸리칸스(노르웨이),  디.멀티스피란스,  디설포사시나 바리아블리
스, 디설포토마클럼 루미니스, 디티.오리엔티스, 디.디설 푸리칸스 균주 27774는 연구소[the 
laboratory  of  Dr.  H.D.Peck,  Department  of  Biochemisty,  University  of  Georgia,  Athens,  GA, 
30601]로부터  구입한다.  디.디설  푸리칸스  균주  API는  회사  [American  Petroleum  Institute]로부터 
입수한다.  상기한  설페이트-환원  세균을  아르곤  대기하에서  보충된  BTZ-3  배지  500ml가  함유된 플라
스크에서 생장시킨다. 

무색의  설퍼  세균,  티오바실러스  티오파루스  ATCC  8158,  티.디니트리피칸스  ATCC  23642,  및 티.네아
폴리타누스  ATCC  2308,  및  티.페로옥시단스  ATCC  23270을  구입하여  ATCC가  추천하는  배지상에서 생
장시킨다. 이들 세균을 통기 조건하에 진탕시키면서 200ml의 배지 함유된 배양물에서 생장시킨다. 

광합성  설퍼  세균,  클로로비움  티오설파토필룸  ATCC  17092  및  크로마티움  비노섬  ATCC  17899를 구입
하여  ATCC가  추천하는  배지상에서  생장시킨다.  이들  세균을  200ml의  배지가  함유된  휘톤  병에서 광
합성 및 무산소 상태로 생장시킨다. 

에스케리키아 콜라이 MB 101를 대학[J.D.Wall, Department of Biochemisty, University of 
Missouri,  Columbia,  MO.  65210]로부터  구입한다.  이들  세균을  통기  조건하에  진탕시키면서  200ml의 
배지 함유된 배양물에서 생장시킨다. 

스트렙토마이세스  리비단스  균주  J1326을  연구소[John  Innes  Institute,  Norwich,  United Kingdom]
으로부터  구입한다.  이들  세균을  통기  조건하에  진탕시키면서  200ml의  배지가  함유된  배양물에서 생
장시킨다. 

세균세포 용해물을 수거

세균의  현탁액을  솔발  GSA  회전기로  10,000rpm에서  30분동안  원심분리시켜  여러  가지 배양물으로부
터  세균을  수거한다.  생성된  세균  침전물을  pH  7.0의  25mM  헤페스[하이드록시에틸피페라진 에탈설포
네이트, 회사(Sigma Chemical Co., St. Louis, Mo.)로부터 시판] 완충액중에 제현탁시키고 
20,000psi하의  프렌취  압력  셀에  통과시킨다.  생성된  세포  용해물을  솔발  SS-34  회전기로 15,000rpm
에서  30분동안  원심분리시켜  분쇄되지  않은  세균  세포를  침전시킨다.  상등액에는  가용성  단백질  및 
미립 막단편이 함유되어 있다. 

여러  가지  세균의  배양물으로부터  얻은  상등액을  적당하게는  pM  7.2의  포스페이트  완충된 염수
[PBS)(염화나트륨  8.0g,  염화칼륨  0.2g,  인산  나트륨  0.2g,  물  1000ml)중에  희석시켜  APS 환원효소
에 대한 면역학적 분석용 샘플로 사용한다. 

항체  생성을  위한  항원으로서  작용하는  환원효소를  준비하고  정제하기  위하여  하기의  기술은 사용한
다. 

디.디설푸리칸스,  균주  G100A의  배양물으로부터  얻은  침전된  세균세포(50g)를  pH  7.0의  25mM  트리스 
완충액(100ml)중에  현탁(1:2중량/용량)시킨다.  생성된  현탁액을  상기한  변화와  같이  프렌취  압력 셀
에  통과시킨다.  생성된  용해물을  상술한  바와  같이  원심분리한  다음  생성된  상등액을  180,000xg에서 
추가로  90분동안  더  원심분리한다.  생성된  상등액에  스트렙토마이신  설페이트(5％용액  35ml)를 가하
여  핵산을  침전시킨다.  침전된  핵산을  20,000xg에서  20분동안  원심분리시켜  침적시킨다.  생성된 상
동액에는 단지 가용성 단백질만이 함유되어 있으며 이를조 추출액이라 칭한다. 

단계  1.황산암모늄  분별  :  조  생성물에  황산  암모늄을  포화  농도의  35(중량)％로  가한다.  혼합물을 
20,000xg에서  20분동안  원심분리하여  생성된  침전물을  수거한다.  생성된  상등액에  추가의 황산암모
늄을  포화농도의  60％로  가하고  상기한  바와  같이  원심분리하여  침전물을  수거  회수한  두가지의 침
전물을  pH  7.0의  트리스-HCL  완충액  50ml중에  용해시키고  상술한  바와  같이  APS  환원효소  활성에 대
해  검정한다.  대부분의   활성은  황산  암모늄을  포화  농도의  60％로  가할때  회수된  침전물에서 나타
난다. 

단계  2.  페닐-세파로즈  크로마토그래피  :  용해된  침전물에  황산암모늄을  단계  1의  60％분획으로부처 
1M의  최종 농도로 가한다.  이 용액을 pH  7.0의  25mM  트리스-HCL  완충액 중의 IM  황산 암모늄 용액으
로  평형시킨  페닐-세파로즈  컬럼(2.5cm×20cm)(Sigma  Chemical  Co.,  P.O.Box  14508,  St.Louis, 
Mo63178)에  가한다.  단백질을  컬럼상에  완전히  흡착시킨  후,  pH  7.0의  25mM  트리스-HCl  완충액  중의 
1M에서  0M까지의  황산  암모늄  구배로  단백질을  용출시킨다.  본  단계에  의해  거의  3배로  정제되어 효
소 활성의 63％가 회수된다. 

단계  3.  하이드록실  에퍼타이트  크로마코그래피  :  단계  2의  용출된  단백질이  함유된  용액에 염화나
트륨을  0.3M  농도로  가하여  생성된  용액을  하이드록실  -에퍼타이트  칼럼(2.5cm×10cm)(Bio-Rad 
Laboratoties,  2200  Wright  Avenus,  Richmond,  Ca.)에  가한다.  단백질을  일차로  pH  7.0의  25mM 트리
스-HCl  완충액으로  용출시킨다.  이  용출물에는  전체  APS  환원효소의  30％가  함유되어  있으며 계속해
서  전기영동하면  근본적으로  동질성으로  나타난다.  잔여  APS환원  요소를  pH  7.0의  10mM  포스페이트 
완충액으로  단계-용출시킨다.  일차  및  이차  분획을  합하여  작은  디에틸아미노에틸  52  셀룰로오즈 칼
럼(1cm×3cm)(Whtman  Ltd.,  Maidstone,  England)에  적용시켜  pH  7.0의  25mM  트리스-HCl  완충액  중의 
약 5 내지 6ml, 즉 염화나트륨에 대해 0.4M의 농도로 농축시킨다. 

단계  4,S300겔  여과  크로마토그래피  :  단계  3의  농축된  APS  환원효소를  pH  7.0의  25mM 트리-HCl완충
액으로  평형시킨  S300컬럼(2.5cm×90cm)(Bio-Rad  Laboratories)에  적용시킨다.  용액을  시간당 15ml
의  속도로  칼럼에  통과시킨다.  용출된  APS  환원요소를  단계  3후  회수된  물질에  비해  거의  2배로 정
제한다. 

효소 활성의 전체 회수율은 21％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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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제시  각  단계에서,  문헌[Lowry  et  al.,  J.  Biol.  Chem.,  193:265(1951)]에  기술된  방법에  따라 단
백질의 양을 측정하고 APS  환원 효소의 양을 측정한다.  APS  환원  효소 활성을 설파이트 및  아데노신 
5'-모노포스  페이트(AMP)의  존재하에  420mM(EM=1000)에서  페리시나  나이드  환원을  스펙트럼 분석으
로  모니터하여  검정한다.  전형적으로,  10  내지  100μ1의  효소  추출액을  2mM  칼륨  페리시아나이드, 
0.3mM  AMP  및  pH  7.5의  100mM  트리스  완충액으로  이뤄진  3ml의  반응  혼합물에  가한다.  5ml EOTA(에
틸렌  디아민  테트라이펙트산)중의  0.1  아황산나트룸  100μ1를  가하면  반응이  시작된다.  상기  정제 
과정의 결과를 표 1에 나타내었다. 

[표 1]

* 단위=420nm/분에서 O.D

정제  과정후  10.7배  정제된  효소  활성의  21％  회수율이  수득된다.  생성물의  폴리아크릴아미드  겔 전
기  영동  분석결과  전기영동을  천연  조건하에서  수행할  경우  분자량이  132,000  달톤인  단일중의 단백
질이  존재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전기  영동을  변성  조건하에서  수행할  경우  분자량이  75000및 
25000인 두종류의 단백질이 존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 효소는 순수한 것으로 여겨진다. 

적합한  담체  중의  생성된  정제  효소  단백질을  주사  절차에  따라  두마리의  토끼에  주사하고 면역학자
에 널리 알려진 경로에 따라 두마리 토끼의 단백질에 대해 면역 시킨다.  효소 단백질을 주사하기 전
에  후면의  시험에서  대조용  혈청으로  사용할  혈청(예비-면역  혈청)을  토끼로부터  제거한다.  APS 환
원효소에  대한  항체의  특이성  및  선택성은  본  발명의  주요점이다.  토끼에  디.디설푸리칸스  균주 
G100A의  정제된  APS  환원효소를  주사하여  하기한  실시예에서의  항체를  생성할  때,  모든  설페이트 환
원  세균으로부터  얻어  정제한  APS  환원  효소는  충분한  항체를  생성하기에  적합한  모든  동물으로부터 
항체 및 면역 혈청을 생성하기 위한 항원으로서 사용하기에 적합한 것으로 얻어진다. 

[실시예 1 내지 7]

사용된 효소-연결된 면역 흡착 검정 방법은 문헌 I"Laboratory in Biochemisty and Molecular 
Biology  :  Practice  and  Theory  of  Enzyme  Immunoassays".  P.Tifssen,  eds.  R.  H.  Burdon,  P.H.  Van 
Knippenberg,  Elsevier,  pp  335-336]에  기술되어  있다.  면역전  혈청  및  면역  혈청이  모두 설페이트-
환원 세균내에 단백질과 반응할 수  있는지의 능력은 다음과 같이 시험한다 :  각  세균 균주의 단백질 
800mg을 함유하는 상기 정의된 조 추출물을 미소역가 평판[Nuclon, obained from Gibco, Life 
Technologies,  Inc.,  Grand  Island,  NY,  14072]의  두  웰  각각에  가한다.  25℃에서  2시간  동안 배양
한  후,  0.05％  트윈  20계면활성제(Sigma  Chemical  Co.)와  0.5중량％  젤라틴이  함유된  과량의  PBS 완
충액으로  웰을  4회  세척한다.  세척  과정에  의해  부착되지  않은  항원이  제거되며  웰  내의  플라스틱에 
단백질이  추가로  결합되지  않는다.  PBS(포스페이트  완충된  염수)  완충액으로  1000배  희석시킨 면역
전 또는 면역 혈청200μL 분취량을 적당한 웰이 가하여 250℃에서 2시간 동안 배양한다. 

그런  다음  0.05중량％  계면활성제  트윈과  0.5％  젤라틴이  함유된  PBS로  웰을  4회  더  세척한다.  퍼옥 
옥사이드에  연결된  항-토끼  lgG로  이뤄진  2차  항체  용액(Sigma  Chemical  Co.)을  PBS  완충액으로 
1000배  희석시켜  각각의  웰(200μ1)에  적용시키고  25℃에서  2시간  동안  배양한다.  각  웰을  트윈과 
젤라틴이  함유된  PBS로  세척하여  과량의  연결된  항체를  제거한다.  퍼옥시다제  기질  -함유  용액을 분
취량(200μl)을  각웰에  가한다.  각각  사용하기  위하여  새로이  제조된  퍼옥시다제  기질용액은  pH  5의 
0.15M  시트레이트-퍼스페이트  완충액  100ml,  O-페닐렌디아닌  하이드로클로라이드  34ml  및  30％ 과산
화수소  용액  50ml로  이루어진다.  10분내에,  디나-테크(Dyna-Tech)  미소역가  평탄  판독기를  사용하여 
410nm에서의  흡광도를  기록한다.  그  결과를  표  2에  나타내었다.  시험된  각각의  세균  샘플에  대해 표
에  나타난  흡광도는  면역전  혈청과   반응시킨  웰에서  얻어진  값에서  면역  혈청과  반응시킨  웰에서 
얻어  값을  공제하여  수득하였다.  디.디설푸리칸스  G100A로부터  정제된  APS  환원효소에  대해  제조된 
항혈청이 동일한 유기체의 정제된 효소뿐만 아니라 동일 균주,  동일 종의 추가 세균주 및  동일 속의 
기타 두종의 추출물과 반응할 수 있는 능력을 입증하는 결과가 표 2에 나타나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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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2]

시험된 모든 샘플에 대해 강한 반응도가 나타났다. 

[대조 실시예 8 및 9]

이들  실시예의  목적은  디.디설푸리칸스  균주  G200A로부터  정제된  APS  환원효소에  대해  제조된  면역 
혈청이 비설페이트-환원 세균의 추출액과는 반응하지 않음을 입증하는데 있다. 

상술한  추출물은  스트랩토마이세스  리비단스  및  에스케리치아  콜라이의  배양물로  만든다.  이들은 면
역전 혈청 및 면역 혈청과 반응하였으며 반응 양은 실시예 1  내지 7에서 기술한 바와 같이 측정하였
다. 그 결과를 표 3에 나타내었다. 

[표 3]

반응도가 약하거나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실시예 10]

본  실시예는 면역 혈청과 반응하는 추출액 중의 물질이 소수의 다른 단백질이 아닌 APS  환원 효소이
며  반응성이  약간의  비-특이적  반응성이  아님을  확증해준다.  디설포비브리오의  상이한  세종의 추출
액  및  정제된  APS  환원효소에  대해  웨스턴  면역블롯  분석법을  수행하였다.  세균  배양물의  조 추출액
은  상술한  바와  같이  제조한다.  정제된  환원효소는  상술한  바와  같이  제조한다.  분석은 문헌[Bio-
Rad  Protein  Slab  gel  instrution  manual(전기영동을  위해)  및  Bio-Rad  Trans-Blot  transfer  media 
instruction  bulletin(전기  용출을  위해  ),(Bio-Rad  Laboratories)]에  기술된  바와  같이  조 추출액
을  전기영동하여  분리한  다음  니트로셀룰로즈  종이  상을  단백질  밴드를  전기  용출시켜  수행된다. 시
험된  디설포비브리오의  종은  디.멀티스피란스,  디.디설푸리칸스  균주  API  및  디.디설푸리칸스  균주 
G100A이다.  전달된  단백질이  함유된  니크로셀룰로즈르  면역  혈청이  1:1000  희석액과  함께  2시간 동
안,  트윈 및 젤라틴이 함유된 PBS와  함께 30분동안 퍼옥시다제와 결합된 항-토끼 JgG의  1  :  1000 희
석액을  함유한  용액과  함께  2시간  동안  차례로  배양한다.  니트로셀룰로즈  및  단백질은  최종적으로 
결합된  항체가  위치해  있는  곳은  어디든지  색깔을  물들이는  퍼옥시다제  기질로  염색된다. 디.디설푸
리칸스  균주  API  및  디.디설푸리칸스  균주  G100A  각각은  단일  염색된  단백질을  형성했으며  둘다는 
니트로셀룰로오즈  상의  단백질  위치에서  정제된  APS  환원효소의  위치와  일치하였다.  그러므로 항혈
청에는  단지  APS  환원효소만의  항체가  함유되어  있으며,  기타  시험된  유기체  각각의  물질에는 항혈
청과  반응하는  APS  환원효소가  함유되어  있다.  디.멀티스피란의  추출액도  또한  단지  단일  염색된 단
백질만을  나타냈지만  이  단백질의  위치는  다른  단백질과의  위치와  일치하지  않았다.  그러므로, 디.
디셀푸리칸스  균주  G100의  APS  환원효소에  대한  항혈청은  효소의  전기영동  변형체와  반응한다. 디.
멀티스피란스에서 검출된 검출된 단백질이 APS 환원효소임이 독립 실험에서 측정되었다. 

[실시예 11 내지 12]

이들  실시예의  목적은  디.디설푸리칸스  균주  G100A의  정제된  APS  환원효소에  대해  생성된 면역활성
과  반응하는  단백질을  추출액  중에  함유하는  설페이트-환원  유기체의  범위를  증명하는  데  있다. 여
러  가지  세균의  추출액은  실시예  1  내지  7에  기술된  바와  같이  제조한다.  본  시험은  상이한  세가지 
농도의  추출액을  플라스틱  시험  평판의  웰에  가한다는  점에서  상이하다.  두가지  웰의  각각에  가하는 
추출액  중의  단백질  농도는  600ng,  6ng,  및  6ng이다.  본  시험의  나머지  과정은  실시예  1  내지  7에 
기술된  바와  같이  수행한다.  대조  목적을  위해,  디.디설푸리칸스  균주  G200A의  정제된  APS  환원효소 
및  추출액  및  비설페이트-환원에스,  리비단스의  추출액  샘플이  포함된다.  그  결과를  표  4에 나타내
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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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4]

이들 결과가,  추출액 중의 단백질 60ng  또는  그  이상의 농도로 항-APS  환원효소 특이성 항혈청에 면
역  반응성이  존재여부에  대하여  시험할  경우  속  디설포  비브리오의  추가  균주  및  속  디설포마클럼의 
한종은  반응  물질을  함유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비설페이트-환원  에스,  리비단스는  항혈청과  현저히 
반응하지 않았다. 

[실시예 13 내지 17]

속  티오바실러스,  클로로비움,  및  크로마티움의  종,  설파이드-산화  세균은  APS  환원효소를  함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이들  실시예의  목적은  이들  세균  추출액에  항-APS  환원효소  특이성 항혈
청에  상당한  면역  반응성을  나타내는  물질이  함유되어  있지  않음을  입증하는데  있다.  이들  세균의 
배양  추출액은  실시예  1  내지  7에  기술된  바와  같이  제조한다.  두가지  웰의  각각에  가하는  추출액 
중의 단백질 농도는 실시예 11및  12에서와 같이 600ng  및  60ng이다.  나머지 과정은 실시예 1  내지 7
에 기술된 바와 같다. 그 결과는 표 5에 나타나 있다. 

[표 5]

이들  설파이드-신화  한종의  추출액만이  디.디설푸리칸스  균주  G100A이  정제된  APS  환원효소에  대한 
항혈청과  반응하는  물질을  함유하고  있다.  또다른  실험에서,  씨.  비노섬의  추출액을  검정했을  때 역
-반응성이 관찰되지 않았다. 

[실시예 18]

본  실시예의  목적은  본  발명의  바람직한  방법을  실행함에  있어  주요소가  APS  환원효소를  정제된  APS 
환원 효소에 대해 생성된 반응 생성물의 존재여부 및  양을 측정하여 세균 추출액 중에 APS 환원효소
를  인지하는데  있음을  제공하는데  있다.  반응된  APS  및  항-APS  환원  효소  반응  생성물을  편리하며 
신뢰성  있게  검출할  수  있는  어떠한  검정법도  사용될  수  있다.  본  실시예에서,  언급된  반응 생성물
을 생성하며 측정하는 상이한 방법이 입증된다. 

완전  샌드위치  검정법은  폴리클로날  항체가  공유  결합  또는  비공유결합할  수  있는  폴리스티렌  또는 
기타  표면과  같은  고체상  지지체  피복시켜야만  한다.  이어서,  항체가  표면상에  항원을  포획하고 농
축시킨다.  계속해서  서양  매운냉이  퍼옥시다제  또는  알카리성  포스파타제와  같은  색깔-생성  효소에 
연결된 APS  환원 효소 항체를 가하면 일차 결합된 항체,  이와 반응한 항원 및 반응된 항원에 부착된 
이차 항체-효소 결합체를 함유한 완전 샌드위치가 생성된다. 

정제된 항 APS 환원효소 항체는 문헌["Laboratory Techniques in Biochemistry and Molecular 
Biology  :  Practice  and  Theory  of  Immunossays"P.Tijssen,  pages  110-114(상기한  참조문헌 참고)]
에  기술된  바와  같이  APS  환원효소-세파로즈  겔로  배취  처리하여  면역  토끼  혈청으로  제조한다. 일
반적으로  순수한  APS  환원효소(20)mg)를  브롬화시아노겐-활성된  세파로즈(700mg)와  함께  밤세 배양
한다.  생성된  APS  환원효소-세파로즈  결합체  0.1M  염화나트륨  중의  pH  7.4  0.5M  포스페이트 완충액
으로  수회  세척한다.  생성된  APS  환원효소-세파로즈  결합체를  동일  용량의  완충액(0.5M  포스페이트, 
0.1M  염화나트륨)으로  전에  희석시킨  100ml  분취량의  면역혈청에  가하고  혼합물을  일정하게 교반시
키면서  4℃에서  밤새  배양한다.  생성된  APS  환원효소-세파로즈-항체  결합체를  완충액(0.5M 포스페이
트,  0.1M  염화나트륨)으로  4회  세척한다.  결합체중의  항체를  pH  2.1로  낮추어  용출시켜  상등액을 수
거하고  신속하게  0.5M포스페이트  완충액을  가하여  pH  7.0으로  재조정한다.  이어서,  황산암모늄을 포
화  농도의  50％로  가하여  친수성-정제된  항체를  침전시켜  농축시킨다.  회수한  항체(20mg)을  5nM 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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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페이트 30mM 염화나트륨, 및 30mM 아지드 나트륨이 함유된 용액 6mL중에 재용해 시킨다. 

항체(항-APS  환원효소)를  문헌["Laboratory  Techniques  in  Biochemistry  and  Molecular  Biology  : 
Practice  and  Thecry  of  Immunoassays"  P.Tijssen,  pages  236-240(상기한  참고문헌  참조)]에  기술된 
바와  같이  퍼옥시다제  효소와  결합시킨다.  일반적으로  퍼옥시다제(5mg)(Sigma  Chermical  Co.)를 
0.1M  중탄산나트륨과  10mM  과  요오드산나트륨의  용액  1ml에  가하여  실온에서  밤새  배양한다.  활성된 
퍼옥시다제(1ml)를  전제  2ml의  용량을  위해  pH  9.2와  0.1  탄산나트륨  1ml에  함유된  APS  환원효소 항
체  7mg과  합한다.  생성된  용액을  25℃에서  3시간  동안  배양한다.  동일  용량(2ml)의  포화 황산암모늄
을  가하여  1gG  분자를  선택적으로  침전시킨다.  유리  IGg  와  IgG-퍼옥시다제  결합제의  혼합물로 이뤄
진  생성된  침전물을  0.1M  인산나트륨과  0.1  염화나트륨의  용액  1ml중에  재현탁시켜  콘A  세파로즈 겔
(Sigma  Chemical  Co.)에  적용시킨다.  IgG-퍼옥시다제  결합체가  큰  A에  선택적으로  결합하면  pH 7.2
의  PBS  완충액  중의  알파-메틸  D  만노피라노사이드(100mM)용액  과량을  가하여  큰  A  세파로즈 겔으로
부터 용출시킨다. 

APS  혼원효소를  검정하기  위하여,  항-APS  환원효소(4㎍)을  미소역가  평판의  많은  웰에  각각에 가한
다.  항-APS  환원효소가  함유된  평탄을  4℃에서  2시간  동안  배양한  다음  트윈과  젤라틴이  함유된 PBS
로  4회  세척한다.  상이한  농도의  APS  환원효소(범위가  320  내지  4mg)를  분리된  웰에  가한다.  평판을 
PBS로  4회  세척한다.  각  농도의  APS  환원효소를  가한  웰에는  항-APS  환원효소-퍼옥시다제  결합제의 
세가지  희석액(1/1000,1/5000,  및  1/10,000)각각이  존재한다.  결합체가  함유된  평판을  25℃에서 2시
간  동안  더  배양한다.  트인과  젤라틴이  함유된  PBS  완충액으로  세척하여  결합하지  않은  모든  물질을 
제거한  후,  표시체  기질을  각  웰에  가하고  O.D.410에서  생성된  색깔의  농도를  측정하는  그  결과는 
표 6에 나타내었다.  

[표 6]

* 항-APS 환원효소-퍼옥시다제 결합체의 희석

표  6에  나타난  결과에서  디.디설푸리칸스  균주  G100A로부터  정제된  APS  환원효소에  반응하여  생성된 
면역 혈청중의 항체로 완전 샌드위치 면역검정법에서 APS 환원효소를 검출할 수 있음을 알수 있다. 

디.디설푸리칸스  균주  G100A로부터  정제된  환원효소에  반응하여  생성된  면역  혈청중의  항체로 환원
효소를  검출하는  것이  두가지형의  면역  검정법으로  입증되었지만  현재는  APS  환원효소와  이의 항체
와의 반응생성물을 측정할 수 있는 어떠한 검정법도 사용이 가능한 것으로 믿어진다. 

(57) 청구의 범위

청구항 1 

환경의  샘플을  채취하고,  샘플내의  모든  설페이트-환원  세균의  존재  및  설페이트-환원  세균의 존재
에  대한  반응을  검색하며,  환경내에  존재하는  설페이트-환경세균을  사멸시키거나  그의  성장을 억제
시키는  유효량의  살균제  또는  세균성장  정지제를  그  환경에  처리하여  수성환경에서의  설페이트  환원 
세균을  살균하는  방법에  있어서,  (a)  언급된  설페이트-환원  세균  내에  함유된  아데노신 5'-포스포설
페이트  환원효소(APS  환원효소)가  방출되도록  언급된  샘플의  용해물을  제조하고,  (b)  적어도 용해물
의  일부를  APS  환원  효소에  대해  특이적인  일차항체와  접촉시켜  일차  복합체를  형성하며,  (c) 설페
이트-환원 세균의 존재 여부에 대한 지시 수단으로서 일차 복합체를 검출함을 특징으로 하는 방법.

청구항 2 

제1항에  있어서,  일차항체를  고체상  지지체에  연결시키고,  단계(b)가,  추가로  (1)  APS  환원효소에 
대해  특이적인  이차항체와  색깔항체를  고체상  함유하는  결합체의  일차복합체를  접촉시켜  일차 복합
체와  결합체를  함유하는  이차복합체를  형성시키거나  (2)  용해물의  일부를  일차항체와  동시에  또는 
그  이전에  결합체와  접촉시켜  이차복합체를  형성시킴을  포함하며,  단계  (c)가  비복합된  결합체를 제
거하고  발색제를  이차복합체에  가하여  그럼으로써  색깔  형성제와  발색제가  반응하여 설페이트-환원
세균의 존재를 나타내는 착색된 생성물을 생성함을 포함하는 방법.

청구항 3 

제1항  또는  제2항에  있어서,  설페이트-환원  세균을  살균해야  할  수성  환경이  탄화수소-함유 지하층
을 관통하는 갱 또는 지하층 그 자체에 존재하는 방법.

청구항 4 

(a)  설페이트-환원  세균내에  함유된  아데노신  5'-포스포설페이트  환원효소(APS환원효소)가 방출되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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록  샘플의  용해물을  제조하고,  (b)  적어도  용해물의  일부를  APS  환원효소에  대해  특이적인 일차항체
와  접촉시켜  일차  복합체를  형성하며,  (c)  설페이트-환원세균의  존재여부에  대한  지시수단으로서 일
차복합체를 검출함을 특징으로 하여, 수성 환경에 존재하는 설페이트-환원 세균을 검출하는 방법.

청구항 5 

제6항에  있어서,  일차항체를  고체상  지지체에  연결시키고,  단계(b)가  추가로  (1)  APS  환원효소에 대
해  특이적인  이차항체와  색깔형성제를  함유하는  결합체와  일차복합체를  접촉시켜  일차  복합체와 결
합체를  함유하는  이차복합체를  형성시키거나  (2)  용해물의  일부를  일차항체와  동시에  또는  그 이전
에  결합체와  접촉시켜  이차복합체를  형성시킴을  포함하며,  단계(c)가  비복합된  결합체를  제거하고 
발색제를  이차복합체에  가하여  그럼으로써  색깔  형성제와  발색제가  반응하여  설페이츠-환원세균의 
존재를 나타내는 착색된 생성물을 생성함을 포함하는 방법.

청구항 6 

제2항  또는  제4항에  있어서,  고체상  지지체가  유기  중합체  골격상에  형성된  표면  그래프트  중합체인 
방법.

청구항 7 

제2항에  또는  4항에  있어서  색깔형성체가  매운냉이  퍼옥시다제  또는  알카리성  포스파타제이고 고체
상  지지체가  복수의  항체연결부위를  갖는  글리시딜  메타크릴레이트가  표면-그래프트된  폴리스티렌인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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