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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 론

Simian immunodeficiency virus (SIV)는 retroviridae의

lentivirus에 속하는 바이러스로 동일한 두 가닥의 단일선

상의 RNA 바이러스이다. 분리된 숙주에 따라 나뉘는데

sooty mangabeys (Cercocebus torquatus atys)
1
, African green

monkeys (Cercopithecus aethiops)
2,3
, sykes' monkeys(Cer-

copithecus mitis)
4
, Madrills (Mandrillus sphinx)

5
에 감염되어

있는 SIV는각각 SIVsm, SIVagm, SIVsyk, SIVmnd라고 명

명하며침팬지(Pan troglodytes)
6,7
에감염된 SIV는 SIVcpz

로 red-capped mangabeys (Cercocebus torquatus torquatus)
8

에 감염된 SIV는 SIVrcm로 분리된다. 이 중 SIVmac나

SIVsm은 HIV-2에 가깝다고 한다. 서부 아프리카 사람들

에서 분리된 HIV-2는 SIVsm에서 기원되었을 것이라는

보고도 있다
9,10,11,12

. 실제로 sooty mangabeys 원숭이의 자

연적인 서식지는 HIV-2의 역학과 동일하며 유전자적으

로 거의 차이가 없다고 한다. SIV의 HIV와의 생물학적

유전자적 동일함은 HIV 연구에 SIV가 응용되어 연구의

범위를 넓히고 있는데 기여를 하고 있다. SIVmac은 붉

은털원숭이나돼지꼬리원숭이에감염시키면사람의 AID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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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문초록 : SIVmac239 isolate의 p27유전자를 PCR로 증폭하여 pMAL-cri vector에 cloning하 다. 이를

Escherichia coli.에서 발현시켜 정제하여 국내에 수입된 macaque 11마리와 marmoset 21마리의 혈청에

서 SIV 항체를 immunoblot으로 검사한 결과 macaque 1마리가 SIV 감염이 의심되었다. 또한 정제된

재조합 단백질을 이용하여 check board system으로 ELISA 방법의 최적 조건을 확립하 다. 정제 p27

항원 200ng/well을 plate에 coating하기에 적합하 고 conjugate는 1:1000으로 희석하는 것이 가장 좋았

으며 위의 32 마리의 혈청을 ELISA로 검사한 결과 모두 anti-SIV 음성이었다.

Abstract : The p27 coding region of the SIVmac239 isolate was amplified by PCR and cloned into an

expression vector, pMAL-cri, which expressed high levels of the p27 protein from Escherichia coli. The

purified p27 protein was used for detection of anti-SIV antibodies with the sera from 11 macaques and 21

marmosets by immunoblot assay of which one macaque was suspicious for the SIV infection. The optimum

conditions of ELISA was studied by the check board system with the recombinant purified p27 protein. For

the plate coating, 200ng/well of the purified p27 was satisfactory. The conjugate was diluted 1:1000. The

sera from the 32 monkeys were negative for the anti-SIV by ELIS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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와 같은 면역결핍증을 일으킨다
13,14,15

. SIVsm도 macaques

원숭이에서 면역결핍증을 일으키지만 HIV-2는 감염되

더라도 AIDS증상은 일으키지 않는다
16,17

. SIV는 자연숙

주에서는 지속적인 바이러스 복제가 이루어지지만 질병

을 발생시키지는 않는다
18,19,20

. 그러나 보균자로 새로운

숙주에 감염되었을 때 면역상태에 따라 치명적인 발병

을 일으킬수 있다는 보고가 있다
21,22,23,24

.

SIV는 다른 retrovirus와 마찬가지로 gag, pol, env의 주

된 유전자를 가지고 있으며 그 중에서도 gag 유전자에

서는 55kDa의 전구체(Pr55gag)가 만들어지며 pol 유전자

에서기인하는바이러스의 protease에의해서 matrix(MA,

p17), capsid(CA,p27), nucleocapsid(NC,p7)과 p6로 잘려져

성숙 Gag 단백질이 만들어지며
25

envolope와 결합함으로

써 바이러스입자를 구성한다
26
.

SIV에 감염된 원숭이의 혈청으로 immunoblot 분석을

한 결과 p27 단백질과 결합하 다
27
. 이것은 p27단백질

이 감염된 원숭이에서 강력한 면역반응 일으키는 중요

한 바이러스의 항원이라는 것을 말해준다. 정제된 재조

합 p27 단백질을 이용하여 ELISA kit를 만든 보고들도

있다
48
. 이외에 immunoblot test나 radioimmunoprecipitation

assay
29
가 SIV 감염을 진단하는데 이용되고 있다. 이제

우리 나라도 원숭이를 수입하여 연구용으로써 장류자

원을 체계적으로 확보하고, 관련연구분야에 대한 국가

적 활용체계를 구축하고 활성화하는 것이 요구되고 있

는 시점에서 자체 SOP(standard operation procedure)에 따

라 검역을 실시하고 품질검정기술에 대한 SOP확립이

시급한 실정이다. 그리므로, 본 연구에서는 SIVmac239

isolate의 p27 유전자를 Escherishia coli.에서 발현시켜 정

제하 으며 이를 이용하여 국내로 수입된 장류 33개

체의 혈청을 분리하여 면역 반응을 통한 SIV감염 여부

를 진단하 고 SIV항체 검정을 위한 ELISA 기술의 검

정기술을 확립하 다.

재료 및 방법

SIV capsid gene의 증폭과 recombinant plasmid

제작

SIVmac239 isolate 유전자를 주형으로 p27(capsid) 유전

자 증폭을 위해 primer를 작성하 다. sense primer는 Sal

Ⅰ제한효소 site를 포함한 5′ATTGTCGACATGCACCTGC

CATTAAGCCCTG3′로 antisense primer는 Hind Ⅲ 제한

효소 site를 포함하여 5′CCCAAGCTTTTAACAAGCCG

TCAGCATTTC3′로 디자인하여 97℃에서 5분후 Taq

polymerase 1㎕를첨가한 뒤 94℃에서 1분, 52℃에서 1분,

72℃에서 30초로 유지시키는 일련의 반응을 40회 반복

하 다. 이 때 증폭된 유전자 p27를 pMAL- cri vector에

cloning하는 것은 primer 양 말단에 장착한 제한효소 site

를 이용하여 삽입하 다.

E. coli에서 protein 발현

pMAL-cri vector에 cloning된 plasmid의 single colony를

ampicillin(100㎍/㎖)를 함유한 LB(Luria Bertani)배지에 3

7℃, 15시간 배양하 으며 대조군으로 E. coli host 인

XL1-blue MRF와 pMAL-cri vector를 transform한 XL1-

blue MRF도 같이 배양하 다. 이후 50㎖의 새 배지에

1%로 접종하여 600㎚에서 0.5의 absorbance를 얻을 때까

지 37℃에서 배양한 뒤 1mM IPTG(isoprophlthio-β-D-

galactoside)로 induction하 다. Induction 후에는 37℃에서

3시간, 5시간배양후에 6000rpm에서 10분간 원심 분리하

여 얻은 세포 pellet을 -70℃에 보관하 다. MBP fusion

단백질의 발현시에는 1% Tryptone, 0.5% Yeast Extract,

0.5% NaCl에 0.2% glucose를 첨가한 배지를 사용하 다.

SDS-PAGE와 Western Blot

SDS-PAGE는 Lammlie의 방법을 기초로 하여 수행되

었다. 각각의 세포 pellet을 1mM PMSF, PBS 10㎖에 부

유한 후에 sonication으로 세포를 파괴하 다. 이 세포

lysate에SDS sample buffer를섞어서 10% SDS-polyacrylamide

gel에 전기 동한 후 Coommassie brilliant blue로 염색하

여발현된 단백질의크기를 확인하 고 PVDF membrane

으로 transfer 한 후 5% skim milk로 blocking하고

SIVmac239 항체를 이용하여 immunoblot을 실시하 다.

MBP fusion protein의 정제

발현이 확인된 세포를 200㎖ rich broth에 ampicillin을

100㎍/㎖로 첨가하여 15시간 배양한 세포를 1%로 접종

하여 600nm에서 0.5의 OD value를 얻을 때까지 배양한

후 1mM IPTG로 induction하여 5hr 동안 37℃에서 배양

하 다. 배양 후 6000rpm에서 10분간 원심분리하여 얻

은 pellet을 PBS 10㎖로 재부유한 후에 1mM PMSF를 가

한 후 sonication을 하 다. Sonication후 1500rpm에서 15

분간 원심 분리하여 세포 lysate를 얻었다. 단백과 결합

할 amylose resin(New England Biolab)을 미리 꺼내어 1㎖

을 원심한 뒤 column wash buffer(20mM Tris-Cl, 200mM

NaCl, 1mM EDTA)를 8× volume을 넣고 pre-equilibration

을 하 고 이렇게 준비된 resin에 세포 lysate를 넣고 4℃

에서 24시간동안 진탕하며 결합시켰다. 결합시킨 후에

column wash buffer를 12× volume으로 3회 세척하고

Elution buffer(10mM Maltose in column buffer) 1㎖로 5회

용출하여 -20℃에 보관하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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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LISA와 Cut-off value의 결정

정제된 재조합 단백질을 Bradford method (Biorad)에

따라 Biorad Protein assay reagent를 이용하여 우선 BSA

(1mg)가 0, 3, 6, 9, 및 12㎍/ml의 농도를 standard로 잡은

후 정제된 단백질을 5, 10, 15, 및 20㎕를 넣어 단백질의

양을 측정하 다. 이 단백질을 항원으로 하여 생명공학

연구소 유전자원 센타에 입수한 marmoset 혈청 21개와

crab-eating macaque 혈청 11개를 6개의 group으로 나누

어 immunoblot을 실시하 다. 혈청은 65℃에서 5분간 불

활화한 후에 1 : 500으로 희석하여 사용하 다. ELISA

에 사용된 항원, 혈청, conjugate의 농도는 check board

titration(antigen의 농도는 100, 200, 300, 400, 500, 1000ng

으로 serum dilution은 1:100, 1:200, 1:300으로 conjugate의

dilution은 1:2000, 1:3000, 1;5000으로 단계별 희석)으로

결정되었다. 96-well ELISA plate에 항원을 0.1M sodium

bicarbonate buffer(pH 9.6)로 단계별 희석하여 4℃에서 24

시간 coating을 한 후 1% gelatin(Merck, Germany)을 함유

하는 PBS를 사용하여 37℃에서 1시간 blocking을 하

다. 이후 PBST(0.05% Tween 20과 0.1% BSA가 함유된)

로 3회의 세척을 하 다. PBS로 희석한 marmoset과

macaque serum sample을 양성 및 음성 대조가 포함된 각

각의 well에 분주하고 37℃에서 1시간 반응시킨 후에

PBST로 3회 세척한 후 PBS로 희석한 anti-monkey IgG

peroxidase conjugate(SIGMA, USA)를 각각의 well에 첨가

한다. 37℃에서 1시간 반응한 후에 PBST로 3회 세척하

고 OPD(o-Phenylenediamine Dihydrochloride, SIGMA,

USA) 용액으로 실온에서 20분간 반응시켰다. 반응은

3N HCl로 중단시키고 absorbance는 ELISA autoreader

(Molecular Devices, USA)를 사용하여 wavelength 405nm

로 측정하 다. 결과 판정의 cut-off value는 negative라

할 수 있는 safety zone을 넓히기 위해 SIV-negative

serum으로 측정한 absorbance의 mean absorbance와

SD(Standard Deviation)을 구한 다음 mean absorbance에 4

배의 SD값을 더한 값으로 결정하 다.

결 과

E. coli에서의 protein 발현

pMAL-cri에 cloning된 plasmid를 E. coli XL1-blue MRF

를 숙주로 발현하 다. 600nm에서 OD value가 0.5일 때

1mM IPTG로 induction후 3시간, 5시간 배양하여 발현된

재조합 단백질의 확인을 위해 SDS-PAGE와 Western

Blot을 실시하 다. 대조군으로 E. coli 숙주인 XL1-blue

MRF와 vector인 pMAL-cri를 transform한 세포 lysate도

Fig. 1. 10% SDS-PAGE(A) and Western blot(B) analysis of
E. coli XL1-blue MRF harboring plasmid pMAL/SIVp27
lane M: Broad range molecular marker
lanes 1, 4 and ,7: XL1-blue MRF
lanes 2, 5, and 8: XL1-blue MRF transformed pMAL-cri vector
lanes 3, 6, and 9: XL1-blue MRF transformed pMAL/SIVp27
lanes 1 ,2, and 3: zero time
lanes 4, 5, and 6: 3hr after 1mM IPTG induction,
lanes 7, 8, and 9: 5hr after 1mM IPTG induction

B

193

KDa

98

66

43

M 1 2 3 4 5 6 7 8 9

A

193

KDa

98

66

43

M 1 2 3 4 5 6 7 8 9

103



김은옥, 김은, 오윤이, 신광순, 김현수, 김철중

비교하 다. Control MBP size는 40KDa 정도이고 fusion

된 단백질의 크기는 67KDa 정도로 젤염색이나 Western

Blot에서 확인이 잘 되었다(Fig.1). 또한 maltose fusion

protein의 발현이 IPTG에 의해 확연히 induction된 것을

알 수 있었고 induction 시간에 따라 발현되는 protein의

양이 점점 증가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Purification of MBP fusion protein

발현된 단백을 amylose resin을 이용하여 정제한 후 α

-SIVmac239 antibody를 사용하여 Western Blot으로 확인

하 다. fusion protein의 크기인 67KDa 정도에서 확인이

되는 것을 볼 수 있었다(Fig.2). 또한 elution 순서에 따라

양이 점점 감소하는 것을 관찰할 수 있었다.

M 1 2 3 4 5

193

98

66

43

26

kDa

Fig. 2. Western blot analysis of maltose binding purified
p27 protein
lane M: Broad range molecular marker
lane 1: whole cell lysate, lane 2: 1st elution,
lane 3: 2nd elution, lane 4: 3rd elution, lane 5: 4th elution

SDS-PAGE와 Western Blot

정제된 fusion p27 단백질을 항원으로 하여 marmoset

과 crab-eating macaque 원숭이의 serum sample 32개를 6

개 group으로 나누어 Western blot을 한 결과 marmoset

sample인 1-4 group에서는 p27 항체가 정제된 항원과 반

응하지 않았으나 macaque group 인 5-6 group에서는 p27

항체가 정제된 p27 항원과 미약하게 반응하 다

(Fig.3,A). p27에 대한 항체의 존재가 의심되는 5-6 group

을 개체별로 나누어 다시 Western blot을 실시하 다. 그

결과 SIV가 감염된 원숭이 혈청과는 확실히 구분이 되

었지만 11002-1 sample의 p27에 대한 항체 존재가 의심

되었다(Fig.3,B).

ELISA와 Cut-off value의 결정

정제된 단백질을 항원으로 이용하여 ELISA의 최적조

건을 확립하 다. SIV-positive serum이 없는 관계로

SIV-negative serum을 사용하여 재조합 단백질에 대한

각각의 reagent를 standardization을 하 다. 이에 사용된

항원, 혈청, conjugate의 최적조건은 check board system

에 의해 결정된 것이다. 다양한 항원의 농도에 따라 OD

value가 별로 향을 받지 않은 것을 볼 수 있었고 혈청

의 희석배율이나 특히 conjugate의 희석배율에 따라 OD

value가 많은 향을 받는 것을 확인하 다. Marmoset

serum을 사용한 standardization결과 적절한 항원 농도는

200ng/well, conjugate의 희석배율은 1:1000이었다. 이와 비

슷하게 Crab-eating Macaque serum을사용한 standardization

결과에서도적절한 antigen 농도는 200ng, conjugate dilution

은 1:1000이었다. 항원농도가 200ng/well로하고 conjugate

dilution이 1:1000로 하여 marmoset과 crab-eating macaque

혈청을 희석하여 OD value를 측정하 을 때 mean

absorbance는 marmoset에서는 0.13 O.D unit, Crab-eating

Macaque 에서는 0.18 O.D unit이고 4SD(Standard Deviation)

값은 두 sample 모두 0.04 O.D unit이었다(Fig. 4). 여기서

얻어진 cut-off value는 marmoset에서는 0.17 O.D unit이

며 crab-eating macaque 에서는 0.22 O.D unit이다.

고 찰

미국이나 일본, 유럽 등의 생명공학 분야가 발달된 국

가에서는 장류를 이용하는 실험이 이루어지고 있다.

장류는 사람과 가장 가까운 동물로서 신약개발이나

HIV, HCV 등의 사람에 감염되는 바이러스나 cancer 치

료 연구에 최종 동물로써 중요한 역할을 한다. 그래서

국내에서는 이들 실험동물의 수입이 추진되어지고 있

다. 이들을 검역하기 위한 ELISA 진단법을 개발하기 위

해 본 실험에서는 SIVmac239의 p27, capsid protein을 발

현시켰다. SIV의 group간의 cross-reaction에 대해서는 아

직 확실히 알려져 있지 않지만 SIVsm은 자연숙주인

sooty mangabeys보다 rhesus macaques에서바이러스 진화

가 많이 일어났다고 한다. 이는 자연숙주가 이들바이러

스에 좀더 안정적이라는 사실을 말해준다
30
. 반면 SIVmac

을 mangabeys에 감염시켰을 때 rhesus macaques보다 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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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속적인 CTL 반응을 일으켰다고 한다
31
. 그러므로 본

실험에서 선택한 SIVmac의 p27 재조합 단백질은 다른

SIVs의 감염 여부를 진단하는데 있어 정확한 방법이라

고 확신하기가 어렵다. 또한 국내 현황상 많은 수의 다

양한 장류 혈청을 적용해보지 못한 점이 있다. 그러나

외국에서 검역을 한 장류를 수입하고 그 검역여부를

국내에서 확인할 수 있는 체계를 확립했다는데 그 의의

가 있다.

ELISA 진단 kit를 개발하기 위해 본 실험에서는 재조

합 p27 gag 단백질을 사용하 는데 이외에 env 단백질

을 항원으로 사용할 수도 있을 것이다. env 단백질은 바

이러스가 숙주세포에 감염하는데 있어서 receptor와 반

응하는 spike 단백질로 중화 항체를 유도하는 많은

epitope들이 있다. 그러므로 이 단백질을 함께 ELISA 항

원으로 사용한다면 좀더 확실한 진단법이 될 것이다. 본

실험에서 재조합 단백질을 합성하는데 maltose-binding

fusion protein 발현 시스템을 사용하 다. 다른 시스템과

발현량을 비교한 것은 아니지만 이 발현 시스템에서 많

Fig. 3. Immunoblot assay of p27 antigen with sera from monkeys
Fig. 3A. lane M: Broad range molecular marker,

lane 1-4: marmoset(p201-p2021)
Fig. 3B. lane 1: SIVmac293 antibody, lane2-7: 11002-11007,

lane 8: 11001, lane 9-12: 11008-11011

A

B

M 1 2 3 4 M 5 6

M 1 2 3 4 5 6 M 7 8 9 10 11 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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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 양의 재조합 단백질이 세포질에서 발현된 것을 확인

할 수 있었다(Fig.1). 결합되는 maltose 단백질의 크기가

비교적 크기 때문에 ELISA 항원으로 이용이 부적절할

수도있다. 그러므로크기가 작은 Histidine-binding fusion

protein 발현 시스템에 이를 응용한다면 더 효과적인

ELISA 진단법을 개발할 수 있을 것이다.

합성된 재조합 단백질을 SIV에 감염된 positive 혈청

과 국내로 수입된 macaque 11개체, marmocet 21개체의

혈청을 분리하여 면역 반응을 통한 항체유무검사를 실

시한 결과 macaque 1개체가 미약하기는 하나 이 단백질

과 결합함으로써 SIV 감염이 의심되었다(Fig.2). 그러므

로 이 개체는 바이러스의 복제가 진행되지 않는 잠복기

상태에 있다가 면역기능과 질병상태에 따라 바이러스가

활발히 복제되어 SIV를 전파시킬 수 있는 가능성을 지

녔다고 판단되어진다. 이로써 SIV 항체 검출을 위한

ELISA의 국내 검정기술을 확립하고 검역체계를 구축하

다고 사려된다. 그러나 좀더 정확성을 높이기위하여

심도 깊은 진단기법 연구가 필요할 것이다.

Fig. 4. Confirmation of the Cut-off value with Crab-eating Macaque serum(A) and Marmoset serum(B) (antigen

200ng, conjugate dilution 1;1000. 1-1:100, 2-1:200, 3-1:300, 4-1:400)

A

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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