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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외선 조사가 Ovalbumin의 분자적 성질에 미치는 영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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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o elucidate the effects of ultraviolet (UV) irradiation on molecular properties of ovalbumin, the
molecular weight profile, secondary structure and tertiary structure of proteins were examined after
irradiation by UV with 254 nm wavelength for 4, 8, 16 and 32 hrs, respectively. UV irradiation of
protein solution caused the disruption on the native state of protein molecules. SDS-PAGE and gel
permeation chromatography indicated that radiation caused initial fragmentation of polypeptide
chains and as a result subsequent aggregation due to cross-linking of protein molecules. Circular
dichroism (CD) study showed that UV irradiation caused the change on the secondary structure
resulting in decrease of helical structure or compact denature on structure of protein depending on
irradiation period. Fluorescence spectroscopy indicated that irradiation quenched the emission inten-
sity excited at 280 nm. These results suggest that UV irradiation affect the molecular properties of
ovalbumin and may have potential as a means to change the antigenicity of protein allergen.

Key words: circular dichroism, emission intensity, molecular weight, ovalbumin, ultraviolet-irradiation

서 론

식품 allergy는 식품 중에 함유된 allergy 유발물질을 섭취할

때 발생하는 면역학적 과민증으로서 최근 유병율도 점차 증가

하고 있어 식품 allergy 문제에 대응하는 효과적인 방안이 요구

되고 있다. 대표적인 allergy 유발식품으로는 우유, 계란, 대두

등이 있으며, 우유중의 β-lactoglobulin과 계란중의 ovalbumin

등 일부 단백질은 allergy를 일으킨다1). Allergy를 방지하는 방

법은 allergen의 섭취를 막는 것이며 allergen을 제거하거나 열,

산알칼리 처리에 의하여 단백질을 변성하거나 효소로 분해시켜

단백질의 항원성을 감소시키는 방법이 있다2). 효소처리는 가수

분해산물의 쓴맛성분이 문제가 되거나 구성물질의 항원성 저하

에 효과적이지 않은 경우가 있고 열에 의한 변성의 경우 가열

시간과 온도에 따라 다양한 결과가 보고되고 있다2-3).

여러 가지 산화시스템에서 단백질은 절단과 중합이 관찰된

다. 단백질의 산화는 ozone, superoxide anion, 자외선전자선감

마선 조사 등 이온화 조사 또는 발효반응에 의하여 생산된

hydroxy radical의 작용으로 일어난다4). 특히 감마선 조사와 같

은 이온화 반응은 단백질의 종류와 조사량에 따라 단백질의 구

조적 변화, 아미노산의 산화, 공유결합의 파괴, 자유라디칼의 형

성 및 단백질의 재구성 또는 중합반응을 유도한다5). 이와 같은

감마선 조사에 의한 단백질의 구조적 변화는 선행 연구에서 뚜

렷하게 관찰된 바 있다. 변 등은 식품 allergy 저감화 연구의 일

환으로 allergy를 유발하는 단백질을 감마선 조사에 의해 구조

변화를 일으킨 결과 항원항체 결합능이 감소하였다고 보고하였

다6-8). 식품에 대한 자외선 조사는 식품중의 미생물학적 건전성

을 유지하기 위한 일환으로 가장 광범위하게 연구되어 왔다4).

자외선 조사는 감마선 조사에 비하여 에너지는 적으나 소비자

의 인식과 건전성 측면에서 유리한 장점이 있다. 단백질과 펩

티드의 자외선 조사효과에 관한 선행연구에서 자외선 조사도

단백질과 펩티드를 보다 적은 분자절편으로 절단하고 중합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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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도하는 것으로 나타났다9). 그러므로 자외선 조사도 식품

allergen의 특성변화와 항원성을 변화시키는 수단으로 이용가능

성이 기대되며 먼저 자외선 조사에 의한 식품 단백질의 구조

및 이화학적 특성변화에 관한 깊이 있는 검토가 요구되나 이에

관한 국내 연구는 미진한 실정이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식품 allergy 저감화 수단으로 자외선 조

사의 타당성을 검토하는 기초 자료로서 자외선 조사에 의한 단

백질의 분자적 특성변화를 구명하기 위하여 계란 allergy를 유

발하는 주요 단백질인 ovabumin에 자외선을 조사한 후 분자량

분포와 2차 구조 및 형광스펙트럼의 변화 등을 조사하였다.

재료 및 방법

시험재료. Ovalbumin은 Sigma사(St. Louis MO, USA) 제품

을 사용하였고, 정제 없이 공급된 상태 그대로 시료로 사용하

였다. Sephacryl S-200 HR resin은 Amersharm Pharmacia

Biotech AB사(Uppsala, Sweden)로부터 구입하였고, 전기영동용

표준단백질은 BIO-RAD사(Richimond, CA, USA)의 제품을 사

용하였다.

자외선 조사. 자외선을 조사하기 위하여 ovalbumin 0.15 g을

평량하고 여기에 10 mM 인산완충용액(pH 7.0) 20 ml를 가하여

교반하면서 용해하여 최종적으로 0.5% ovalbumin 용액(5 mg/

ml)을 제조하였다. 자외선 조사는 얻어진 단백질 용액을 fused

quarts cell에 넣고 spectrofluorometer RF-1500(Shimadzu, Kyoto,

Japan)를 이용하여 대기 하의 실온상태에서 254 nm의 자외선

파장으로 각각 4, 8 16, 32시간 동안 각각 조사하였다. 254 nm

의 자외선 파장은 식품의 미생물학적 건전성을 구명하기 위한

연구에서 통상 사용되는 자외선 파장이다10). 자외선 조사된 단

백질 용액은 분석 전까지 −30oC 냉동고에 보관하면서 사용하

였다.

SDS-PAGE. SDS-PAGE는 Laemmli의 방법에 따라 실시하였

다11). Separating gel의 acrylamide 농도는 15%이었으며,

stacking gel의 acrylamide 농도는 5%를 사용하였다. 전기영동

용 시료는 자외선 조사된 단백질 용액에 10 mM 인산완충용액

(pH 7.0)을 가하여 5배 희석한 후 0.06 M Tris-HCl(pH 6.8),

2% SDS, 14.4 mM β-mercaptoethanol, 25% glycerol, 0.1%

bromophenol blue을 함유한 sample buffer와 혼합하여 준비하였

다. 전기영동용 표준단백질은 BIO-RAD사(Richimond, CA,

USA)의 recombinant protein molecular weight marker를 사용

하였으며 분자량 구성은 다음과 같다. Myosin, 201; β-

galactosidase 130; Bovine serum albumin 94; Ovalbumin

48.6; Carbonic anhydrase 36.4; Soybean trypsin inhibitor 29.8;

Lysozyme 20.6; Aprotinin 6.6 kDa.

Gel Permeation Chromatography. Gel permeation

chromatography는 10 mM 인산완충용액(pH 7.0)으로 평형화된

Sephacryl S-200 HR column(1.5×120 cm, Amersharm Pharmacia

Biotech AB(Uppsala, Sweden)을 이용하였으며 자외선 조사된

ovalbumin 용액 2 ml를 컬럼에 주입하였다. 이동상으로 사용한

10 mM 인산완충용액은 0.45 mm microfilter(Whatman, USA)로

여과하였고 aspirator(EYELA, Japan)로 완전하게 탈기하였으며

연동펌프((Perista Mini-Pump SJ-1211, Atto Co., Ltd., Tokyo,

Japan)를 사용하여 0.5 ml/min의 유속으로 흘려서 단백질을 분

획하였고 280 nm에서 단백질 분획의 흡광도를 측정하였다.

Circular Dichroism (CD) Study. 자외선 조사된 ovalbumin

용액의 2차 구조를 시험하기 위하여 spectropolarimeter(JASCO

J-720, Tokyo, Japan)를 이용하여 25oC에서 Circular dichroism

(CD) 연구를 수행하였다. 자외선 조사된 ovalbumin 용액은 Far-

UV CD에서 최적농도가 되도록 10 mM 인산완충용액(pH 7.0)

을 가하여 희석하여 사용하였다. 이때의 단백질 농도는 0.02%

이었다. CD spectrum은 1 mm pathlength cell을 사용하여 5회

반복하여 측정하였으며, 얻어진 spectrum은 polynomial fitting

curve를 이용하여 smoothing한 후 molar ellipticity(degcm2/

dmol)로 나타냈으며, 2차구조 함량은 Chang 등의 방법에 따라

Far-UV CD spectrum을 분석하였다12).

Fluoresence spectroscopy. 자외선 조사된 β-lactoglobulin과

ovalbumin 용액의 트립토판 잔기의 형광스펙트럼은 형광광도계

(spectrofluorometer RF-750, Kyoto, Japan)를 이용하여 시료를

280 nm에서 여기(excitation)하고 emission intensity를 측정하였

다. 자외선 조사된 ovalbumin 용액은 최적의 emission spectrum

을 얻기 위한 농도가 되도록 10 mM 인산완충용액(pH 7.0)을

가하여 희석하였고, 측정농도는 0.05%이었다.

결과 및 고찰

자외선 조사에 의한 ovalbumin의 분자량 분포의 변화. 자외

선 조사가 ovalbumin의 분자량 분포의 변화에 미치는 영향을

조사하기 위하여 0.5% ovalbumin 용액을 제조한 후 4, 8, 16,

32시간 동안 자외선을 조사하고 SDS-PAGE를 실시한 결과는

Fig. 1과 같다. 자외선 조사에 의한 ovalbumin의 분자량 분포는

조사시간이 증가할수록 단백질의 major band의 굵기가 감소하

였고 단백질이 분해된 형태의 minor band들이 나타났다. 얻어

진 결과를 확인하기 위하여 gel permeation chromatography에

서는 자외선 조사에 의하여 단백질이 분해된 형태와 함께 먼저

용출되는 부분 즉 단백질의 중합된 분획이 나타났고 이 분획은

조사시간이 경과할수록 증가하는 경향이었다(Fig. 2). 이와 같

은 결과는 ovalbumin이 자외선 조사에 의하여 단백질 분자가

소편화된 다음 중합체로 전환되는 것을 나타낸다. 감마선 또는

Fig. 1. SDS-PAGE profile of ovalbumin irradiated with UV.

Molecular weight marker protein (M); 0 hr (1); 4 hrs (2); 8 hrs (3); 16
hrs (4); 32 hrs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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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외선 조사와 같은 이온화 반응은 자유라디칼의 형성, 아미노

산의 산화, 공유결합의 파괴 및 단백질의 재구성 또는 중합반

응을 유도한다5). 단백질 손상의 형태는 절단과 중합 두 가지의

형태가 있으며 많은 연구에서도 보고된 바 있다13-16). 단백질은

공유결합이 파괴되면서 분해되는 반면 hydrophobic interaction,

electrostatic interaction, inter-protein cross-linking, disulfide

bond가 일어나서 좀 더 높은 분자량의 중합체로 전환된다17). 또

한, 중합은 펩티드 사슬 내에서 형성된 아미노산과 유도체들이

다른 단백질의 아미노산 잔기와 cross-link 한다고 한다.

자외선 조사에 의한 ovalbumin의 Far UV CD spectrum

의 변화. Far-UV CD spectrum은 단백질의 구조적 특성변화를

보여준다. 특히, 단백질의 펩티드 사슬에서 ordered structure의

Fig. 2. Gel permeation chromatogram of ovalbumin irradiated with UV. 4 hrs (A); 8 hrs (B); 16 hrs (C); 32 hrs.

Fig. 3. Circular Dichroism spectra of ovalbumin irradiated with

UV. 0 hr: solid; 4 hrs: dotted; 8 hrs: long dash; 16 hrs: dash-dot; 32
hrs: Dash-dot-dot.

Fig. 4. Fluoresence emission spectra of ovalbumin irradiated with

UV. 0 hr: solid; 4 hrs: dotted; 8 hrs: long dash; 16 hrs: dash-dot; 32
hrs: dash-dot-do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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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화는 반응 이전의 원래의 단백질의 구조와 쉽게 구별할 수

있다. 또한 2차구조 함량분석은 단백질의 Far-UV CD spectrum

의 변화를 객관화하며 일반적으로 random coil의 증가는 단백

질의 ordered structure의 파괴를 나타낸다. 자외선 조사가

ovalbumin의 Far UV CD spectrum 변화에 미치는 영향을 조

사하기 위하여 CD 연구를 수행한 결과는 Fig. 4와 같다.

Ovalbumin의 Far UV CD spectrum은 207 nm와 221 nm에서

negative minimum ellipticity를 나타내는 대표적인 a-helix 구조

를 보였다. 자외선이 조사된 ovalbumin의 Far-UV CD spctrum

은 자외선 조사전후의 차이를 보여 주었고 또한 자외선 조사

전후의 ovalbumin의 2차구조 함량분석은 이와 같은 결과를 잘

반영한다(Table 1). 4시간과 8시간을 조사한 경우 ovalbumin의

207 nm와 221 nm의 negative minimum ellipticity가 각각 감소

하였다. 이는 a-helix 구조의 변화를 시사하는 것으로 ovalbumin

의 helix 구조의 감소는 자외선 조사에 의하여 단백질의 공유

결합이 파괴되면서 단백질 분자의 소편화가 형성되기 때문인

것으로 생각된다. 이와 관련하여 Davidson은 자외선 조사는 단

백질의 peptide chain을 보다 작은 분자로 절단하며 원래 단백

질의 안정화는 파괴된다고 하였다18). 16시간과 32시간 동안 조

사한 경우 negative minimum ellipticity에서 차이가 있었으나

원래 단백질과 유사한 Far UV CD spectrum을 보였는데 이는

장시간동안 조사에 의하여 ovalbumin이 compact denature 상태

가 되기 때문인 것으로 사료된다. 열에 의해 변성된 ovalbumin

의 2차구조는 변성되지 않은 ovalbumin과 큰 차이가 없지만 변

경되지 않은 분자에 숨어있던 소수성 부분이 가열 후 몇 군데

가 노출되어 열변성된 ovalbumin은 molten globule 상태나

compact denature 상태로 된다고 하였다19). 따라서, 자외선 조사

는 ovalbumin의 2차구조의 변화를 야기하며, 이러한 구조적 변

화는 이들 단백질의 항원성과 면역조절활성에 영향을 미칠 것

으로 사료된다. 양 등은 ovomucoid에 감마선을 조사한 결과

trypsin inhibiting activity와 antigenicity가 각각 감소하였으며

감마선 조사로 인한 conformational change가 주요한 요인으로

작용하였다고 보고하였다20).

자외선에 의한 Ovalbumin의 형광스팩트럼의 변화. 자외선

조사가 ovalbumin의 트립토판 잔기의 형광스펙트럼의 변화에

미치는 영향을 조사하기 위하여 자외선이 조사된 상기 단백질

용액을 280 nm 파장에서 여기하고 emission intensity를 측정하

였다. Ovalbumin의 형광스펙트럼은 자외선 조사시간이 증가할

수록 maximum emission intensity가 일관되게 감소되는 결과를

나타냈다(Fig. 4). 이와같은 결과는 자외선 조사가 ovalbumin의

280 nm에서 emission intensity를 소거한 것을 의미한다. 280

nm 자외선 파장은 단백질의 tryptophan과 tyrosine을 여기하며

tryptophan과 tyrosine 주변 환경의 변화를 반영한다21). 또한 자

외선 조사에 의한 단백질의 tryptophan과 tyrosine 잔기와 같은

aromatic amino acid residue의 변화를 보여준다. Fujimori는 자

외선 조사의 photopolymerization은 단백질의 polypeptide chain

의 aromatic residue에 기인된다고 하였다22). 따라서 자외선조사

에 의한 ovalbumin의 형광스펙트럼의 변화는 단백질의

hydrophobic group들의 구조 변화 등 3차 구조에 있어서 변화

를 시사하는 것이며 이러한 구조적 변화는 단백질의 기능적 성

질에도 영향을 끼칠 것으로 생각된다. 변 등은 ovalbumin에 감

마선을 조사한 결과 분자량 등 구조적 특성이 변화하고 항원항

체 간의 결합능이 감소하였다고 보고하였다20).

결과적으로 ovalbumin은 자외선 조사에 의하여 분자량분포와

2차구조 및 3차구조가 변화하였고 자외선 조사된 ovalbumin은

이미 보고된 감마선 조사된 단백질과 유사한 분자적 특성을 나

타냈다. 이는 자외선이 특정단백질에 대하여 감마선과 유사한

작용을 나타내는 것으로 사료되며 자외선 조사가 ovalbumin과

같은 단백질성 allergen의 구조적 특성변화를 유도하고 항원성

을 변화시키는 수단으로 이용가능성을 시사하는 결과이다. 다

만, 식품 allergy의 억제 및 anti-allergenic food 개발에 자외선

조사기술의 타당성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ovalbumin 등 보다 더

다양한 allergen을 대상으로 자외선 조사에 따른 항원성과

allergenicity 변화에 관한 깊이 있는 연구가 진행되어야 할 것

으로 사료된다.

초 록

식품 allergen 저감화 수단으로 자외선 조사의 타당성을 검토

하고 자외선조사가 식품 단백질의 분자적 성질에 미치는 영향

을 조사하고자 ovalbumin 용액에 자외선을 조사한 후 단백질

의 분자량 분포와 2차구조 및 3차구조의 변화를 조사하였다.

SDS-PAGE와 Gel permeation chromatography 결과 ovalbumin

은 자외선 조사에 의하여 단백질이 분해되고 조사시간이 증가

할수록 펩티드가 중합하는 형태를 나타냈다. Circular dichroism

연구는 자외선 조사에 의하여 α-helix 구조가 감소하고 조사시

간이 증가할 경우 compact denatured ovalbumin의 구조를 나타

내는 2차구조의 변화를 나타냈다. 자외선 조사된 ovalbumin의

형광스펙트럼은 조사시간이 증가할수록 단백질의 maximum

emission intensity가 감소하는 3차구조의 변화를 나타냈다. 결과

적으로 자외선 조사는 ovalbumin의 분자적 성질을 변화시키며

allergen의 항원성을 변화시키는 수단으로 이용가능성을 시사한다.

Key words: 자외선 조사, 오브알부민, 분자량, circular

dichroism, emission intensit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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