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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문요약

재재재조조조합합합항항항원원원을을을 이이이용용용한한한 폐폐폐흡흡흡충충충증증증의의의 면면면역역역 진진진단단단법법법 개개개발발발

폐흡충 감염에 대한 진단은 기생충학적 검사법외에 면역진단법이
유용하다.폐흡충 항원 중 교차반응이 매우 적으며 민감도가 높은 새
로운 항원을 찾고,이에 대한 재조합 단백질을 제조하여 효소면역진
단법에 적용하고자 하였다.폐흡충 cDNA library를 immunoscreening
하여 폐흡충 양성 혈청과 강하게 반응하는 항원성이 높은 클론 6개
중 2개 클론이 중요한 사람 기생 흡충인 만손주혈흡충 (Schistosoma
mansoni,GenBank accession numberA54521)과 일본주혈흡충 (S.
japonicum,AAW25328)의 40kmajoreggantigen과 59% 와 63%의
유사성을 가지는 유전자이었고,이를 폐흡충 majoreggantigen로 명
명하였다.폐흡충 majoregg antigen (GenBank accession number
AY526873)유전자는 322의 아미노산을 암호하는 966 bp의 open
readingframe을 가지고 있었으며,분자량은 37,276.82Da이였다.간접
형광항체법을 수행하여 폐흡충 성충 내 majoreggantigen의 분포를
알아본 결과 충란에만 분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Majoreggantigen
유전자를 재조합 단백질로 과발현을 유도한 후 Ni-친화성 크로마토그
라피를 수행하여 2.03㎎ (1.015㎎/㎖)의 재조합 단백질을 분리하였
다.
폐흡충 재조합 majoreggantigen의 항원성과 교차반응성을 알아

보기 위해 immunoblotting을 수행한 결과,20명의 폐흡충 양성 혈청
중 17명인 85%가 재조합 majoreggantigen에 대한 양성 band를 보
인 반면,20명의 간흡충 양성 혈청 및 3명의 정상 혈청 모두 음성으
로 나타났다.또한 폐흡충증 혈청학적 진단에의 특이도와 민감도를
알아보기 위해,폐흡충 양성 혈청(n=41),간흡충 양성 혈청(32),요코
가와흡충 양성 혈청(17),유구낭미충증 양성 혈청 (38),고충증 양성



혈청 (23)과 정상 혈청 (30)으로 효소면역진단법을 수행하였다.30명
의 정상 혈청의 흡광도를 토대로 얻은 양성 판정을 위한 cut-off수치
는 0.24(평균 +10SD)였으며,41명의 폐흡충 양성 혈청 중,37혈
청이 양성이었다(90.2%의 민감도).그 외 간흡충 양성 혈청(32),요코
가와흡충 양성 혈청(17),유구낭미충증 양성 혈청 (38),고충증 양성
혈청 (23)들은 모두 음성이었다(100%의 특이도).이 결과는 재조합
majoreggantigen을 이용한 효소면역진단법이 높은 특이도 및 민감
도로 폐흡충증 면역 진단에 매우 유용할 것으로 사료된다.

핵심되는 말 재조합항원 폐흡충 효소면역진단법 majoreggantige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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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도교수 강강강희희희철철철>

연세대학교 대학원 의학과

김김김 선선선 현현현

ⅠⅠⅠ...서서서론론론

폐흡충 (Paragonimuswestermani)은 극동 및 동남아시아에서 주
로 인체감염이 보고되며,중남미와 서아프리카에서도 일부 보고된다
1,2.객담이나 대변을 통해 나온 폐흡충의 충란은 25～ 30℃의 물속에
서 부화하여 미라시디움으로 발육하고 제 1 중간숙주인 다슬기류
(Semisulcospirasp.)에 침입한다.이 미라시디움은 다슬기 속에서 3개
월에 걸쳐서 유미유충으로 발육하여 물속으로 배출된다.유미유충은
제 2 중간숙주 참게 (Eriocheir sinensis)나 가재 (Cambaroides
similis)에 들어가 기생하며 약 6주 후에 피낭유충이 된다.이 피낭유
충이 들어있는 제 2중간숙주를 날로 먹거나 덜 익혀 먹을 때 감염된
다 (Fig.1).



Fig.1.ThelifecycleofP.westermani;Theeggsareexcreted
unembryonatedinthesputum,oralternatelytheyareswallowed
andpassedwithstool .Intheexternalenvironment,theeggs
becomeembryonated ,and miracidiahatch andseek thefirst
intermediate host,a snail,and penetrate its soft tissues .
Miracidiagothroughseveraldevelopmentalstagesinsidethesnail
:sporocysts ,rediae ,withthelattergivingrisetomany
cercariae ,whichemergefrom thesnail.Thecercariaeinvade
the second intermediate host,a crustacean such as a crab or
crayfish,wheretheyencystandbecomemetacercariae.Thisisthe
infectivestageforthemammalianhost .Humaninfectionwith
P.westermanioccursby eating inadequately cooked orpickled
craborcrayfishthatharbormetacercariaeoftheparasite .The
metacercariaeexcystin theduodenum ,penetratethrough the
intestinal wall into the peritoneal cavity, then through the
abdominalwallanddiaphragm intothelungs,wheretheybecome
encapsulatedanddevelopintoadults (7.5to12mm by4to6
mm).



폐흡충의 인체 내 감염은 급․만성으로 구분되며 폐,복강 및 중추
신경계 등에서 질환을 일으킨다3.폐흡충이 인체 내 감염 시,60%는
폐에 기생하여 만성 질환을 일으키고,40%는 이소 기생으로서 뇌 및
척수 등에 침입하여 뇌의 전간 발작 및 마비 등의 급성 질환을 일으
키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4.
폐흡충증 (paragonimiasis)의 진단을 위해서는 환자의 객담이나 대

변에서 충란을 현미경으로 확인하여야 하는데,이 방법은 초기 감염
시와 이소 기생으로 폐가 아닌 신체의 다른 부위에 감염 시 환자의
가검물로는 관찰이 불가능하다1.이러한 감염을 진단 할 수 있는 방법
이 요구됨에 따라 면역학적 진단방법이 응용되기 시작하였다5.
진단 방법으로 폐흡충 성충의 조항원을 사용하고,환자의 혈청과

반응하여 진단하는 효소면역진단법(ELISA)이 개발되고 현재 흔히 쓰
이고 있다6,7.이 진단법은 오늘날의 혈청 진단법의 기초가 되었으나,
성충 충체를 갈아서 사용하기 때문에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다.첫째,
흡충류간의 교차반응으로 나타나는 위양성,둘째,낮은 민감도로 발생
하는 결과에 대한 판정의 어려움,셋째,치료가 된 후 일정기간 나타
나는 위양성,넷째,동물 실험을 통해 얻은 충체를 사용함으로 발생하
는 시간과 비용의 증가이다8,1,9.이에 따라 교차반응으로 나타나는 위
양성을 낮추고 특이도를 높이기 위한 진단방법이 개발되고 있는데,
폐흡충 성충의 조항원을 마우스에 면역하여 얻은 단클론항체를 이용
한 효소면역진단법의 개발10과 폐흡충의 분비배설항원을 이용한 새로
운 진단용 항원의 분석11과 분비배설항원을 사용하여 만든 단클론항체
를 이용한 효소면역진단법이 보고되었다12.
폐흡충의 분비배설항원에서 주로 발현되는 cysteineproteinase가

새로운 항원 물질로 보고되었으며8,조항원이나 분비배설항원보다 순
수 분리한 cysteineproteinase항원을 이용한 진단법에서 특이도가
높았다는 보고가 있다13.그러나 이 진단법 역시 흡충류의 하나인 간
질(Fasciolahepatica)감염 시 양성으로 나타나는 교차반응 및 동물



실험을 통해 폐흡충 성충을 얻은 후 배양을 해야 하는 등 제한점이
있다14.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폐흡충 항원 중 교차반응이 매우 적으며 민

감도가 높은 새로운 항원을 찾고,이에 대한 재조합 단백질을 제조하
여 효소면역진단법에 적용하고자 하였다.이를 위해 동물 실험을 통
해 발육시킨 폐흡충 성충에서 mRNA를 분리하여,cDNA library를 제
조하고,면역선별을 수행하여 폐흡충 양성 사람 혈청과 강하게 반응
하는 주 항원을 찾고,이 항원물질의 분자 생물학적 특성을 규명하고,
재조합 단백질을 제조하였다.이를 효소면역진단법으로 적용․발전
시켜 신속하고 정확한 폐흡충증 진단 기법으로서의 타당성을 조사하
였다.



ⅡⅡⅡ...재재재료료료 및및및 방방방법법법

111...재재재료료료

가가가...폐폐폐흡흡흡충충충의의의 피피피낭낭낭유유유충충충 수수수집집집 및및및 실실실험험험동동동물물물에에에서서서 성성성충충충 수수수집집집
국내 폐흡충 만연지역인 전남 해남군에 서식하고 있는 가재 (C.

similis)(Fig.2A)를 채집하여 phosphatebufferedsaline(PBS,137
mM NaCl,1.8mM KH2PO4,10mM Na2HPO4,27mM KCl,pH 7.4)
을 첨가한 다음 마쇄기를 이용하여 균질액을 만든 후 폐흡충의 피낭
유충 (metacercariae)(Fig.2B)을 분리하였다.분리한 피낭유충 100
개를 실험동물인 개(15kg이상)2마리에 각각 경구 감염시키고 대변
검사를 통해 충란이 나오는지를 확인하고,12주가 경과하여 폐흡충이
성충으로 성장한 후 개를 희생시켜 폐에서 성충을 회수하였다(Fig.2
C).

FFFiiiggg...222...CCCrrraaayyyfffiiissshhh(((CCCaaammmbbbaaarrroooiiidddeeessssssiiimmmiiillliiisss)))(((AAA))),,,PPP...wwweeesssttteeerrrmmmaaannniii
mmmeeetttaaaccceeerrrcccaaarrriiiaaaeee(((BBB)))aaannnddddddooogggllluuunnngggaaannndddPPP...wwweeesssttteeerrrmmmaaannniiiaaaddduuulllttt
wwwooorrrmmm (((CCC)))...



나나나...혈혈혈청청청
지난 15년동안 연세대학교 의과대학 세브란스병원에 내원한 환자

에서 얻은 폐흡충 (P. westermani) 양성 혈청(n=41), 간흡충
(Clonorchis sinensis)양성 혈청(32),요코가와흡충 (Metagonimus
yokogawai)양성 혈청(17),유구낭미충증 (cysticercosis)양성 혈청
(38),고충증 (sparganosis)양성 혈청 (23)과 이들 기생충들의 충란
및 혈청 내 항체가 존재하지 않는 정상 혈청 (30)을 사용하였다.
폐흡충 성충 내 majoreggantigen의 분포를 알아보기 위해,4주된

BALB/c 마우스를 재조합 major egg antigen (2 ㎍)과 alum
adjuvant의 혼합물로 3차 면역하여 얻은 혈청을 사용하였다.

222...방방방법법법

가가가...cccDDDNNNAAA eeexxxppprrreeessssssiiiooonnnllliiibbbrrraaarrryyy의의의 제제제조조조
(1)mRNA의 분리
살아있는 폐흡충의 성충을 액체 질소로 급속 냉동하여 분쇄한 후,

TRIzol® Reagent(Invitrogen,Carlsbad,CA,USA)와 섞어 용해시킨
후,원심 분리하여 상층액만을 분리하여 단백질을 제거하였다.여기에
isopropylalcohol을 첨가하여 RNA를 침전시키고,이를 건조하여
DEPC (Sigma,St.Louis,MO,USA)를 처리한 증류수에 녹여 total
RNA를 준비하였다.준비된 totalRNA용액을 oligo-dT가 부착된
Dynabead의 Magneticparticlecollectionkit을 이용하여 bead와 결합
한 mRNA만을 모아 DEPC처리한 증류수에 녹여 사용 전까지 -80℃
에 보관하였다.

(2)cDNA expressionlibrary의 제조
ZAPExpressTM cDNA SynthesisKit(Stratagene,LaJolla,CA,

USA)를 이용하여 제작하였으며,방법은 제공되는 실험방법을 따랐다.



VectorpBK-CMV로 invivoexcision시킬 수 있는 ZAP Express
vector와 숙주세포로 EscherichiacoliXL1-BlueMRF'를 사용하였다.
위에서 기술한 방법으로 얻어 보관한 폐흡충의 mRNA 5㎍을 사용하
여 먼저 first strand를 합성하였다.DTT,first strand methyl
nucleotidemixture,linker-primer,RNaseblock들을 적정농도가 되도
록 넣고 잘 섞었다.여기에 M-MLV reversetranscriptase를 넣고 37
℃에서 반응시켰다.이렇게 얻은 firststrand에 DTT,secondstrand
nucleotidemixture등을 넣고 16℃에서 2.5시간을 반응시켜 second
strand를 합성하였다.Phenol/chloroform을 첨가하고 상층액을 분리한
후 얻어진 double stranded DNA를 알코올 침전시켰다.Klenow
fragment및 dNTP mixture를 사용하여,cDNA 말단을 평활화하고
EcoR Iadapter를 부착한 후 XhoI으로 소화시켰다.이렇게 준비한
cDNA를 vectorpBK-CMV에 T4DNA ligase를 사용하여 ligation하
였다.Gigapack Ⅱ Gold packaging extract를 사용하여 in vitro
packaging시키고,XL1-Blue MRF'를 숙주세포로 길러 plating과
titering을 거친 후 증폭하여 사용하였다.

나나나...IIImmmmmmuuunnnooossscccrrreeeeeennniiinnnggg
1차,2차,3차 screening을 통해 폐흡충 양성 사람의 혈청과 강하게

반응하는 주 항원들을 찾았다 (Fig.3).실험 방법을 약술하면,0.2%
maltose,10 mM MgSO4를 첨가하여 만든 LB배지에 숙주세포인
XL1-BlueMRF'를 37℃,200rpm으로 16시간 배양시켰다.SM 완충
액에 1/5,000으로 희석한 phage와 숙주세포 100㎕씩 섞고 15분간 숙
주세포가 감염되도록 하고,50℃에서 미리 데워놓은 3㎖ topagar
(10gNaCl,10gtryptone,5gyeastextract,10gagarosepH 7.0
perliter)와 혼합하여 즉시 미리 만들어 놓은 NZY plate(5gNaCl,
2gMgSO4,5gyeastextract,10gNZamine,15gagar,pH 7.5
perliter)위에 감염된 숙주를 고르게 폈다.42℃에서 작은 plaque가



생길 때까지 배양한 후 (약 4시간),10 mM IPTG (isopropyl β
-D-thiogalactopyranoside)에 적신 nitrocellulosemembrane(Bio-Rad
Lab.Inc,Hercules,CA,USA)을 덮은 다음 3.5시간 37℃에서 배양하
여 단백질의 발현을 유도하였다.Membrane을 TBST 용액(10mM
Tris-HCl,pH 7.5,150mM NaCl,0.05% Tween20)으로 세척하고
3% skim milk를 포함한 TBST로 비특이적 반응을 차단시켰다.1차
항체로는 폐흡충 양성 사람 혈청을 1:200으로 PBS로 희석하여 1시간
동안 반응시키고 membrane을 TBST로 10분간 3회 세척하였다.2차
항체로는 alkaline phosphate conjugated goat anti-human IgG
(Sigma)을 1:5,000으로 희석하여 반응시키고, membrane을
bromochloro-indolyl phosphate/ nitroblue tetrazolium(BCIP/NBT;
Promega,Madison,WI,USA)를 기질로 이용하여 반응시켰다.이 중
강하게 반응을 보이는 수 개의 양성 clone을 선별하였다.

(A) (B) (C)

FFFiiiggg...333...IIImmmmmmuuunnnooossscccrrreeeeeennniiinnnggg wwwaaassscccaaarrrrrriiieeedddooouuutttbbbyyy ppphhhaaagggeeedddooottt
iiimmmmmmuuunnnooobbblllooottt aaannnaaalllyyysssiiisss uuusssiiinnnggg 111:::222000000 dddiiillluuutttiiiooonnn wwwiiittthhh PPP...
wwweeesssttteeerrrmmmaaannniii pppooosssiiitttiiivvveee pppoooooollleeeddd ssseeerrraaa aaannnddd 111:::555,,,000000000 dddiiillluuuttteeeddd
aaalllkkkaaallliiinnneeeppphhhooosssppphhhaaatttaaassseeecccooonnnjjjuuugggaaattteeedddaaannntttiii---hhhuuummmaaannnIIIgggGGG...ppprrriiimmmaaarrryyy
(((AAA))),,,ssseeecccooonnndddaaarrryyy(((BBB)))aaannndddttteeerrrtttiiiaaarrryyyssscccrrreeeeeennniiinnngggmmmeeemmmbbbrrraaannneee(((CCC)))...



다다다...IIInnnvvviiivvvoooeeexxxccciiisssiiiooonnn
ZAP ExpressTM vector에 있는 재조합 pBK-CMV phagemid

vector를 분리하기 위해 숙주세포로 E. coli strain XLOLR과
ExAssisthelperphage를 이용하여 invivoexcision을 시행하였다.3
차 immunoscreening을 통해 완전히 분리된 phagestock250㎕에
O.D.600=1.0인 XL1-Blue MRF' 200 ㎕을 넣고 여기에 1 ㎕의
ExAssisthelperphage(1×106pfu/㎖)를 섞어서 15분간 37℃에 배양
하고,NZY broth에서 3시간 배양시켜 singlecloneexcision이 일어나
도록 하였다.70℃에서 20분간 열처리한 후 1,000g에서 15분간 원심
분리하여 상층액 100㎕ 취한 다음 100㎕ XLOLR (O.D.600=1)과 섞
어 15분간 37℃에서 배양하여 형질 전환시켰다.300㎕의 NZY broth
를 첨가한 후 37℃에서 45분간 더 배양하여 그 중 50 ㎕를
LB/kanamycin(50㎍/㎖)agarplate에 고르게 폈다.16시간 배양하여
생성된 colony에서 다시 plasmid를 추출하여 재조합 DNA의 크기를
확인한 후 E.coli에 다시 형질전환하여 이후의 실험에 사용하였다.

라라라...DDDNNNAAA 염염염기기기서서서열열열의의의 결결결정정정 및및및 분분분석석석
형질전환된 E.coli에서 plasmidDNA를 QIAprepSpinMiniprep

kit(QIAGEN,Valencia,CA,USA)를 이용하여 얻은 후,제한효소
EcoR I과 XhoI으로 37℃에서 1시간 절단하여 cDNA insert크기를
1% agarose gel에 전기영동하여 확인하였다.선별된 clone들의 DNA
염기 서열 결정은 Sanger등의 dideoxynucleotidechain termination
방법을 기초로 한 T7Sequenaseversion2.0DNA sequencingkit
(Amersham LifeScience,Cleveland,OH,USA)에 따라 수행하였으
며 insert에 대해 5‘과 3’양쪽으로 동시에 시행하였다17.Sequencing
primer로는 T3 (5'-AATTAACCCTCACTAAAGGG-3')와 T7
(3'-CGGGATACCACTCAGCATAATG-5')을 사용하였다. 얻어진
DNA 염기 서열은 BLAST (BasicLocalAlignmentSearchTool)를



사용하여 GenBank,EMBL의 자료들과 비교하여 유전자의 유사성과
특성을 분석하였다.

마마마...재재재조조조합합합 항항항원원원의의의 제제제조조조 및및및 분분분리리리
(1)Majoreggantigen유전자의 발현벡터로의 subcloning
pBK-CMV phagemid벡터에 있는 majoreggantigen유전자를

재조합 단백질로 과발현시킬 수 있는 발현벡터로 subcloning하기 위
해서,제한효소 EcoR I과 XhoI를 처리하여 발현벡터인 pET 28a
(Novagen,Madison,WI,USA)에 삽입하였다.

(2)재조합 majoreggantigen의 발현 및 순수분리
Subcloning한 plasmid를 E.coliBL21에 형질전환하여 과발현을

유도하였다.50㎍/㎖의 kanamycin을 포함한 LBbroth1ℓ에 37℃에
서 배양하다가 O.D.600값이 0.5일 때 1mM IPTG를 첨가하고 3시간
더 배양한 후 bacteria를 모았다.이를 초음파 분쇄기로 1분씩 5회 파
쇄하고 10,000g에서 1시간 원심분리하여 상층액을 모았다.20mM
imidazole용액으로 평형시킨 4㎖의 Ni-NTA agarose(QIAGEN)와
20분 동안 상온에서 교반하여 결합시킨 후,60mM imidazole용액으
로 세척하고 250mM imidazole용액 3㎖로 용출하였다.이렇게 분
리한 재조합 단백질이 포함된 용액을 PBS,pH 7.4로 투석하고 정량
하여 사용하였다.

바바바...IIImmmmmmuuunnnooobbblllooottttttiiinnnggg및및및 폐폐폐흡흡흡충충충 mmmaaajjjooorrreeeggggggaaannntttiiigggeeennn의의의 성성성충충충내내내 분분분포포포
재조합 항원 단백질의 항원성과 교차반응성을 알아보기 위해

immunoblotting을 수행하였다.재조합 단백질을 loading buffer(60
mM Tris-HCl,25% glycerol,2% SDS,14,4mM 2-mercaptoethanol,
0.1% bromophenolblue)에 섞어 끓는 물에 5분간 반응시켰다.12%
SDS-polyacrylamide gel에 100V로 전기영동 (Smallmighty,San



Francisco,CA,USA)을 수행한 후,nitrocellulosemembrane에 이적
(XcellII,Novex,Carlsbad,CA,USA)하였다.이 membrane을 4mm
간격으로 절단하여 실험에 사용하였다.1차 항체로는 폐흡충 또는 간
흡충 양성 사람 혈청을 1:200으로 1% bovineserum albumin이 들어
있는 TBS로 희석하여 1시간 동안 반응시키고 membrane을 TBST로
10분간 3회 세척하였다.2차 항체로는 alkalinephosphateconjugated
goatanti-humanIgG을 1:2,000으로 희석하여 반응시키고,membrane
을 BCIP/NBT를 기질로 이용하여 반응시켰다.
폐흡충 성충을 7㎛로 동결절편하고,1:100으로 희석한 마우스 면

역 혈청 또는 정상 마우스 혈청으로 37℃에서 1시간 동안 반응시키
고,PBS로 3회 세척 후 fluorescein conjugatedrabbitanti-mouse
IgG(Sigma)을 1:100으로 희석하여 37℃ 1시간 반응시킨 후 형광현미
경으로 관찰하였다.

사사사...EEELLLIIISSSAAA를를를 이이이용용용한한한 특특특이이이도도도와와와 민민민감감감도도도 측측측정정정
재조합 항원 단백질의 혈청학적 진단에의 특이도와 민감도를 알아

보기 위해,96-wellmicroplate에 well당 0.1㎍을 4℃에서 16시간 동
안 coating하였다.여기에 각각 폐흡충 양성 혈청(n=41),간흡충 양성
혈청(32),요코가와흡충 양성 혈청(17),유구낭미충증 양성 혈청 (38),
고충증 양성 혈청 (23)과 이들 기생충들의 충란 및 혈청 내 항체가
존재하지 않는 정상 혈청 (30)을 1:200으로 1% bovine serum
albumin이 들어있는 PBS로 희석하여 37℃에서 1시간 동안 반응시키
고 membrane을 PBST로 10분간 3회 세척하였다.2차 항체로는
alkalinephosphateconjugatedgoatanti-humanIgG을 1:5,000으로
희석하여 37℃,1시간 반응시키고,기질로 1 ㎎/㎖의 농도 P104®

(Sigma)를 사용하여 15분 동안 발색하고 405nm에서 흡광도를 측정
하였다.



ⅢⅢⅢ...결결결과과과

111...폐폐폐흡흡흡충충충 cccDDDNNNAAA eeexxxppprrreeessssssiiiooonnnllliiibbbrrraaarrryyy의의의 제제제조조조 및및및 iiimmmmmmuuunnnooossscccrrreeeeeennniiinnnggg
폐흡충 cDNA librarytiter는 2X 105였으며,평균 insert크기는

800 bp,recombinantplaque는 99%였다.폐흡충 cDNA library를
immunoscreening한 결과,폐흡충 양성 혈청과 강하게 반응하는 항원
성이 높은 클론 6개를 선별하였다.선별된 클론들의 염기 서열을 분
석한 결과,2개 클론이 중요한 사람 기생 흡충인 만손주혈흡충
(Schistosomamansoni,GenBankaccessionnumberA54521)과 일본
주혈흡충 (S.japonicum,AAW25328)의 40k majoregg antigen과
59% 와 63%의 유사성을 가지는 유전자임을 알 수 있었다 (Fig.4.).
3개의 클론은 폐흡충에서 많이 발현된다고 알려진 cysteine

proteinase를 암호하고 있었으며,1개의 클론은 이제껏 알려지지 않은
유전자를 암호하고 있었다.
이 결과를 토대로 중요한 사람 기생 흡충인 만손주혈흡충과 일본

주혈흡충에서 강한 항원성을 나타내는 40kmajoreggantigen유전자
와 높은 유사성을 가지는 유전자를 폐흡충 majoreggantigen유전자
로 명명하고,효소면역진단법으로 적용․발전 시켜 신속하고 정확한
폐흡충증 진단 기법으로서의 타당성을 조사하였다.폐흡충 majoregg
antigen유전자 (GenBankaccessionnumberAY526873)는 322개의
아미노산을 암호하는 966bp의 openreadingframe을 가지고 있었으
며,추산한 분자량은 37,276.82Da이였다 (Fig.5).



FFFiiiggg...444...DDDNNNAAA ssseeeqqquuueeennnccceeeaaallliiigggnnnmmmeeennntttooofffPPP...wwweeesssttteeerrrmmmaaannniiimmmaaajjjooorrreeegggggg
aaannntttiiigggeeennn...BBBLLLAAASSSTTTssseeeaaarrrccchhhssshhhooowwweeedddttthhhaaatttPPP...wwweeesssttteeerrrmmmaaannniiimmmaaajjjooorrreeegggggg
aaannntttiiigggeeennnhhhaaasssttthhheeehhhiiiggghhheeesssttthhhooommmooolllooogggyyywwwiiittthhhSSSccchhhiiissstttooosssooommmaaasssppp...444000kkk
mmmaaajjjooorrreeeggggggaaannntttiiigggeeennn(((SSS...mmmaaannnsssooonnniii,,,555999%%%,,,AAA555444555222111;;;SSS...jjjaaapppooonnniiicccuuummm,,,
666333%%%,,,AAAAAAWWW222555333222888)))...*** --- sssiiinnngggllleee,,,fffuuullllllyyy cccooonnnssseeerrrvvveeeddd rrreeesssiiiddduuueee;;;:::---
cccooonnnssseeerrrvvvaaatttiiiooonnn ooofffssstttrrrooonnnggg gggrrrooouuupppsss;;;...--- cccooonnnssseeerrrvvvaaatttiiiooonnn ooofffwwweeeaaakkk
gggrrrooouuupppsss;;;---nnnooocccooonnnssseeennnsssuuusss...



FFFiiiggg...555...NNNuuucccllleeeoootttiiidddeeeaaannnddddddeeeddduuuccceeedddaaammmiiinnnoooaaaccciiidddssseeeqqquuueeennnccceeeooofffaaaPPP...
wwweeesssttteeerrrmmmaaannniiimmmaaajjjooorrreeeggggggaaannntttiiigggeeennn...TTThhhiiisssssseeeqqquuueeennnccceeewwwaaassssssuuubbbmmmiiitttttteeeddd
tttoooGGGeeennnBBBaaannnkkkuuunnndddeeerrraaacccccceeessssssiiiooonnnnnnuuummmbbbeeerrrAAAYYY555222666888777333...



222...폐폐폐흡흡흡충충충 mmmaaajjjooorrreeeggggggaaannntttiiigggeeennn유유유전전전자자자의의의 재재재조조조합합합 단단단백백백질질질 발발발현현현 및및및 분분분
리리리
Majoreggantigen유전자를 재조합 단백질로 과발현시킬 수 있는

발현벡터로 subcloning하기 위해서,제한효소 EcoRI과 XhoI를 처리
하여 발현벡터인 pET 28a에 삽입하였다.Subcloning한 plasmid를 E.
coliBL21에 형질전환한 후 1ℓ를 배양하여 1mM IPTG를 첨가하고
3시간 동안 과발현을 유도하고 Ni-NTA agarose친화성 크로마토그
라피를 수행하여 총 2.03㎎ (1.015㎎/㎖)의 재조합 단백질을 분리하
였다 (Fig.6).

FFFiiiggg...666...SSSDDDSSS---PPPAAAGGGEEE (((111000%%%)))aaannnaaalllyyysssiiisssooofffPPP...wwweeesssttteeerrrmmmaaannniiimmmaaajjjooorrr
eeegggggg aaannntttiiigggeeennn rrreeecccooommmbbbiiinnnaaannntttppprrrooottteeeiiinnn...LLLaaannneee MMM,,,mmmooollleeecccuuulllaaarrrmmmaaassssss
ssstttaaannndddaaarrrdddsss;;;LLLaaannneee111,,,lllyyysssaaattteeeooofffEEE...cccooollliiiBBBLLL222111;;;LLLaaannneee222,,,lllyyysssaaattteeeooofff
EEE...cccooollliiiBBBLLL222111 wwwiiittthhh IIIPPPTTTGGG iiinnnddduuuccctttiiiooonnn;;;LLLaaannneee 333,,,rrreeecccooommmbbbiiinnnaaannnttt
ppprrrooottteeeiiinnn ooofff mmmaaajjjooorrr eeegggggg aaannntttiiigggeeennn pppuuurrriiifffiiieeeddd bbbyyy ttthhheee aaaffffffiiinnniiitttyyy
pppuuurrriiifffiiicccaaatttiiiooonnn...



333...IIImmmmmmuuunnnooobbblllooottttttiiinnnggg및및및 폐폐폐흡흡흡충충충 mmmaaajjjooorrreeeggggggaaannntttiiigggeeennn의의의 성성성충충충 내내내 분분분포포포
재조합 항원 단백질의 항원성과 교차반응성을 알아보기 위해

immunoblotting을 수행하였다.폐흡충 cDNA library를 immuno-
screening시 사용한 20명의 폐흡충 양성 혈청,그리고 20명의 간흡충
양성 혈청 및 3명의 정상 혈청으로 재조합 majoreggantigen에 대한
반응을 조사하였다.20명의 폐흡충 양성 혈청 중 17명인 85%가 재조
합 majoreggantigen에 대한 양성 band를 보인 반면,20명의 간흡충
양성 혈청 및 3명의 정상 혈청 모두 음성으로 나타났다 (Fig.7).

(A) (B)

M 1 ~ 20*** M 1 ~ 20***

FFFiiiggg...777...IIImmmmmmuuunnnooobbbllloootttaaannnaaalllyyysssiiisssooofffrrreeecccooommmbbbiiinnnaaannntttPPP...wwweeesssttteeerrrmmmaaannniii
mmmaaajjjooorrreeegggggg aaannntttiiigggeeennn...LLLaaannneee MMM:::mmmooollleeecccuuulllaaarrrssstttaaannndddaaarrrddd,,,111 ～～～ 222000:::
iiinnndddiiivvviiiddduuuaaalllssseeerrraaaooofffPPP...wwweeesssttteeerrrmmmaaannniii(((AAA)))ooorrrCCC...sssiiinnneeennnsssiiisss(((BBB))),,,***:::
iiinnndddiiivvviiiddduuuaaalllcccooonnntttrrrooolllssseeerrraaa...



재조합 majoreggantigen으로 면역하여 얻은 마우스 면역 혈청과
7㎛로 동결절편한 폐흡충으로 간접항체형광법을 수행하여 폐흡충 성
충 내 majoreggantigen의 분포를 알아본 결과,폐흡충 majoregg
antigen은 충란에만 분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Fig.8).

FFFiiiggg...888...LLLooocccaaallliiizzzaaatttiiiooonnn ooofffmmmaaajjjooorrreeegggggg aaannntttiiigggeeennn iiinnn aaalllooonnngggiiitttuuudddiiinnnaaalll
fffrrrooozzzeeennn ssseeeccctttiiiooonnn ooofff aaannn aaaddduuulllttt PPP... wwweeesssttteeerrrmmmaaannniii bbbyyy iiinnndddiiirrreeecccttt
iiimmmmmmuuunnnooofffllluuuooorrreeesssccceeennnccceee...CCCrrryyyooossseeeccctttiiiooonnneeedddPPP...wwweeesssttteeerrrmmmaaannniiiaaaddduuullltttssswwweeerrreee
rrreeeaaacccttteeeddd wwwiiittthhh iiimmmmmmuuunnneee mmmooouuussseee ssseeerrruuummm aaagggaaaiiinnnsssttt pppuuurrriiifffiiieeeddd
rrreeecccooommmbbbiiinnnaaannntttmmmaaajjjooorrreeeggggggaaannntttiiigggeeennn(((AAA)))aaannndddcccooonnntttrrrooolllmmmooouuussseeessseeerrruuummm
(((BBB)))...TTThhheeemmmaaajjjooorrreeeggggggaaannntttiiigggeeennnwwwaaasssfffooouuunnndddtttooobbbeeedddiiissstttrrriiibbbuuuttteeedddiiinnn
ttthhheeeeeeggggggsss...



444...효효효소소소면면면역역역진진진단단단법법법 (((EEELLLIIISSSAAA)))
폐흡충 재조합 majoreggantigen을 이용한 폐흡충증 혈청학적 진

단에의 특이도와 민감도를 알아보기 위해,폐흡충 양성 혈청(n=41),
간흡충 양성 혈청(32),요코가와흡충 양성 혈청(17),유구낭미충 양성
혈청 (38),고충 양성 혈청 (23)과 정상 혈청 (30)으로 효소면역진단법
을 수행하였다 (Fig.9).
30명의 정상 혈청의 흡광도를 토대로 얻은 양성 판정을 위한

cut-off수치는 0.24(평균 +10SD)였다.41명의 폐흡충 양성 혈청
중,37혈청이 양성을 나타냈으며 (90.2%의 민감도),그 외 간흡충 양
성 혈청(32),요코가와흡충 양성 혈청(17),유구낭미충 양성 혈청 (38),
고충 양성 혈청 (23)들은 모두 음성의 결과를 나타냈다 (100%의 특이
도).이 결과는 재조합 majoreggantigen을 이용한 효소면역진단법이
높은 특이도 및 민감도로 폐흡충증 면역 진단에 매우 유용할 것으로
사료된다.



FFFiiiggg...999...EEELLLIIISSSAAA uuusssiiinnngggaaarrreeecccooommmbbbiiinnnaaannntttmmmaaajjjooorrreeeggggggaaannntttiiigggeeennnaaagggaaaiiinnnsssttt
ssseeerrraaa fffrrrooommm pppaaatttiiieeennntttsss wwwiiittthhh PPP... wwweeesssttteeerrrmmmaaannniii ooorrr vvvaaarrriiiooouuusss
hhheeelllmmmiiinnnttthhhiiiaaassseeesss...EEEaaaccchhhccciiirrrcccllleee(((ooo)))rrreeeppprrreeessseeennntttsssttthhheeeaaabbbsssooorrrbbbaaannnccceee...PPPwww,,,
PPP...wwweeesssttteeerrrmmmaaannniii;;;CCCsss,,,CCClllooonnnooorrrccchhhiiisss sssiiinnneeennnsssiiisss;;;MMMyyy,,,MMMeeetttaaagggooonnniiimmmuuusss
yyyoookkkooogggaaawwwaaaiii;;; SSSppp,,, SSSpppaaarrrgggaaannnooosssiiisss;;; CCCyyy,,, CCCyyyssstttiiiccceeerrrcccooosssiiisss;;; CCCooonnntttrrrooolll,,,
hhheeeaaalllttthhhyyypppeeeooopppllleee...TTThhheeecccuuuttt---oooffffffvvvaaallluuueeeooofffaaabbbsssooorrrbbbaaannnccceeefffooorrraaapppooosssiiitttiiivvveee
rrreeeaaaccctttiiiooonnnwwwaaasssssseeetttaaattt000...222444,,,wwwhhhiiiccchhhiiisssaaammmeeeaaannn+++111000SSSDDD ooofffttthhheee
aaabbbsssooorrrbbbaaannnccceeeooobbbtttaaaiiinnneeedddfffrrrooommm cccooonnntttrrrooolllssseeerrraaa...



Ⅳ.고찰

폐흡충 (P.westermani)은 주로 폐에 기생하지만 간,장벽,뇌,척
수 및 심장 등 다른 조직 내에 이소기생 (ectopicparagonimiasis)도
흔하기 때문에 다양한 증상이 나타나며,진단 또한 어려움이 매우 많
다15.폐흡충증의 확진을 위해서는 객담이나 대변에서 폐흡충 충란을
확인하여야 한다.그러나 초기 감염이거나 이소기생의 경우 진단이
불가능하며 소수 기생일 경우도 배출되는 충란의 수가 적어 진단이
어렵다.흔히 병원에서 피내반응검사를 수행하지만,그 민감도는 매우
높은 반면 특이도가 낮아서 간흡충 항원에 대하여 교차 반응을 보이
는 경우가 대부분이다.이럴 경우 두 항원 중 더 뚜렷한 반응을 보이
는 쪽으로 판정을 내리고 있는 실정이다.또한 구충 후 10년까지도
위양성반응을 보인다고 알려져 있다.이와 같이 진단에 있어 어려운
점이 많으므로 이를 해결할 수 있는 민감도와 특이도가 우수한 신뢰
성 높은 진단 방법이 필요한 실정이다.
이를 해결하기 위한 방법으로 면역학적 또는 혈청학적 진단법이

적용되기 시작하였다.면역 진단 방법은 비교적 민감도가 높고 폐흡
충 초기 감염을 진단할 수 있지만,폐흡충 성충의 조항원을 사용함으
로서 다른 인체 기생 흡충류와의 교차반응으로 인한 낮은 특이도를
나타낸다고 보고되고 있다7,9.더 나아가 폐흡충증 진단을 위한 단클론
항체를 이용한 ELISA-inhibitiontest에서 간흡충 (C.sinensis)감염
혈청의 12.5%가 교차반응을 나타낸다는 보고10와 cysteineproteinase
를 항원으로 사용하여 수행한 효소면역검사법에서 간질 (F.hepatica)
감염 시 교차반응으로 인한 위양성 결과를 낸다는 보고9도 있다.이에
본 연구에서는 폐흡충 항원 중 교차반응이 매우 적으며 민감도가 높
은 새로운 항원을 찾고,이에 대한 재조합 단백질을 제조하여 효소면
역진단법에 적용하고자 하였다.
폐흡충 cDNA library를 immunoscreening하여 폐흡충 양성 혈청과



강하게 반응하는 항원성이 높은 클론 6개를 선별하였다.3개의 클론
은 폐흡충에서 많이 발현된다고 알려진 cysteineproteinase를 암호하
고 있었다.Cysteineproteinase는 숙주내로의 침투와 병원성 발현에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한다고 알려져 있다16.Cysteine proteinase는
hemoglobin과 collagen의 가수분해작용으로 숙주내로의 침투와 영양
분의 섭취에 기여한다고 보고 되었다.또한 병리학적 역할에서 볼 때,
생식에 중요한 역할을 한다고 보고 되고 있다17,18,19.1개의 클론은 이
제껏 알려지지 않은 유전자를 암호하고 있었다.폐흡충 양성 혈청과
강하게 반응하는 클론 2개는,중요한 사람 기생 흡충인 만손주혈흡충
(S.mansoni)과 일본주혈흡충 (S.japonicum)의 40k major egg
antigen과 아미노산 서열에서 59% 와 63%의 유사성을 가지는 유전자
이었고 (Fig. 4.), 이를 폐흡충 major egg antigen (GenBank
accessionnumberAY526873)으로 명명하였다 (Fig.5).폐흡충 major
eggantigen은 분자량이 37,276.82Da였으며,immunoblotting결과 20
명의 폐흡충 양성 혈청 85% (17명)에서 강한 면역 반응을 나타냈다
(Fig.7).폐흡충 majoreggantigen유전자는 conserveddomain을 탐
색해 본 결과, 적어도 3개의 거의 동일한 단백질을 암호하는
multi-gene family로 구성된 것으로 추측되며20,이 항원의 open
readingframe에 암호화되어 있는 단백질은 alpha-crystallin(stress
에 의해 유도되는 smallproteins)과 smallheat shock protein
(Hsp20,IbpA)다 (Fig.10).

FFFiiiggg...111000...CCCooonnnssseeerrrvvveeeddddddooommmaaaiiinnnaaallliiigggnnnmmmeeennnttt...AAAlllppphhhaaa---cccrrryyyssstttaaalllllliiinnn,,,fffaaammmiiilllyyy
ooofff sssmmmaaallllllssstttrrreeessssss iiinnnddduuuccceeeddd ppprrrooottteeeiiinnnsss;;;HHHsssppp222000,,,aaalllppphhhaaa cccrrryyyssstttaaalllllliiinnn
fffaaammmiiilllyyy;;;IIIbbbpppAAA,,,MMMooollleeecccuuulllaaarrrccchhhaaapppeeerrrooonnneee...



재조합 majoreggantigen으로 면역하여 얻은 마우스 면역 혈청으
로 폐흡충 성충 내 이 항원의 분포를 알아본 결과,폐흡충 major
eggantigen은 예상한 대로 충란에 분포하였다 (Fig.8).폐흡충의 충
란은 성충이 죽은 후에도 일정 기간 동안 폐나 그 외의 조직에서 살
아 있다14.폐흡충 majoreggantigen을 사용한 효소면역진단법은 경
우에 따라 이소 폐흡충증 및 만성 감염 시 진단에 적용할 수 있을 것
이다.그러나 폐흡충의 감염 초기 충란을 배출하지 않는 시기에는 이
항원에 감작이 되지 않아서 음성 반응을 보일 가능성이 있다.이는
차후 다른 클론을 찾아 보완하여야 할 여지가 있다.또한 몇 가지 다
른 재조합항원을 확보한다면 특이도를 확보하면서도 민감도도 더욱
개선한 진단법을 개발할 수 있을 것이다.
재조합 majoreggantigen을 이용한 폐흡충증 혈청학적 진단에의

특이도와 민감도를 효소면역진단법으로 알아보았다 (Fig.9).양성 판
정을 위한 cut-off수치는 0.24이었으며,90.2%의 민감도 (37/41양
성)와 100%의 특이도 (110/110음성)를 나타냈다.이로 미루어 볼 때
폐흡충의 다른 항원을 사용한 효소면역진단법보다 민감도나 특이도
면에서 우수한 결과를 보였다.재조합 폐흡충 yolkferritin를 항원으
로 효소면역진단법을 수행하였을 때21민감도인 88.2% 보다 높았으
며,폐흡충의 분비 항원인 cysteineproteinase2의 재조합 단백질로
수행한 효소면역진단법22의 특이도 93% 보다 높은 결과를 나타냈다.
실지 폐흡충의 조항원의 얻기 위해서는 여러 단계의 작업을 거쳐

야 한다.즉 자연계에 서식하고 있는 중간숙주를 채집하여 이를 종숙
주의 개나 고양이에게 인위적으로 감염시키고 장기간 사육한 후 희생
시켜 성충을 얻어야 한다.그러므로 경제적,시간적인 노력이 많이 들
어가며 실험용 대동물을 희생시켜야 하는 등 어려운 점이 많다.이
실험 결과에서 얻는 재조합항원을 사용한다면 이러한 난점을 쉽게 극
복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한다.또한 이를 상용화할 수 있는 가능
성도 있다.



이 결과를 볼 때,재조합 majoreggantigen을 이용한 효소면역진
단법이 높은 특이도,민감도를 보이며 현실적으로 어려운 항원 확보
에 많은 도움이 되어 향후 폐흡충증 면역 진단에 매우 유용할 것으로
생각된다.



Ⅴ.결론

폐흡충 cDNA library를 제조하고,면역선별을 수행하여 폐흡충 양
성 사람 혈청과 강하게 반응하는 majoreggantigen을 찾고,이를 효
소면역진단법으로 적용․발전 시켜 신속하고 정확한 폐흡충증 진단
기법으로서의 타당성을 조사해 본 결과,

1.폐흡충 (P.westermani)cDNA librarytiter는 2X 105였으며,평
균 insert크기는 800bp,recombinantplaque는 99%였다.

2.폐흡충 cDNA library를 immunoscreening한 결과,2개 클론은 사
람 기생 흡충인 만손주혈흡충 (S.mansoni)과 일본주혈흡충 (S.
japonicum)의 40kmajoreggantigen과 59% 와 63%의 유사성을
가지는 유전자임을 알 수 있었다.3개의 클론은 폐흡충에서 많이
발현된다고 알려진 cysteineproteinase를,마지막 1개의 클론은 이
제껏 알려지지 않은 유전자를 암호하고 있었다.

3.pET 28a에 폐흡충 majoreggantigen유전자를 삽입하고 E.coli
BL21에 형질전환한 후 1ℓ를 배양하여 2.03㎎ (1.015㎎/㎖)의 재
조합 majoreggantigen을 분리하였다.이를 면역하여 얻은 마우
스 면역 혈청으로 간접형광항체법을 수행하여 본 결과,폐흡충
majoreggantigen은 충란에 분포하였다.

4.재조합 majoreggantigen을 이용한 폐흡충증 혈청학적 진단에의
특이도와 민감도를 알아 본 결과,30명의 정상 혈청의 흡광도를 토
대로 얻은 양성 판정을 위한 cut-off수치는 0.24(평균 +10SD)
였다.민감도는 90.2% (37/41명)였으며,특이도는 100% (간흡충증
[32],요코가와흡충증 [17],유구낭미충증 [38],고충증 양성 혈청



[23]모두 음성)이었다.

재조합 majoreggantigen을 이용한 효소면역진단법이 높은 특이
도 및 민감도로 폐흡충증 면역 진단에 매우 유용할 것으로 사료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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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iagnosis ofparagonimiasis can be done by immunological
techniqueaswellasparasitologicalexam.A recombinantprotein
ofaParagonimuswestermani majoreggantigenwasproduced
and tested as an antigen for the serologic diagnosis of P.
westermaniinfection.TheP.westermanimajoreggantigengene
containsasingleopenreadingframeof966basepairsencoding
322aminoacidsfrom 5'methioninetothe3'stopcodon.The
predictedaminoacidsequencethismajoreggantigenwas59and
was63% identicalto 40k majoregg antigen from Schistosoma
japonicum and Schistosoma mansoni,respectively.Western blot
analysis showed that sera from patients infected with P.
westermanistrongly reacted with the recombinantprotein.The
distribution ofthisantigen wasinvestigatedin adultwormsby
indirectimmunofluorescenceassay,andfoundtobedistributedin
eggs.
Thespecificityandsensitivityoftherecombinantantigenwere

assessed by enzyme-linked immunosorbentassay (ELISA)using
serafrom patientsinfectedwithdifferentparasites,whichincluded



41 patients with paragonimiasis, and negative controls. The
sensitivity ofELISA using therecombinantantigen was90.2%,
anditsspecificity100%.Ourresultssuggestthatthedeveloped
recombinantmajor egg antigen based ELISA offers a highly
sensitiveandspecificassayforthediagnosisofparagonimiasis.

Key Words : recombinant antigen, Paragonimus westermani,
ELISA,majoreggantige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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