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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문요약 

 

아나필락시스를아나필락시스를아나필락시스를아나필락시스를 유발하는유발하는유발하는유발하는 

왕침개미왕침개미왕침개미왕침개미(Pachycondyla chinensis) 독독독독 의의의의 주주주주 알레르겐의알레르겐의알레르겐의알레르겐의 동정동정동정동정 

 

왕침개미(Pachycondyla chinensis)는 벌목(Hymenoptera), 개미과(Formicidae), 

침개미아과(Ponerinae)의 곤충으로 한국 뿐만 아니라 일본, 중국, 뉴질랜드 

등에 분포한다. 왕침개미에 쏘이면 종종 전신적인 알레르기 반응을 

유발하며, 한국에서 보고된 개미 독 아나필락시스는 모두 왕침개미에 의한 

것으로 알려져있다. 그러나 왕침개미 추출액의 12 kD과 30 kD 특이 IgE 

결합 단백질이 주 알레르겐으로 추정될 뿐 정확한 주 알레르겐으로 

확정되지 않았으며, 동정 또한 이뤄지지 않았다. 그러므로 본 연구에서는 

왕침개미 알레르기 관련하여 주 알레르겐을 확인하여 동정하였으며 기존의 

알려진 다른 단백질들과 상동성을 분석하였다.  

개미 독 아나필락시스를 경험한 6명과 벌 독 아나필락시스가 있으면서 

왕침개미 피부단자시험에서 양성반응을 보인 1명의 환자의 혈청을 

이용하여 주알레르겐을 동정하였다. ELISA 방법을 통하여 왕침개미 특이 

IgE를 측정하였고, SDS-PAGE와 환자 별 immunoblot을 통하여 왕침개미 

특이 IgE 결합 단백질의 분포를 확인하였다. 2-Dimensional PAGE와 N-말단 

아미노산 서열분석, ESI-MS/MS 방법을 통하여 주 알레르겐을 확인하고 

동정하였다.  

7명의 환자 중 6명에서 23 kD에 특이 IgE 결합이 확인되었다. 2-

Dimensional PAGE와 특이 IgE 결합 환자들의 혈청들로 시행한 

immunoblot을 통하여 23 kD(pI8.7)과 25 kD(pI6.2)의 단백질을 주 

알레르겐으로 확인하였다. 이 단백질은 ESI-MS/MS를 통하여 antigen 5 

family에 속하는 것으로 동정되었다. 또 다른 25 kD(pI 9.0)의 특이 IgE 결합 

단백질은 chymotrypsin 종류로 동정되었다.  

이상의 연구 결과로 왕침개미의 23 kD(pI8.7)과 25 kD(pI6.2)의 단백질이 

주 알레르겐임을 알 수 있었으며, 이는 antigen 5 family에 속하는 것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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밝혔다. Chymotrypsin에 속하는 또 다른 25 kD(pI 9.0) 단백질도 알레르겐 및 

그 자체의 약리작용에 의해서 아나필락시스를 유발하는데 관여할 가능성을 

제시하였다. 본 연구 결과는 앞으로 주 알레르겐의 클로닝 작업을 거쳐 

재조합 알레르겐의 생산과 더불어 B세포 및 T세포 항원결정인자 연구를 

통하여 진단용 시약 및 치료용 약제를 개발하는데 기초 자료로 제공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된다.  

 

핵심 되는 말 : 왕침개미, 개미 독 아나필락시스, 주 알레르겐, 곤충 독 

알레르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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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도교수 홍홍홍홍 천천천천 수수수수> 

 

연세대학교 대학원 의과학과 

 

이이이이 은은은은 경경경경 

 

ⅠⅠⅠⅠ. 서서서서  론론론론 

 

개미는 벌목(Hymenoptera)의 개미과(Formicidae)에 속하는 곤충으로 

세계적으로 9,000여종 이상이 관찰되었으며1, 이중 독액에 의해 인체에 

질병을 일으키는 개미는 제한되어 있다. 북미 대륙의 경우 주로 미국 

서동부에서 imported fire ant가 심각한 알레르기 반응을 일으키는 것으로 잘 

알려져 있다. 특히 Solenopsis invicta(red fire ant)와 Solenopsis richteri(black fire 

ant)가 가장 흔한 원인개미로 전신적인 알레르기 반응이 점차 증가되고 

있으며 사망한 예도 보고되고 있다.2-5 최근에는 harvester ant인 

Pogonomyrmex종에 의한 알레르기 반응도 보고되고 있다2,6. 호주에서는 

주로 jack jumper ant(Myrmecia pilosula)와 bull ant(Myrmecia pyriformis)가 

아나필락시스를 일으키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7.  

현재까지 국내에 서식하는 개미는 33속 104종이 있고8, Solenopsis속 

에서는 Solenopsis fugax 1종이 보고되었으나, 아직 이 개미 독에 의한 전신 

반응은 보고되지 않았다. 국내에서 개미 독에 대한 전신성 알레르기 

반응에 대한 보고로는, 1985년 강 등9이 왕침개미(Brachyponera chinensis)에 

의한 전신성 알레르기 반응을 처음 보고하였다. 이 후, 본 실험실에서는 

1992년에 Pachycondyla solitaria로 동정된 Pachycondyla속 개미에 의한 

아나필락시스 환자에서 특이 IgE와 IgG4를 측정하였고10, 1999년에 윤 

등11이 각각 왕침개미(Pachycondyla chinensis)와 Pachycondyla solitari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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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나필락시스 환자에서 imported fire ant(Solenopsis invicta, Solenopsis 

richteri)와 교차 항원성이 없음을 밝혔다. 최근 국내에서 왕침개미 

알레르기의 유병률 조사12에서 왕침개미가 많이 서식하는 지역 주민의 약 

23%가 감작된 것으로 나타났으며 이것은 미국의 imported fire ant의 

감작률과 유사하다. 또한 성인의 약 2.1%가 개미 독에 의한 전신적 

알레르기 반응이 있었고, 이중 절반인 1.2%가 아나필락시스를 경험한 

것으로 조사되었다.  

 

 

 

 

왕침개미(Pachycondyla chinensis)는 벌목(Hymenoptera), 개미과(Formicidae), 

침개미아과(Ponerinae)의 곤충으로 국내에서 서울, 수원, 속리산, 지리산, 

한라산, 부산, 거제도, 제주도 등지에 분포하며 땅속이나 썩은 나무속에 

서식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13,14(그림1). 특히 한국 뿐만 아니라 일본, 

뉴질랜드 등에 분포하며 일본에서도 왕침개미 아나필락시스 환자가 

보고되는 것으로 보아 아시아 지역의 개미 아나필락시스의 원인일 

가능성이 있다15.  



 - 5 - 

최근의 왕침개미 관련 항원에 대한 연구16에서 모두 8개의 특이 IgE결합 

단백질이 발견되었다. 대상 혈청의 85%에서 12 kD의 단백질이 나타났고 

12 kD와 30 kD 단백질을 조합하면 100%에서 양성 반응을 나타냈다. 

현재까지 벌 독과 개미 독 간의 교차 항원성에 관한 연구로는 벌 독과 

imported fire ant간의 교차 항원성이 보고 되었는데17, imported fire ant의 항원 

중 Sol i 1 (37 kD)이 벌 독과 교차 항원성을 나타낸다. 왕침개미에서는 

왕침개미와 벌 독에 둘 다 아나필락시스를 보인 환자에서 땅벌(yellow 

jacket)독과 왕침개미 독 간에 100 ㎍/㎖ 항원 처리시 약 50%의 교차 

항원성이 관찰되었고, 왕침개미만 아나필락시스를 나타낸 환자의 

경우에서는 의미있는 교차 항원성이 나타나지 않았다16.  

현재 왕침개미 알레르기의 경우, 임상보고가 주를 이루고 최근의 유병률 

조사12와 SDS-PAGE를 통한 immunoblotting을 시행하여 8개의 특이 IgE 

결합 단백질이 밝혀졌다16. 또한 밝혀진 8개의 단백질 중 12 kD의 단백질과 

30 kD 단백질을 주 알레르겐으로 추정할 뿐 그것에 대한 자세한 연구는 

되어있지 않다. 그러므로 주 알레르겐을 찾고 그 항원의 특성을 규명하는 

연구가 필요하다.  

대부분의 알레르기에 대한 면역요법으로는 탈감작요법이 있다. 그러나 

그림 2에서 보듯이 왕침개미의 경우 계통 분류상 근접한 imported fire ant나 

이미 개발된 벌 독 관련 면역 치료제와 교차반응이 적어 면역치료가 

불가능하다11,16. 가장 많이 연구된 곤충 독인 벌 독의 면역요법의 경우 

벌의 전신 추출액은 위약 효과 밖에 기대할 수 없지만18,19 개미의 경우 

역가에서 차이가 있으나20 독액과 전신 추출액의 효과가 비슷하다고 

보고된다3,4,6,. 그러나 채집과 동정의 어려움으로 왕침개미 추출액을 

대량으로 만들기에 어려움이 있다. 또한 전신 추출액이 효과를 보지 못한 

경우에는 개미 독으로 면역요법을 시행하는 것이 좋은데6 개미 독 자체를 

채취하기가 매우 어려우므로 재조합 항원의 제조가 필요하다. 그러기 

위해선 왕침개미 주 알레르겐의 동정이 필요하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왕침개미 아나필락시스 환자 혈청을 가지고 2-

Dimensional PAGE와 왕침개미 독 특이 IgE immunoblot을 통하여 왕침개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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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레르기 관련 주 알레르겐을 확인하였다. 확인된 주 알레르겐 단백질은 

ESI-MS/MS(electrospray ionisation tandem mass spectrometry)분석과 N-말단 

아미노산 서열분석으로 단백질을 동정하였고, 기존의 알려진 다른 

단백질들과 상동성을 분석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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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ⅡⅡⅡⅡ. 재료재료재료재료 및및및및 방법방법방법방법 

 

1. 재료 

가. 왕침개미 조항원 제조 

왕침개미의 무게를 측정하여 1 g당 50 ㎖의 ether에 부유시켜 1시간씩 

3회에 걸쳐 탈지방화를 하였다. 남은 ether을 완전히 날려보낸 후, 허리를 

끊어서 복부만을 분쇄하여 왕침개미 1 g당 50 ㎖의 Phosphate-buffered 

saline(PBS) 용액과 혼합하여 24시간 동안 4℃에서 추출하였다. 추출액을 

4℃에서 12,000 rpm으로 원심분리로, 상층액만을 모아서 삼투막(pore size 3.5 

kD, Spectrum, Huston, TX, USA)에 넣고 3차 증류수로 72시간 동안 투석을 

실시하였다. 투석된 추출액을 4℃에서 12,000 rpm으로 10분간 원심분리하여 

상층액만을 모아서 동결건조하였다.  

 

나. 대상 환자  

 개미에 쏘이고 아나필락시스를 일으킨 경력이 있는 5명의 환자와 벌과 

개미 모두에 아나필락시스를 경험한 환자 1명, 벌에 의해서 

아나필락시스가 유발되었지만 왕침개미 피부단자 시험에서 양성반응을 

나타낸 환자 1명을 대상으로 하였다.  

 

2. 왕침개미 독 특이 IgE 측정 

제조한 조항원을 10 ㎍/㎖의 농도로 96 well assay plate(Corning, New York, 

NY, USA)에 50 ㎕씩 넣고 4℃에서 18시간 반응시켰다. 반응 후, 

PBST(Phosphate buffered saline and 0.1% Tween20)로 3회 세척하고 비특이적 

결합을 막기 위해서 BSA(Bovine serum albumin; AMRESCO, Solon, OH, 

USA)를 PBST에 1%가 되도록 넣은 1% BSA-PBST를 well당 200 ㎕씩 넣어 

1시간 동안 반응시켰다. PBST로 3회 세척 후, 대상 환자 혈청을 well당 50 

㎕씩 넣어 상온에서 1시간 동안 반응시켰다. PBST로 3회 세척 후, Biotin-

labeled goat anti-human IgE antibody(Vector, Burlingame, CA, USA)를 1% BSA-

PBST에 1:1000 v/v희석하여 well당 50 ㎕씩 넣고 1시간 동안 반응시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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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BST로 3회 세척 후, Streptavidin-peroxidase labeled(Sigma, St. Louis, MO, 

USA )를 1% BSA-PBST에 1:1000 v/v로 희석하여 30분간 반응시켰다. PBST로 

4회 세척 후, 70 mM Citrate phospate buffer(pH 4.2) 10 ㎖당 ABTS(2,2’-AZINO-

bis-(3 ethybenzthiazoline sulfonic acid); Sigma, St. Louis, MO, USA) 5.6 ㎎과 30% 

H2O2를 10 ㎕을 섞어서 well당 100 ㎕씩 넣고 5분간 발색시켰고, 2mM 

sodium azide를 100 ㎕씩 넣어 발색반응을 정지시켰다.  

 

3. 왕침개미 항원의 SDS-PAGE 및 특이 IgE Immunoblot 

가. 왕침개미 항원의 SDS-PAGE 

SDS-PAGE(Sodium dodecyl sulfate polyacrylamide gel electrophoresis)는 

Laemmli의 방법(1970)을 이용했다. 4%/12% SDS-polyacrylamide gel에 50 V로 

30분, 180 V로 100분간 전기영동을 실시하였다. 염색은 Coomassie brilliant 

blue로 하였다.  

 

나. 환자별 왕침개미 특이 IgE Immunoblot 

SDS-PAGE를 실시한 gel을 nitrocellulose membrane(Hybond-C Extra; 

Amersham, Buckinghamshir, UK)에 50~100 V로 2시간 동안 전이시켰다. 5% 

skim milk(Becton Dickinson, Sparks, MD, USA)-PBST로 비특이적 결합을 

차단한 후, PBST로 5분간 3회 세척하였다. ELISA 검사 시 반응이 나왔던 

환자 혈청을 각각 1% BSA-PBST에 1:10으로 희석하여 16시간 이상 

반응시켰다. PBST로 5분간 3회 세척 후, alkaline phosphatase conjugated goat 

anti-human IgE(Sigma, St. Louis, MO, USA)를 1% BSA-PBST에 1:1000 v/v으로 

희석하여 1시간 동안 반응시켰다. PBST로 5분간 3회 세척 후, alkaline 

phosphatase buffer(100mM Tris-HCl[pH9.0], 150mM NaCl, 1mM MgCl2)로 다시 

5분간 세척한다. Alkaline phosphatase buffer에 5 ㎖당 NBT와 BCIP(Pomega, 

Madison, WI, USA)를 각각 33 ㎕, 16.5 ㎕씩 넣고 발색시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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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2-Dimensional PAGE와 특이 IgE immunoblot 

가. 왕침개미 항원의 2-Dimensional PAGE 

Bio-Rad system(Hercules, CA, USA)을 사용하였다. 왕침개미 조항원을 2-D 

cleanup kit(Bio-Rad, Hercules, CA, USA)로 처리를 하였다. 준비된 항원을 pH 

3.0에서 pH 10.0의 범위의 strip(Bio-Rad, Hercules, CA, USA)을 사용하여 

250V로1시간, 500 V로 30분, 1000 V로 1시간, 1000 V에서 4000 V까지 8000 V-

hr로 실온에서 전기영동을 실시하였다. 전기영동이 끝난 strip은 

equilibration과정을 거친 후, 12% SDS-polyacrylamide gel에 50 V로 30분, 150 

V로 100분간 전기영동을 실시하였다. 전기영동이 끝난 gel을 Coomassie 

brilliant blue로 염색하여 단백질 분포를 확인하였다. 

 

나. 왕침개미 특이 IgE immunoblot  

PAGE 전기영동을 실시한 gel을 nitrocellulose membrane (Hybond-C Extra; 

Amersham, Buckinghamshir, UK)에 전이 시켰다. 5% skim milk-PBST로 

반응시켜서 비특이적 결합을 차단한 후, PBST로 5 분간 3회 세척하였다. 

개미 독에만 아나필락시스를 일으켰던 환자들의 혈청을 혼합하여 1% BSA-

PBST에 희석하여 16시간 동안 반응시켰다. PBST로 5분간 3회 세척 후, 

alkaline phosphatase conjugated goat anti-human IgE(Sigma, St. Louis, MO, USA)를 

1% BSA-PBST에 1:1000으로 희석하여 1시간 동안 반응시켰다. PBST로 

5분간 3회 세척 후, alkaline phosphatase buffer로 5분간 세척하였다. Alkaline 

phosphatase buffer에 5 ㎖당 NBT와 BCIP(Promega, Madison, WI, USA)를 각각 

33 ㎕, 16.5 ㎕씩 넣고 발색하였다. 

 

5. 주 알레르겐의 동정 및 N-말단 아미노산 분석 

가. 단백질 동정(ESI-MS/MS) 

2-Dimensional PAGE gel을 Coomassie brilliant blue로 염색하여 왕침개미 

특이 IgE가 결합한 부위를 잘라서 Q-TOF2(Micro-mass, Manchester, UK)를 

사용하여 ESI-MS/MS(electrospray ionisation tandem mass spectrometry)방법으로 

분석하였다. 분석한 결과는 National Center for Biological Information(NCBI)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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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atabase로 검색하여 동정하였다. 

 

나. N-말단 아미노산 분석 

2-Dimensional PAGE를 실시한 후, polyvinylidene difluoride membrane(PVDF; 

Micron Seperations Inc., Westboro, MA, USA)에 전이시켰다. 전이된 

membrane은 Coomassie brilliant blue로 염색을 실시하고 50% methanol 

용액으로 탈염색하였다. 앞서 2-dimensional PAGE immunoblot에서 확인된 

왕침개미 특이 IgE가 붙는 단백질 부분을 염색된 PVDF membrane(Micron 

Seperations Inc., Westboro, MA, USA)에서 잘라 아미노산 배열결정기(Procise 

492 cLC Protein Sequencer, Applied Biosystems, Fostercity CA, USA)를 이용하여 

N-말단 아미노산 배열을 분석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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ⅢⅢⅢⅢ. 결결결결  과과과과 

 

1. 대상 환자의 임상 증상 및 왕침개미 독 특이 IgE 측정 

 

표표표표 1. 대상 환자들의 임상 증상과 왕침개미 독 특이 IgE 측정 결과 

 

표 1을 보면 개미 독 아나필락시스 환자 외에도 왕침개미 피부단자 시험 

결과가 양성으로 나온 벌 독 아나필락시스 환자도 대상으로 포함되었다. 

5명의 개미 독 아나필락시스 환자 중에서 1번, 7번 환자의 경우 왕침개미에 

대한 피부단자시험 결과가 없었다. 4번 환자의 경우 원인 개미가 

왕침개미로 동정되었다. 왕침개미 독 특이 IgE 측정결과 1, 2, 6, 7번 

환자에서 특이 IgE 수치가 높게 나왔고, 3, 4, 5번 환자는 상대적으로 약하게 

나왔다. 벌 독 아나필락시스 환자인 2번 환자는 피부단자시험에서 

왕침개미 외에도 vespula, honey bee, vespa에도 각각 2 ㎜의 팽진 크기를 

나타냈고, 5번 환자도 honey bee, vespula, vespa에 각각 4.5 ㎜와 wasp에 3 

㎜의 팽진 크기를 나타냈다. 

 

2. 왕침개미 항원의 SDS-PAGE및 특이 IgE immunoblotting 

왕침개미 항원의 SDS-PAGE를 통해서 전체적인 단백질 분포를 확인할 수 

있었다(그림 3). 특히 23 kD의 단백질 띠는 복부에서만 관찰되어 복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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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외의 것으로 만든 항원과 뚜렷한 차이가 있었다. 이와 달리 45 kD의 

단백질띠는 복부 이외의 항원에서만 발견되었다. 환자 별 immunoblot 

결과를 보면 모든 환자에서 정도의 차이는 있지만 왕침개미 독 특이 IgE 

결합 단백질 띠가 발견되었다. 환자 별로 특이 IgE 결합 부위를 검토한 

결과 7명의 대상환자 중 6명에서 23 kD에 특이 IgE가 결합함을 알 수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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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왕침개미 조항원의2-Dimensional PAGE 및 immunoblotting 

2-Dimensional PAGE 결과는 그림 2의 SDS-PAGE의 단백질띠 분포와 

유사한 양상을 보였다(그림 4). 특히 23~30 kD 부위에서 진한 점들이 많이 

분포되어 있는 것을 볼 수 있었다. 개미 독에만 아나필락시스가 있는 1, 3, 

4, 6, 7번 환자들의 혈청을 섞어서 실시한 immunoblot의 경우 23 kD(그림 

4의 b)와 25 kD(a), 45 kD(d) 부위에서 환자 혈청의 IgE와 강하게 결합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그러나 25 kD 부분의 c 의 경우 IgE 결합 정도가 

약하였고, 환자 별 immunoblot에는 45 kD의 단백띠의 왕침개미 특이 IgE 

결합을 뚜렷이 볼 수 없었으므로 대부분의 환자에서 나타난 23 kD(pI8.7)와 

25 kD(pI6.2)이 주 항원으로 판단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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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주 항원의 단백질 의 동정 및 N-말단 아미노산 서열 분석 

그림 4의 A에 표시된 a, b, c 세 단백질 부분을 각각 ESI-MS/MS 

방법으로 분석한 결과 a와 b의 MS분석 결과는 유사한 분자량의 peak를 

나타내는 동일한 단백질이었으며, 분석된 일부 아미노산 서열로 database 

검색시  Solenopsis invicta의 아나필락시스를 일으키는 주 알레르겐인 Sol i 

3로 동정되었다. a와 b의 N-말단 아미노산 서열의 분석결과는 표 2와 같다. 

ESI-MS/MS와 N-말단 아미노산서열을 분석한 결과를 antigen 5 family에 

속하는 벌 독의 Ves v 5 서열과 Sol i 3와 비교하였다(그림 5). 비록 23 

kD(pI8.7)과 25 kD(pI6.2)의 전체 아미노산 서열을 알지는 못했지만 분석된 

일부 서열과 N-말단 아미노산 서열은 Sol i 3와 Ves v 5의 아미노산 서열과 

많은 부분이 일치하는 것을 알 수 있었다. c 단백질은 ESI-MS/MS 분석 

결과 honey bee인 Apis mellifera의 chymotrypsin 유사 단백질과 일부가 

일치되는 등 chymotrypsin의 일종으로 검색되었다. d 단백질은 양이 너무 

적어서 분석하지 못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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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그림그림그림 5. 23 kD과 25 kD(pI6.2)의 아미노산 염기서열 비교  
ESI-MS/MS를 통하여 밝혀진 23 kD(pI8.7)과 25 kD(pI6.2)의 일부 아미노산 서열과 분석

된 N-말단 아미노산 염기서열을 imported fire ant의 알레르겐인 Sol i 3와 antigen 5 단백질

인 벌 독의 알레르겐 Ves v 5와 비교하였다. ■는 Ves v 5와 Sol i 3 둘 다 일치하는 서

열, °°°°    는 Sol i 3와 일치, □ 는 Ves v 5와 일치하는 서열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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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그림그림그림 6. 25 kD(pI9.0)의 아미노산 염기서열 비교  
25 kD(pI9.0)의 ESI-MS/MS를 통하여 밝혀진 아미노산 서열이 honey bee의 일종인 Apis 
mellifera의 chymotrypsin 유사 단백질과 일부 일치하는 등 chymotrypsin의 일종으로 검색

되었다. ■는 일치하는 아미노산 서열. 



 - 17 - 

ⅣⅣⅣⅣ. 고고고고  찰찰찰찰 

 

세계적으로 개미에 쏘인 후 나타나는 과민 반응에 대한 보고가 점차 

증가하는 추세이며, 전신적인 알레르기 반응도 증가하여 사망한 예도 

보고되고 있다. 국내에서 개미 독에 의한 전신성 알레르기 반응에 대한 

보고로는 1985년 강 등9이 왕침개미(Brachyponera chinensis )에 의한 전신성 

알레르기 반응을 처음 국내에 보고한 이후 꾸준히 계속되고 있다21,22,23. 본 

실험실에서는 1992년 Ectomomyrmes spp.에 의한 아나필락시스 환자의 증례 

보고에서 이미 특이 IgE와 IgG4를 측정하였으며10, 1999년에는 각각 

왕침개미(Pachycondyla chinensis)와 Pachycondyla solitaria 아나필락시스 

환자에서 imported fire ant(Solenopsis invicta, Solenopsis richteri)와 교차 

항원성이 없음을 밝혔다11. 

개미는 벌목의 개미과에 속하는 곤충으로 세계적으로 9,000여종 이상이 

보고되었으며1, 주변에서 흔하게 볼 수 있는 곤충이기도 하다. 북미 

대륙에서 심각한 알레르기 반응을 일으키는 개미로 잘 알려진 imported fire 

ant 중 Solenopsis invicta(red fire ant)의 경우 4개의 알레르겐(Sol i 1, 2, 3, 4)이 

밝혀져있다24. Sol i 3는 Sol i 2와 함께 imported fire ant 독의 주요한 

알레르겐으로, 212개의 아미노산으로 이뤄져 있다. 분자량 24040으로 SDS-

PAGE시 분자량 26000의 크기를 보이는 경향이 있으며, pI값은 8.24이다. Sol 

i 3는 antigen 5 family에 속하는 5개의 단백질인 Dol m 5.3(49.8%), Dol a 

(47.4%), Dol m 5.2(46.2%), Pol e 5(44.9%), Ves m 5(44.3%)의 아미노산 서열과 

높은 일치를 보인다. 이것으로 Sol i 3는 antigen 5 family의 일종임을 알 수 

있다25,26. 그러나 아미노산 서열에서 거의 45% 이상의 일치를 보였지만 

imported fire ant의 독과 imported fire ant에 노출되지 않은 환자에서 vespid 

독 간의 의미있는 교차항원성은 보이지 않았다25. 이러한 결과는 단백질의 

아미노산 서열이 60% 이하의 일치를 보일 땐 일반적으로 교차 항원성의 

의미가 없다는 보고와도 같다27. 왕침개미에서는 왕침개미와 벌 독에 모두 

아나필락시스를 보인 환자에서 땅벌(yellow jacket)독과 왕침개미 독 간에 

100 ㎍/㎖ 항원 처리시 약 50%의 교차 항원성이 관찰되었고, 왕침개미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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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나필락시스를 나타낸 환자의 경우에서는 의미있는 교차 항원성이 

나타나지 않았다16. 

이번 결과에서 7명중 6명의 환자에서 23 kD 단백질의 특이 IgE 결합을 

확인하였다. 2-Dimensional PAGE의 immunoblot에서 특이 IgE가 결합된 23 

kD(pI8.7) 단백질은 Sol i 3와 분자량 및 pI값도 유사하였다. 그러나 앞서의 

연구에서 밝힌 바와 같이 imported fire ant와 왕침개미는 전혀 교차항원성이 

나타나지 않았다10. 이것은 김 등16의 연구에서도 확인되었으며, yellow 

jacket에서도 의미있는 교차항원성은 나타나지 않았지만, 왕침개미 독의 주 

알레르겐은 antigen 5 family에 속할 것으로 생각된다. 25 kD(pI9.0) 단백질은 

chymotrypsin의 일종으로 밝혀졌다. 기관지 천식을 비롯한 알레르기 

질환에서 chymotrypsin은 단백질을 분해하는 능력 또는 효소 그 자체가 

알레르겐으로 작용하여 염증반응을 유발하는 것으로 잘 알려져 있다. 

돼지풀 꽃가루(Ambrosia artemisiifolia)의 경우 chymotrypsin과 그 외 

단백분해효소를 포함하고 있어 접촉할 경우, 단백질을 분해하고 

염증발생을 예방하는 단백분해효소 억제제를 비활성화시켜 기도의 염증을 

악화시킨다28,29. 추후 연구가 더 필요하지만, 왕침개미 독 알레르겐이 

아나필락시스를 유발하는 과정에 chymotrypsin이 연관이 있을 것으로 

생각된다.  

  이상의 연구 결과를 종합하면 왕침개미의 23 kD(pI8.7)과 25 kD(pI6.2) 

단백질이 주 알레르겐임을 알 수 있었으며, 이는 antigen 5 family에 속하는 

것으로 밝혔다. Chymotrypsin에 속하는 또 다른 25 kD(pI 9.0) 단백질도 

알레르겐 및 그 자체의 약리작용에 의해서 아나필락시스를 유발하는데 

관여할 가능성을 제시하였다. 본 연구 결과는 앞으로 주 알레르겐의 

클로닝 작업을 거쳐 재조합 알레르겐의 생산과 더불어 B세포 및 T세포 

항원결정인자 연구를 통하여 진단용 시약 및 치료용 약제를 개발하는데 

기초 자료로 제공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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ⅤⅤⅤⅤ. 결결결결  론론론론 

 

  국내에서 왕침개미(Pachycondyla chinensis) 독에 의한 아나필락시스 

반응은 꾸준히 보고되고 있다. 그러므로 아나필락시스와 관련된 왕침개미 

독의 주요 알레르겐을 확인하고 동정하기 위하여 실험을 실시하였다. 환자 

별 왕침개미 독 특이 IgE 결합 양상을 통하여 23 kD(pI8.7)과 25 kD(pI6.2) 

단백질이 주 알레르겐임을 확인하였고, 2-Dimensional PAGE의 immunoblot, 

ESI-MS/MS 분석, N-말단 아미노산 서열분석을 통하여 벌 독 및 imported 

fire ant의 주 알레르겐으로 밝혀진 antigen 5 family와 상동성이 있음을 

확인하였다. 본 연구 결과는 앞으로 주 알레르겐의 클로닝 작업을 거쳐 

재조합 알레르겐의 생산과 B세포 및 T세포의 항원결정인자 연구를 통하여 

진단용 시약 및 치료용 약제를 개발하는데 기초 자료로 제공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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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Identification of the major allergens 

of anaphylaxis by Pachycondyla chinensis 

 

Eun Kyung Lee 

Department of Medical Science 

The Graduate School, Yonsei University 

(Directed by Professor Chein Soo Hong) 

 

Pachycondyla chinensis, which belongs to Ponerinae subfamily and Formicidae 

family, habitates in New Zealand and Far East Asian countries, including Korea, 

Japan, and China. The sting from Pachycondyla chinensis has occasionally induced 

anaphylactic reactions and all reported ant sting anaphylaxis in Korea were induced 

by the ant. However, the major allergens of venom of Pachycondyla chinensis have 

not been yet identified. This study was conducted to identify a major venom allergen 

of Pachycondyla chinensis.  

Six patients with Pachycondyla chinensis induced anaphylaxis and one patient of 

positive in skin prick test of Pachycondyla chinensis were enrolled. Serum specific 

IgE for Pachycondyla chinensis was detected by ELISA. Profiles of specific IgE 

binding to P. chinensis crude extract were observed by SDS-PAGE and immunoblot. 

2-Dimensional PAGE, N-terminal amino acid sequencing and ESI-MS/MS analysis 

were performed for identification of major allergens.  

The specific IgE to 23 kD was observed from six of seven patients. Two IgE-binding 

spots were found in the result of 2-Dimensional PAGE immunoblot with specific IgE 

binding pool sera. Two spots were identified as antigen 5 molecules from the result of 

amino acid sequencings. Another IgE-binding spot was identified as chymotrypsin. 

These results indicate that 23kD(pI8.7) and 25 kD(pI6.2) proteins were the major 

allergens of Pachycondyla chinensis venom and they belong to antigen 5 molecules. 

Another 25 kD(pI 9.0) protein was also identified as the allergen of P. chinensis and i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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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elongs to chymotrypsin. These results may lead to the development of new 

diagnostic tools and therapeutic vaccines for the allergic diseases induced by 

Pachycondyla chinensis. 

 

Key Words: Pachycondyla chinensis, ant sting anaphylaxsis, major allergen, insect 

venom allerge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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