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要 約

固相 放射免l활없u定 ( sOlid phase ra.lhomrrnunoassay) 用 抗體固定試驗管

開發을 目 的으로 풀려스티헨試驗管 內塵에 T3 ( 3 , 5 3I-trll 。d0- L-

thyrond. ne ) 抗體를 固定化하는 없究릎 흉行하였다.

非特異性結合 (non-specIfIC bIndIng) 은 줄이되 固定된 抗體의 免훌

反應性은 最大限 維持토록 하기 옳한 方法으로써 얄칼리性 글루타르얄떼히

드의 重合反廳에 對한 鍵度 및 溫度效果 不活性 蛋白質스퍼l 이서 導入效果抗

體價 및 固定化부픽의 影響， 非特異性結合 減縮顆l 適用效果， 定溫維持條件

等。l 重點 檢討되었 다.

抗體固定옳驗管의 性能은 同 試驗管內에 高比放射能 '1'3- 125 I 얀 또는 T3

_125 I 와 여러 가지 다흔 農度의 標훌훌 T3 을 함께 一定量썩 加하고 

定條件下에 定溫維持한 다음 內容物을 除去 洗縣하고 固定抗體와 結음한

T3- 125 I 의 放射能 (B) 의 當初 짧加한 全體放射뼈T)에 對한 百分率 ( BIT

(%)) 몇 8 ng/mt 까지의 標핵훌 T3 짧與量에 對한 授與쳐配( dose gra

dient )을 對比하는 方法으로 檢훌하였다.

最終的으로 確立펀 固定化方f옳은 마음파 같닥.

『알콸라性 2.5% 글루타르알례히드짧被을 풀리스터헨試驗管( 12 X 75mz)

에 넣고 45°C로 1 시간 維持한 다음 過量의 용액을 除去 洗維하여

試驗管 內慶을 우선 글루타르알데히드로 被覆한다" 0.1 % 소-깎마글로브

련樓被， 알칼리性 1.25 % 끌루타료알데히드짧陳， ‘定 續釋比率의 T3 抗體

짧被， 0 , 03% 수소화붕소냐트륨짧被 等을 0.5~썩 n直次的으로 試驗管에

加하여 各己 室溫에서 1 시간씩 維持하며 各段階 終了째마다 킹훌홉훨水로



充分히 洗輸한다". J

이 確立된 方法에서 導入된 소-감마글후브련은 試驗管表面과 抗體사이에

서 親水性 스껴l 이서 ( spacer) 로 作用하여 固定抗體어l 對한 抗康의 接

近올 도와 免훌反應性을 向上시키며， 수소화붕소냐트륨은 比훌훌的 過數한 條

件下에 생긴 過量의 알데히도냐 이민基를 알효올。l 냐 아맨基로 還元하여

抗厭의 非特異性結合量을 減少시킨다고 본댁. 짧相에서 2 X 10' : 1 인 抗

體價를. 냐타내는 抗體를 固定化하연 8 ng/IDt까지의 標혹~ T3 授與區間에서

의 授與갖낀홉E가 22%이 냐 4 X 10 4
: 1 인 것을 固定化하면 짧與쳐配가 31

%로 增加하는 事實은 高抗體價( 1 X 10 5
: 1 等)의 抗體만 生塵된다면

이 獨特한 固定化方法을 固相放射免흩測定用 抗體固定試驗管 製造에 實用

化 할 수 있음을 指示해 준마.

한펀 園內 標識化合勳 需훌에 廳하여 131 I 標識化合動 236 mel와 各種

킷트類 1121 킷트를 各各 製造 供給하여 前年度 對比 50% 의 뼈張率을

보이연서 計劃l量을 념어섰다. 園內 醫癡界의 r카메라 確保훌數의 增加와

철醫學界의 活鍵한 뽑究活動에 딱라 1981 年度에 開寶한 phyta t e- 99m To

標講킷트의 露要가 홉u 目할만큼 增加되었으며 앞4로도 繼續 增加될 展뿔

이다.

흩똥 開짧한 T3 및 T4 RIA 킷트의 國內 普及基盤 構藥을 짧하여 00

kIt 以上의 試製品 킷트를 普及代行業體률 通하여 供給하였다.



SUMMARY

To develop antibody-immobilized plastic tubes of solid

phase radioimmunoassay use t studies on the immobilization of

3 ,5 ,3r-triiodo-L-thyroninE (T3) -antib。dy on the inner wal1 of

the polystyrene tubes were carried out.

Various parameters such as the concentration and polyme

rization temperature of the alkaline glutaraldehyde solution ,

inert protein spacers t titer of the antibody , volume of the

reactants , reducers for the non-specific bindings , incubation

conditions etc.were extensively examined in view of maximizing

immunological reactivity of the immobilized antibody but mini

mizing non-specific bindJngs of the antibody coated tubes ..The

validity of the antibody-immobilized tubes were examined by

comparing the net .Bo/T as well as the standard dose

gradients after incubation of high specific activity T3- 125 r

under definite conditions with or without standard T3 doses

of upto 8 nglml in the i血nobilized tubes.

The ultimately established iπmobilization procedure is as

following;



Five-tenth ml of 2.5% alkaline glutaraldehyde solution is

added to the polystyrene tubes (12 X 75血n) and incubated at 45°C

for 1 hr. The solution is then decanted and the tubes are

washed 찌ith plenty of water obtaining glutaraldehyde-coated

tubes. One-tenth % bovine ga血la globulin , 1.25% alkaline glu

taraldehyde , definitely diluted T3 antibody , and 0.03% sodium

borohydride etc are respectively added to the tubes in 0.5 m1

volume , incubated at room temperature for 1 hr. , decanted and

washed in each step.

The introduced bovine gamma globulin seemed toact as a

hydrophilic spacer promoting the antigen-approach to the im-

mobilized antibody , and thus it played an important role in

maintaining the immunological reactivity of the antibody.

Non-specific bindings were remarkably decreassed by the action

of sodium borohydride. Such an effect is attributable to the

reduction of aldehyde and imine to the alcohol and amine , res

pectively. In comparing those groups , the former , the non-

reduced two , are likely tQ be more adsorptive.

The dose gradient of upto 8 ng/ml standard T3 dose was 22%

using the immobilized antibody of which titer in liquid phase

is 2 XIO ‘ : 1 , while it was 31% in case of 4XIO· : 1. It

indicates that the established procedure is practically applic-



able to the preparation of antibody-coated tubes insofar as

the antibody of high titer (such like 1 X 10 5
: 1) is available.

on the other hand , 236 mei 131 1 labelled compounds and

1 ,121 kits of various items of KAERI kit products were dis

patched to the major domestic medical establishments during

the year , which is exceeded the planned amount and 50% increase

in comparing with those of 1981. Among the products , the in

creased dispatch of phytate- 99mTc labeling kit is especially

remarkable. In considering the number of gamma cameras in

hospitals and the active researches in Korean Nuclear Society ,

continuous yearly increase is still expected.

To consolidate a sound routine supply system , considerable

effort was also made in supplying more than 80 kits of T3 and

T4 RIA kit-samples through the supply agenc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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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 . 結論 몇 建議事項

l 結 論

固相 放射免훌測定用 T3 抗體 固定試훌훌聲 製法 開훌훌을 目 9경우로 폴리

스타렌試驗管 內훌훌에 멘저 끌루타르알떠l 히드의 알칼리性 짧被을 처리하

여 글루타료알뎌l 히드 훌훌覆題을 입힌 다음 여기에 T3 抗體를 固定化하되

非特異性結合( NSB )은 줄이고 固定된 抗體의 免훨反廳性운 最大限 維持

시키는 方法이 重顧的으로 檢討되었다.

첫째， 알랄리성 글루타료얄데하도階被 1 I띠를 28°C에서 2 시간 反廳시

킨 다음 여기에 0.1 % 소 깎마-글로브란 ( bOVIne gamma-globulIn ,

BGG)용액， 1.25% 끌루타르알뎌l 히드짧被， T3 抗血淸짧淚 等을 차례록 反

魔시켜 製造한 抗體固定試驗管은 4 ng/rrt 까지의 T3 標遭授與範團에서 室

溫下에 22 시간 定溫維持함에 따라 全體放射能에 對한 抗體結合放射能의

百分率 (BIT ， %)과 돼標혹흉짧與갖긴配 ( T3 'standard dose gradient)

는 各各 56 "-J 34 % 및 22%이어서 IDG 는 固定펀 T3 抗體의 免훌反廳

性 ( llmnunologlcal reactivity) 維持에 뚜렷한 寄與를 하고 있음이 判

明되었다.

물째， 알칼리性 글루타료알떼히드짧被 O.당n.&를 45°C에서 I 시간 反廳시킨

다음 여기에 T3 抗血淸짧練을 室溫下에 1 시간 處理하여 만둔 抗體固定

試嚴管은 37°C에서 2 시간 定溫維持할 경우 그 BolT와 NSB가 各各

29% 및 24%이어서 얄짜 抗體結合放射能(net)은 5%에 不過하였다

NSB를 줄일 目的으로 에단올아만이냐 수소화붕소냐트륨(Na많 4 )을 抗體

-7-



固定試驗管에 處理한 lit, 그 BolT 와 NSB 는 각각 8.7% 및 2.9 %로

減少되었고 수소화붕소냐트륨으로 處理한 抗體固定試驗管을 37°C에서 2

시간 定溫維持할 경우• BolT 의 net 는 40%이었다. 그러냐 8 ng/m£ 까

지의 T3 훌훌훌짧與區間에서의 批與셉配는 11 %밖에 얀되어 免훌反廳性이

좋지 뭇하였다.

셋째， 위의 두 固定化方法을 젤충하여 둘째方法과 같이 글루타르알데히

도릎 처려한 다음 첫째方法과 같이 BGG 용액， 글루타르알려 l히드용액， T 3

抗體짧被을 차례로 反廳시키고 최종적으로 0.03 %수소화붕소냐트륨짧被을

쳐려하여 만은 抗體固定試驗管응 37°C에서 2 시간 定溫維持할 혜 8ngl

m£까지의 T3 標핵혈짧與區間에서의 Net 와 授與셉配는 各各 51 % 및 2껑8

이었마.

郞， 글루타르알더l 히료를 麗報펀 方法보다 過激하게 處理하여 抗體固定量

을 늘련 다음 이에 隨伴되어 增加하는 NSB는 수소붕소냐트륨을 쳐리하

여 減少시키고 또 試驗管表面과 T3 抗體사。l애 OOG 를 導入함A로써 固

定된 抗體의 免훌反廳性을 最大限 維持시킴에 딱라 比歡的 짧은 定溫維

持時間에 51 %의 Net BolT 와 22%의 標華授與쳐配플 얻는 特異한 固

定化方法을 開發하였다 導入한 IDG는 抗團의 抗體에 짧한 近覆1X~훌윷

도와주논 팔 (arm ) 의 짧홈l 을 하벽 最終處理하는 수소화붕소냐트륨은 알

데히드냐 이 민基를 還元하여 알코올。l 냐 아반A로 變化시킴어1 딱라 抗康

의 非特異性結合을 減少시키는 것으로 생각된마. 本 昭究에서 T3 抗體는

被相에서 의 抗體價 ( antibody titer) 가 2 X 104
: 1인것을 100: 1혹

협$釋히여 固定化어I 使用하였다. 被相 抗體價가 4 X 10 ‘ :1인 T3 抗血淸을

。
。



fiJO : 1로 輪釋하여 같은 方法 o i료 固定化한 試驗管을 便用할 경우 8ng

/m£까지의 標輝 T3 授與區間에서의 投與성配는 31 %에 達하였마. 이와같

은 結果는 高抗體價( 10 5
: 1 等)의 抗體만 生塵된다면 훌溫下에서의 定

溫維持時間을 2 시간 以內록 短縮합과 同斷i] 測定信賴度도 높일 수 있

는 우수한 T3 抗體固定試驗管 製造가 可能힘을 指示해 준마.

a 建 훌훌 事 項

本 짧究結果록 얻응 T3 抗體固定홉응 T4 抗體의 固定뿐만 아니라 여러

가지 홉훌素들의 固定化에도 利用될 수 있마.

앞A로 固相 放射測定킷트形觀로 寶用化할 수 있도록 所要 裝備률 마

련해 주시기 바랑니다.

-9-



H. 序 論

1960 연 Yalow와 Berson J) 이 A血淸속의 인슈련농도률 측정 하기 위

하여 放射免훌測定( radl。 lInmurl。assay. !RIA )法을 최초로 도입한 이래

이것은 여러방연의 입상최응용애 낼려 활용되고 있다2) 그 한 예로서

甲狀願호르몬인 3.5 , 3' - triiodo - L-thyronine(T3) 및 3 , 5 , 3:5 ’-

tetrai od. o - L -thyrontne(T4) 의 血中農度를 측정 하기 위한 放射꿇

휩훌뼈U定홉은 측정정밀도냐 측정신뢰도 연에서 簡服吸훌 ( resin uptake)法

이냐 觀爭的 蛋白質結合測定( competitive protein binding assay) 보

다 우수하고 그 측청조작이 간펀하다.31-6)

RIA에서 기술척으로 중요한 것은 무엇보다도 抗康파 抗體간의 免훌反

魔이 종결된 후어l 遊離狀願와 抗團파 抗體에 결합펀 抗厭을 붐리 하는

품제이다. 理想的인 분리법은 遊離狀觀와 結合狀顧間의 放射龍分布

에 영향을 주지 않고 操作이 簡便避速해야 한다. 알려진 붐리방법에는

에탄올， 다옥잔， 폴리에털렌글리콜 또는 황산암모니움 등을 반응액옥에 카

하여 結合抗原을 챔천시컵으로써 붐려하는 沈훌훌法， 겔폴로죠， 실리카 또는

유리가루， 活性짧素짧末 등을 가하여 遊훌훌抗團을 。l 에 吸훌시켜 분리하는

댔훌法， 제 2 의 抗體를 가하여 전체반웅물질의 농도를 증가시킴으풍써 沈

嚴을 透發케하는 =重抗體法 ( double antibody method)퉁이 알려져 있

다，2 ) 그러냐 洗願찮은 빼로는 非特異性結合 ( nonsPec if‘ ic binding

NSB) 이 높고 시료중 혈청단백질의 농도에 따라서 완천한 沈魔。l 생

성되지 못하는 단점도 있다 吸훌훨은 吸훌훌顆l와 반응혼합액 써l 의 접

촉시간에 따라 측정청밀도가 콰F되고 二重抗體法은 그 擾作。l 불현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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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칸을 냥lJ]동}논 경우도 있고 상당량의 제 2 항체를 요종}는 단점도 있다.

이러한 단첩들을 해결하기 위하여 신속칸뻔한 固相放射짧훌測定法 ( 90

lid-phase R I A) 이 도업되었다，7) 이것은 抗體를 多孔性유리엽자， 생롤

로죠 업자， 플라스틱쿠슬 등에 고정하여 免훨反睡시킨 마음 圍相뺑質을

플로 씻어냉으로써 遊離抗鳳을 깐단히 분리하는 방법이다.8}- II) 특히 Ca

tt 와 Tregear 12> 는 抗體를 플라스턱시험판의 내빽에 고정함으로써 遊

離抗厭을 보다 간펀하연서 효율적￡로 붐리할 수 있는 방법을 개발하여

RIA에 크게 기여하였다.

시험판의 내벽에 抗體를 고정동}는 방법은 몇가지가 알려져 있으나 홈

用 外國塵 RIA킷트의 抗體固定試驗管製法은 “￥how how" 로 되어 었

다. 항체고청뱀을 대멸하여 보면， 첫째 항쳐1 용액을 폴리프로훨렌 또는

폴리스타렌시험판에 - 넣고 일정시간을 유지함으로써 항체플 시험판의 내벽

에 홉착고정시키는 방법이다 12) ‘애) 그러냐 고정되는 항체의 양이 제한되

고 吸훌훤 抗體가 협게 脫훌될 가능성도 있다.

둘째， 시험판의 내백에 먼저 作用훌( functional group)흘 도엽시킨

후 共有結合으로 항체를 고정하는 共有結合法이 있마 그 예로서는 시

험관의 내 백을 감마- 아마노프로훨트리에톡서실란 ( r - aminotriethoxy si

lane)으로 自體重合시켜 被覆된 실란( si lane) 의 아며노거와 글루타르

알떼히드( glutaraldehyde) 를 반응시킨 다음 남아있는 알례히드기와

항체의 아미노기률 반응케하여 고정한다，17) -19) 모노아먼 또는 다아민 등

을 먼저 홉착시키고 글추타르알례허드로 반융시칸 다음 항체률 고청하거

냐20) 소감마글로브련 ( bovine gam뼈， globulin)과 같은 단백질을 홉착

시킨 다음 플루타르알려l히드 및 항체용액을 차례로 쳐리하여 고정 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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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우도 있다21) 또 다른 예는 글루타르알례허드흘 시험판내백에 직캡 자

체중합시켜 펴복합으로써 당은 알데히드거와 항체의 아미노기가 칙첩반응

토록 하여 고정승}는 방법이다，22 )’ 23)

셰째， 免훌結合 ( immunological bIndIng)홉으혹서 抗抗體 ( anti-anti

bcdy) 를 시험판 내백에 吸훌~J 켜 고정한 다음 免훌反廳을 통해 항체률

고정 하는 방법과24) lnllnunolog1cal spacer 플 먼져 홉착시켠 마음 抗

抗體를 免훌反應으로 결합시키고， 여기에 다.，(1 항쳐l 블 가하여 연역결합시

키는 방법퉁이다25 )

T3 몇 T4 RIA의 경우도 PEG (polyethylene glycol) 26) DCC(de

xtran-coated charcoal) 5) 을 사용하는 분리법에서 최근에는 抗體園定

試驗管율 이용하는 固相放射免홉뼈11定法으로 전환되어 가고 있다. 본 연구

실에서 이미 개발되어 寶用化段階에 있는 T3 벚 T4 의 PEG 법에 의

한 RIA 킷트블 27) -28) 固相放射免흩빠定 컷트형태로 改良 高級化하기 위하

여 T3 항체를 플라스틱시험판의 내벽에 고정동}는 연쿠를 수행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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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ll· 昭究餐行事項

1 . 材 料 및 엎훌 器

본 연푸에 사용된 모든 시 약은 순도가 높은 일굽시 약으로서 정제 하지

않고 그대로 사용하였다.

EDTA(Ethylenedlamlnetetraacetlc acid , sodium salt , Aldrich)

Thimerosal ( Sigma )

ANSA (8-AnIlino -I-naphthalene sulfonic acid , Sigma)

HSA (Human serum albumin , Sigma)

BGG (Bovine ga血a globulin , Sigma)

BSA(Bovine serum albumin , Sigma)

Gelat in (Aldrich)

T3(3 ,5.3 ’ -TrIiodo-L-thyronine , Sigma)

Na많 4 (AldrIch)

GA(Glutaraldehyde. 25%. Polysclence)

Barbituric acid sodIum salt (Sigma)

EA ( Ethanolamine. Aldrich)

Gly ( Glycine , Sigma)

e- ACA (e -Aminocaproic acid , Aldrich)

NaN 3 (Sigma)

Na 125 1 (RCC-IMS-300)

POlystyrene 시 험관 ( 12 X 75 빼 Fisher , 또는 녹씹자〈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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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3Ab (Anti ‘ T3 rabbit serum. KAER I ) 28)

T3 "_,125! (KAERI )28)

Gamma 계 축가 ( 우물형 , Polyspec Research Spect romete r , Ba i rd

Atomic)

2. 實 驗 方 法

가. T 3 抗體 및 正常家免血淸의 固定

1 ) 方法 A (GA - BGG - GA - T3At, )

25% 글루타르알려l히드용액에 뚫홉쫓훌훌羅衝짧被(0.5M , pH9.5)을 가

하여 만든 2.5 % 글루타르알더l 히드용액 1 m!를 폴리스타렌시험판에 넣고

28 -C에서 2 시간 만융시컨 다음 未反應 글루타르알떼히드용액을 제거하고

시험판 내백을 증류수로 충분히 셰척하였다. 소감마글로브련( B G G )을

0.1 % NaN 3 가 함유된 바료벼 탈염완충용액 (0.078 M , pH 8.6) 에 녹여

0.1 % 용액야 되게한 다음 여 용액 1 뼈를 글루타르얄뎌l히도로 처리한

시험관에 넣고 실온에서 2시간 방치한 다음 마반응 BGG 용액을 제거하고

시험관을 증류수로 충분히 세척하였다. 01 시험판에 다시 憐휩쫓훌훌鍵衝樓

被 ( 0 .05 M, pH 7.4) 으로 희석하여 만든 1.25% 골루타르알더l허드 용액

1 m!를 넣고 실온에서 2 시간 방치한 다음 마반응 글루타르알떼히드용액

을 제거하고 시험판을 증류수로 충분히 세척하였다.

最終的으로 이 試驗管에 0.1% NaN3 가 합유된 바르바달염 완충용액

(Oo078 M, pH8.6)으로 100: 1 로 희석하여 만든 T3 抗血淸權被 -1 nl을

낳고 실온에서 2시간 방치한 다음 미반응 항체용액을 제거하고 시험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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을 증류수 빛 바1:11 탈염완충용액으로 충분히 셰척하였다.

正常家짧血淸 ( nOrmal rabbit serum. NR S )도 워 T3항체고정법과 같

은 방법 o 로 고정하였다.

2) 方法 B ( GA-T3Ab - NaBH. )

25% 글루타르얄테히드용액에 t윌홈찢몽훌醫衝￥짧被 ( 0.5 M. pH 9.5 )을 가

하여 2.5 % 글루타르얄떼히드용액을 만들고 이 용액 0.5 뼈를 시 험판에

넣어 45'(;에서 i 시간 반응시킨 다음 마반응 글루타르얄더l히드용액을 제

거하고 시험판을 증류수로 충분히 세척하였다. 이 시험판에 0.1 % NaN 3

가 함유펀 바르1:11 탈염 완충용액 ( 0.078M. pH8.6)으로 100: 1로 희석 하

여 만든 T3 抗血淸짧被 0.5 뼈를 넣고 실온에서 l 시간 방치한 다음 u1

반응 항혈청용액을 제거하고 시험판을 증류수로 충분히 세척하였다. 이

시험판에 탄산염완충용액 ( 0 .15 M. pH 9.5 -)으로 녹여 만든 0.03% 수소

화붕소나트흉용액 0.5 mt를 가하여 실온에서 l시 간 방치한 다음 며반응

수소화붕소냐트륨용액을 제거하고 시험판을 증류수로 충분히 세척하였다.

3) 方法 C ( GA-BGG-GA-T 3 Ab - NaBH.)

제 l 단계 글루타르얄데히드 처리 및 최종단체 수소화붕소냐트품용액의

처리는 방법 B와 동일하케 하였으며 중간단계인 BGG , 글루타르알뎌l 히드，

T3 항혈청 등의 처리는 방법 A와 같게 하였으나 이 방법에서는 모두 0.5

m.t썩 부펴를 줄였고， 반응도 실온에서 1 시간으로 단축시켜 고정화하였다.

냐. 抗體固定式試驗管의 性能寶驗

T3 항체고정시험판의 T 3 RIA에의 적격성을 검정하기 위하여 T3RIA

혜와 마찬가지로 여러가지 조건하어l 定溫維持實驗을 살시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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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 輪釋用 鍵衝짧被의 製造

2차증류수에 바르Hl 탈냐트륨엽 5.2 fI 염화나트륨 5.8 fl. EDT A

l.9 g. thimerosal 0.2 g 등을 넣어 전체용액의 부피가 1000 뼈에 이

르도록 한 다음 염산용액을 써서 pH를 8.2로 맞추었다. 이 완충용액

을 펄요량 취하여 0.1 % BSA 용액을 만들어 사용하였다.

2) T3-125r 짧被의 製造

T3 _125 r 원액을 희석용 완충용액으로 희석하여 0.2 mt당 방사능。|

10 .000"-' 15.000 c pm되도록 한 다음 01 용액 1mt당 0.35 ‘g 의 ANSA

을 용해시커 사용하였다.

3) 性能實驗

T 3 항체 또는 正常家훨血淸。l 고정펀 시험판에 희석용 완충용액 일

청량을(방법 A로 만든 시험관에서는 0.7 mt 방법 B 및 c 의 경우에는

0.2 me) 넣고 T3 표준용액 100μ t T3_125 1 용액 200μ6 등을차례로 가

한 다음 VOrtex mixer로 찰 섞고 4'C 실온 37 'C 등에서 알정시간

定溫維持하였다. 감마계촉기로 시험판내의 천처l 방사능 (T) 을 계측한 다음

시험판내 용액을 재거하고 증류수 3mt-를 다시 가하여 사험판 내벡을 세

척하였다. 셰척한 시험판의 방사능 (B)을 측정하여 BIT (%)를주하였다

이 BIT (%)값파 T3 표준농도간의 상관관계로부터 標準 授與廳答曲線

( standard dose response cur~e )쓸 얻고 8 ng T31mt 쿠간까지의 標

準援與셉配 (dose gradient) 의 크기를 쿠하였다.

-16-



3. 結果 뭘 討議

가. 方法A에 의한 Ts 抗體의 固定

시험판의 내벽에 글루타료알떼허드를 중합시켜 앓은 띄막을 먼저 만

들고 여기에 항체릎 가하여 고정하는 방법운 항체의 아미노기가 글루타

르알떼히드중합체의 알데히드71와 공유결합으로 결합하는 것으로서 공유결

합법의 대표적인 예라 할 수 있는더ps). 본 연쿠와 판련하여 이 방법을 통

한 T3 항처]고정 연쿠결파를 이미 발표한 바 있다.g) 글루타르알떼히묘의

중합조건 즉， 놓도， 중합온도， 시간 등에 따라 B/T(%) 값이 변화되었으며

특히 중합온도의 중가에 따라 非特異性結合 ( NSB )‘이 증가함을 알았다.

본 방법에서는 NSB가 작도록 글루타르알떼히드를 28 'C에서 2 시간 반

응시킨 다-음 不活性蛋白質( Inert Protein) 안 BGG률 도입하고냐서 다

시 글루타르알례허드룹 작용시키고 마지막으후 Ts 항체와 결합동록 하였다，

이 T3 항쳐11 JZ.정시험판의 성능을 37 'C에서 4 시간 定溫維持하는 방법A료

검사하였머니 T3 표준투여량이 0 일 혜의 B/T (%)값 즉， BolT (%)값

이 40.6으로 나타났다. (Table 1) 또한 실온에서 22 시간 정온유지한

RIA 정온유지 결과는 BolT (%) 값이 56 야었다. (Table 2) 이와 같은

값은 BGG 처리없이 글루타르얄례히드만 처리한 다묶 항체플 작용시켜

만든 항체고정시험관인 경우라연 실온에서 48 시간 정온유지하여야 얻을

수 있는 값이다 29) 따라서 Bo/T(%) 값만 고려하면 37'C에서 4 시간

또는 실온에서 20 시간 정도의 정온유지시간이면 RIA 가 가능하다고 생

각할 수 있다.

Table 1 빛 Table 2 의 결과를 標準授與廳答曲編으로 도시해 본 결과

-17-



Fig 1 에서 보는 I:Jt와 같이 표준투여량 4ng Iml 까지의 쿠간에서 정장

척인 표준곡선에 근접하는 모양을 보여 주었다. 그러냐 측정예만도 및

정확상‘을 -기하기 위해서는 보다 큰 廳推批與낌配블 냐타내는 응답곡션을

보여주어야 한다.

직접 면역반응에 판여하지 않고 또 생물활성물철의 활성을 손상 시커지

않는 不活性蛋白質로서는 BGG • BSA , gelatin 등이 알려져 있다 21' ’본

고정화방법에서 BGG를 도업함으로써 정온유지시간의 단축과 표준투여쿠배

가 커지는 투여응답곡션을 얻을 수 있었먼 사설은 EGG가 폴리스타렌표

면과 항체사야에서 親水性스띄l 이서 ( hydrophilic :spacer )로 작용합요후

써 고정된 항체에 대한 항원접근을 용01 하게 하가 빼문이라고 생각판다.

냐. 方法B에 의한 T3抗體의 固定

1) 글루타르알떼허드의 중합온도에 의한 영향

방법 A에 의하여 만든 T3 항체고정시험관은 살온에서 2 시간 이내로

정온유지하여 면역반응시켜도 BolT (%)값이 50 정도 되게 할 만큼 충

분한 양의 T3 항체가 고정되어 있지 뭇한 것므→로 생각되었다. 따라서

펴복된 글루타르알려l 허드중합체의 알뎌l 히투기를 많아 도압하는데 훗점을 두

고 본 방뱀에서는 글루타료알더l히도를 파격히 처리하였다. 2.5 %글루타

르얄뎌l허드용액 0.5 d플 시험판에 넣고 37C. 45C. 50 'c 등에서 알정

시간 유지한 다-음 용액을 제거하고 증류수로 시험판을 충분히 세척하였다

37'C에서는 5 시간. 45'C에서는 40 붐. 50C에서는 35 분 정도연

료알더l히드용액이 뿌떻게 되는 것으로 보아 좋합반응이 충분하

글루타

일어났다

는 것을 알 수 있었다. 이렇게 처리한 시험판에 2.4 - dlnitrop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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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nylhydrazine 용액을 가하여 hydrazone 생성反廳度를 색깔로 판멸하였

다. 글루타르알허l 히드플 45C에서 1 시간 처려한 시험판에 대해 .hydr

azone 반응시험을 실시한 결과 균일하체 노란색을 냐타냈다. 그러나 90

붐간 쳐리한 경우에는 과량의 중합체가 피복되어 작은 덩이를 표면에 이

품으로써 색칼이 균일하지 뭇하였다. 따라서 글루타르알데히드용액을 45

℃에서 l 시간 처리한 다음 T3 항체를 고정하는 방법을 택하였다. 이렇

계 처리하여 만든 T3 항체고정시험관은 Table 4 에서 보는 바와 같이 37

℃해서 2 시간 정온유지한 경우 BolT (%)값이 29로 냐타났는데 이 중

에서 23.6은 NSB이고 알쩌( net )는 5.4 뿐이었으므로 야 항체고정AJ

험판은 RIA용으후 不適하였다.

2) NSB 감소를 위한 처려

글루타료알데히드를 파격히 처리함에 따라 NSB가 증가하였는데 그

oj유는 중합체의 알데히투기가 T3 항체의 아며노기와 반응한 다음 남은

알떼히드기가 다시 T3 항원과 공유결합을 하거나 T3 항체가 과량A로 결

합되어 두터운 충을 형성함으로써 여기에 무분빨홉착되는 T3 행원이 많아

져서 생기는 것으로 추측된다.

끌루타르알데히도중합체중의 과량의 마반응 얄례히드기에 글리신30) 에란

올아민 17’등 아마노화합물을 작용시키거냐 수소화붕소냐트륨을 작용시커 알

례히드기를 수산가로 환원시킴으로써31 ) 알바히드기를 封鎭( blocklng ) 하

여 NSB를 줄알 수 있다.

바료\J I 탈염완충용액 ( 0.078 M. pH 8.6 )을 사용하여 만든 0.1 % 아마노

화합풀용액 또는 딴산염완충용액 ( 0.15 M. pH 9.5 )을 사용하여 만든 0.03

% 수소화붕소냐트륨용액을 글루타르알더}히드로 처리한 시험판에 넣고 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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혼에서 1 시간 방치하였다· Table 3 에서 보는 바와 같이 글루타료알떼

히도만 처리한 시험판의 NSB는 12.3 %였으나 여기에 수소화붕소냐트륨

용액이냐 에탄올아민용액으로 처리하면 NSB 가 3.0 %. 5.4 %로 각각 감

소펀 반연 글리신과 E. - 아01 노카프로산으로 쳐리한 경우에는 오히려 25.9

%와 32.7 %로 각각 증가하였다. 그러나 여기에 다시 수소화붕소나트륨

용액이냐 에탄올아민용액으로 처리하면 NSB는 다시 3%와 8%로 각각

감소되었다. 이 결과로 보아 미반응 알펴l 히드기의 혼재만01 NSB의 원

인이 아님을 알 수 있었다. 수소화붕소냐트륨과 에단올아만은 그 반융

기작。l 서로 다르지만 모두 NSB를 감소시킬 수 있는 이유는 이들을

처리한 시험판 표연에 수산기가 도업됩으로써 천수성표변으후 천환되고 T3

항원의 물리적홉착 및 화학척결합을 악기혜문이라고 생각된다. 글라신이냐

E. - 아미노카프로산을 처리한 표면에는 카르복시기가 도업된다고 할 수있

는데 이 경우 NSB 가 오히려 증가하는 원인은 확실치 않다. 려쿠나

알데허드기는 이마 다 봉쇄되었는더 J ( hyd razone 반응시험으로 확인 ) 여기

에 다시 수소화붕소냐트륨이냐 에탄옹아만을 처리하면 NSB 가 다시 강소

되는 것은 매우 흥미로운 결과라 할 수 있다. 결국 수소화붕소냐트륨

이냐 에탄올아만은 우수한 NSB 감소용 시약업이 확인되었다.

Table 4에서 보는 바와 같이 GA-NRS-Na많‘ GA-Ab-Na田4 순위로

처리하여 만든 시험판의 NSB는 현저히 감소되어 2.9 %밖에 안 되었으

며 알짜 Bo/T(%) 값은 40.2 로서 RIA 용으로 충분한 값이다. 마찬가

지로 GA-NRS-EA GA-Ab-EA 순위로 처려하여 만는 시험판의 NSB도

8.7 %로 감소되었으며 알짝 BolT (%)값은 39.1 이었다.

3) 定溫維持時間 및 溫度에 따르는 Bo IT (%) 값의 變化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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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소화붕소냐트륨으로 쳐리하여 만든 T3 항체고정시험판을 사용하여

정온유지시간 몇 온도에 따르는 BolT (%)값의 변화를 초사하고 그 결

과를 Table 5 및 Flg ‘ 2 에 나타내었다. Bo/T(%) 값이 50 에 근캡

하는 조건은 4C에서 24 시간. 20C에서 10 시간. 37C에서 4 시간등으

로 정온유지시간을 크게 단축시킬 수 있었다.

4) T3 RIA 標揮批與魔答曲線

수소화붕소냐트륨이냐 에탄올아만으로 처리한 T3 항체고정 시험판을

사용하여 37C에서 2 시간 정온유지한 경우의 BIT (%)값은 Table 6

파 Table 7 에 작각 표시하였다. Table 6 에서 보는 바와 같이 수소

화붕소냐트륨으로 처리한 시험관은 T3표준투여량 8 ng I trtt까지의 쿠간에

서 標準授與성配가 10.6 %였으여 에탄올아민으로 쳐려한 경우에는 '!able

7 에서 보는 바와 같이 13.1 %였다. 따라서 T3 標準授與낌配가 큰 표

준투여응답곡션을 얻지 못하여 결과척으로 이 시험관은 RIA용으로 부

적격이었다.

다. 方法 C 에 의한 T3 抗體의 固定

1) NSB감소를 위한 수소화붕소냐트륭 및 에탄올아민의 처리:

방법A에서 不活性蛋白質인 BGG를 도입함으로써 정온유지시간의단축과 T3

항체의 연역반응성이 증가되는 현상을 판찰하였다. 이러한 관점에서 방

법 B와 같이 글루타료알뎌l히드를 과격히 쳐려한 시험판에 BGG를 도업

하고 방법 B와 같은 순위보 T3 항체를 고정시컨 다음 수소화붕소나트륨

야냐 에탄올아만으후 처리하면 NSB가 감소할 것으후 예측되었다.

Table 8 에서 보는 바와 같이 BGG만을 도업하여도 NSB는 2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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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 증가하였 다‘ GA-BGG-GA-NRS. GA-BGG-GA-Ab 순위로

쳐려하여 만든 시험판의 BolT (%)값은 32.9. 44.7로 각각 증가하였으

냐 알짜는 1 1. 8 에 불파하였다. 그러냐 수소화붕소냐트륨을처리동변 NSB

는 ’ 3%로 졸고 알짜는 47.3 %로 크게 증가하였다. 같은 방법으로 에

탄올아만을 처리한 경우에는 NSB 23.3 %. 딸}는 33.6 %였다. 따라서

방법 B에서외운 달리 본 방법에서는 NSB흘 효파척으로 감소시커지 뭇하

였다.

2) 不活性蛋白質에 의한 BolT (%)값의 變化

BSA. HSA. gelatIn 돔을 BGG 대신 도업하고 37'(;에서 2 시간

정온유지한 다음 Bo/T(%) 값을 BGG와 경우와 비교하였마.

Table 9 에서 보는 바와 같이 BGG 47.8. BSA 42.4. HSA 42.2

gelatIn 10.5로 각각 냐타났다. 따라서 BSA냐 HSA는 BGG와 비

숫한 효과를 냐타내는 것으로 생각되냐 양latIn은 lJ l 효파척이었다.

3) T 3抗血淸 및 正常家鬼血淸의 홉홈釋比率에 의 한 Bo/tr%) 값의 흉흉化

Table 10은 T3 항혈청 및 정상가토혈청용액을 50 : 1 '" 10.000: 1로

희석하여 고정한 시험판을 사용하여 37'(;에서 2 시간 정온유지한 다~음

BolT (%) 값을 바교한 것 이 다. 50: 1 '" 100 : 1에서는 BolT (%)값이 50

에 근접하였으나 희석lJ l 율이 클 수록 즉， 이플의 농도가 붉을수록 Bol

T(%)자 감소되었다. 야것은 농도가 붉어짐에 딱라 고정되는 T3 항체

의 양이 적어지71 혜문에 생기는 현상이라고 생각된다. 희석바율이 높

으면서도 Bo/T(%)값이 50 에 근접하연 그만큼 항체의 연역반응성0)

높아져서 항처l 절약상 매우 유려하다. 따라서 항체의 역가가 높을수록

희석바율을 높여 사용할 수 있기 빼문에 高力價의 항체를 생산하는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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야 중요한 과제이다. 본 살험에서 사용된 T3 抗體價는 20.000 : 1 야었마

4) 定溫維持時間 및 溫度에 依한 Bo IT (%) 의 變化

Table 11 및 Flg 3에서 보는 바와 같야 Bo IT (%) 가 50 에

援近하는 條件은 4"(;에서 10 시간 20"(;에서 4 시간 37"(;에서 2 시간等으

로 더욱 短縮Al 컬 수 있었다.

J .L.Brown 等 21 )은 폴리에탤렌‘아크렬嚴 共重合體로 만든 試驗管을 固

定化 基質로 삼아 여기에 T3 抗體를 固定하여 37"(;에서 1 시간 定溫維

持함으로써 RIA가 可能하다고 하였으나 8 ng ltd까지의 標準 T3 援與

성配에 關한 詳細한 報告가 없을 뿐만 아니라 폴리에틸렌-아크렬嚴 共

重合體는 製造가 容易하지 않용 高價의 特蘇材質야에서 훌훌遍化하기에는 非

經濟的이라는 短點이 있다. 한펀 Abbott 社의 麗用 固相 T3 RIA킷트

에 는 플라스탁 bead 에 다 抗體를 固定하고 室溫下에 1時間 定溫維持토

록 되어있어 37) 定溫維持時間。l 짧다는 長點。l 있으냐 bead 取提이 困難

하여 경우에 짜라서는 操作中 混亂을 超來하기 쉬운 短點을 免치 뭇한

다. 그러냐 定溫維持混合被內에서 짧被中의 125 I 標識抗康파 固定抗體間

接觸이 용여토록 援觸거리릎 短縮시킨 點은 價|直있는 考案이라고 본다.

本 짧究를 通하여 確立펀 固定化方法으로 製造한 抗體固定試驗管을 使用

할 경우에도 抗體가 固定되지 않운 bead 를 加하여 定溫維持하연 時間

短縮아 可能하겠요냐 授與쳐配는 크게 흉흉하지 않을 것으로 생각된다.

定溫維持時間 短縮을 寫해서는 spacer 導入에 依한 固定抗體의 免훌反廳

性維持에 依해 援與쳐配를 確保하는 方法파는 別逢로 幾何學的 考案야 必

要한 것운 確實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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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T3 RIA 醫華授與廳答曲線

수소화붕소나투륨。l 나 에 탄올아민을 處理하여 얀든 T3 抗體固定 試驗

管을 便用하여 37 'c에서 2 시간 定溫維持한 BIT (%)릎 Table 12 와

Table 13 에 냐타내었다.

Table 12 에서 보는 바와 같이 에탄올아만으로 處理한 試驗管운 T3

標혹~t앞與量 8 ng I me까지의 區間에서 授與쳐配가 15 .4%이었으냐 수소화

붕소나트륨￡로 처리한 경우에는 22.2 %이어서 본 方法에서는 수소화붕

소냐트륨이 에단올아만보다 NSB 감소효과가 컸다. 그와 같은 사설은

Fig 4 와 Fig 5 에서 보는 바와 같여 표준투여응답곡션을 도시하여 벼

교하면 뎌욱 명백하다.

한현 Table 14 에서 보는 바와 같이 被相 ( liquid-phase) 에서 그

抗體價가 40 ,000 : 1인 T3 항혈청을 500 : 1로 희석 하여 고정 한 경우

에는 T3표준투여량 8 ng / mJ까지의 쿠간에서 標聲짧與f깅配가 31% 인데

비해 액상에서 그 抗體價가 20 ,000 : 1인 항혈청을 100 : 1로 희석하여

고정한 경우에는 같은 구간에서 22.2%였다. 짜라서 抗體價가 높은 항

체를 쓸 수록 고정후의 연역반응성도 증가되어 표준투여쿠배가 증가함

을 알 수 있었다. Table 13 과 Table 14 를 근거로 T3표준투여융밥

곡션을 함께 도시해 보연 ( Fig 6 ) 그 차가 확실히 냐타냐는 것을 알

수 있으며 抗體價가 높을수록 이상적인 응답곡선에 근접함을 확인할 수

었었다.

6) T 3抗體의 固定化에 關聯훤 化學反魔

본 방법에 의하여 확립된 항체고정화과정을 Scheme 1 에. 작 단계

에서 일어냐는 화학반응파 생성물을 Scheme 2 에 각각 표시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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첫단계에서 , 플라스택시험판 내벽을 알카리성 글루타효얄례히드

용액으로 쳐리하연 풍루타르알더l 히드는 알돌縮合反應( aldol- conden-

satIon )이 일어냐 32) 고분자 (I) 가 되연셔 시험판내벽에 앓은 충으로 펙

복된다. 얼반적으로 플루타르알떠l히드를 중합시킬 혜에는 4 "C에서 장시

간 또는 실온에서 수 시간 쳐려하는 등 완만한 촉건으로 진행 픽복시컨

다. 그러냐 본 방법에서는 45"C에서 파격히 처리함으로써 ~1교적 두볍

게 펴복하여 펴복된 중합체와 알데하드기를 많이 도업하였다. 따라서

0.5 mt청도만 처리하여도 충붐하였다.

둘째단계에서 • 단백질。l 중합체 ( I )에 결합되는 반응은 일반적으로 중합

체의 얄떼허드기와 단백질의 아며노기가 반응해서 Schiff 염기를 형성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으나 오늘날에는 Michael 型附加勳 (II)이 형성된다는

설이 더 유력하다. 32)

셋째단계에서， 附加빼(II)파 글루타르알데하표의 반응은 주로 Schiff 염

기생성반응 즉， 이만결합( Imine bond)으로 이루어진다고 할 수 있으나

이 혜 끌루타르알데히드의 -한 알데히드기가 BGG의 ←←아마노기와→ 먼저 ‘ 결

합하고 다흔 하냐는 그대로 남아 있어야 한다 (ill) . 그러나 BGG 의 다

릎 아미노기와 다시 架橋反廳을 할‘ 수도 있다.

넷째단계에서， 수소화붕소나트륨운 얄데히드 및 케돈을 환원시켜 야에 해

당하는 알코올을 만든다. 이만결합으로 이루어친 항체냐 단백질 등은 。 l

민결합 자체가 불얀정하여 可遊反應이 얼어날 가능성이 있 71 혜문에 수소

화붕소나트륨으로 。l 만을 환원시켜 아민유도체로 천환시킴으로써 안정화플

기할 수 있다 33)-36) 따라서 본 방법에서 사용된 수소화붕소냐트흉은 며반

응 알더l 히드기를 환원시켜 알코올류로 천환시킴과 동시에 이먼기도 환원시

켜 아민유도체 (v)률 만듬으로써 항체를 안정하게 결합시컸다고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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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 其他 事펼 (放射性標識化合勳의

日常 製造供給)

1. 웰造 供給 훌훌를

흉뚱 開發한 數種의 放射性 標識化合勳 및 킷트類를 國內 需훨에 따라

製造 供給하였마.，( Table.15) 여러 品目들 中에서 1981 年度에 開發

한 MDP 몇 phytate 의 99DIJ T c RP席樓講킷트 (Photo 1) 의 製造

供給量이 願著히 增加하였다. MDP- 99m T c. Phytate- 99m T c는 各各

骨格훌愚 및 JfF藏훌盧 흩《斷用 靜11nfit:射簡I언 바 이들의 휩톰要增加는 先進

外國의 需훌돼변을 닮아가기 혜문이라고 생각된다. Table 15 에서 보는

바와 같이 一般的￡로 131 I 標講化合勳보마는 99m T c化合빼에 훨한 需

要가 확연히 增加되고 있다. F’ i용 7 에서 보는 바와 같이 99m T c 樓

讓킷트 中에서 MDP 및 phytate 의 罷要가 다릎 것들에 比해 壓倒的

으로 많오며 特히 phytate 는 後半期부터 供給。 l 本格化되었다.

·phytat-e'- 99'1fI T c標講킷트 製造供給운 比數的 順調로웠으냐 MDP 킷트

의 境遇에는 상당한 애로가 수반되었는뎌l 그 。 l 유는 가끔 야기되는

poor ima.ging의 鳳因을 究明하기가 어혀웠기 때문이었다. 그러냐 그

와 같윤 難題를 MDP 化學的 量의 增加( 바이딸 當 7 .5 mg로부터 약

13 mg로 調整) 및 ascorbic acid代身 gentisic acid로의 安定顆j

代뺨等으로 解決하였다. 이와 같이 改良한 경우 陳績乾操後의 內‘容勳

부픽 가 상당량 능어 나서 미 량의 SnClz를 보호 • 포용하는례 도움이 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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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 따라서 99mTc 標讓收得率도 向上되어 結果的으후 poor i뼈.ging

이 머 以上 얼어나지 않도록 하였음은 큰 成果라고 생각된다.

한현 T 3 빛 T 4 RIA試製品은 普及 代行業體를 通하여 80 餘 킷

E블 製造 供給함으혹써 有價 供給 基盤 構藥에 努力하였 다.

2. 훌 훌

우리 냐라 核醫學界에서는 1984 年度의 東南亞地城 國際 심포지엄 開

{崔플 앞두고 짧究活動이 活樓해 지고 있을 뿐만 아니라 大部分의 採合

病歸에서 r 차메라률 確保하였기 해문에 MDP 및 phytate의 99 mTc

標講킷트 需要가 뎌욱 增加훨 展뿔이다. 따라서 이들 諸般 킷트類의

品質管理를 澈底히 함은 까論 適時供給體制를 어욱 철 갖추어야 할 것

으로 생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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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cheme 1. Established Procedure for Antibody Immobilization

2.5 %G.A. in 웰ffer A

Step 1 45· , 1 hr.
i

0.1 %BGG in Buffer B

Step 2 r. t. , 1 hr.
•

(l.~ %G.A. in Buffer C l
1r. t •• 1 hr

llal~~ v~~ 믿싫b in Buffer B I
1r. t •• 1 뇨

tO.O~ %NaBH4 in Buffer DI
1r. t •• 1 뇨

T~-Ab I빼obilized P.S. Tubes
(Products)

Step ~

Step 4

Step 5

G.A.; Glutaraldehyde, BOO; Bovine gamma globulin,
Ab‘ Antibody, T3; ~， 5 ， 3 ’ -Triiodo-L-tbyronine ，

P.8.; Polystyrene , r. t.; Room temperature , lNffer A;
0.5 MCarbonate , pH 9.5, Buffer B; 0.078 M Barbital,
pH 8.6, Buffer C; 0.05 M Phosphate , pH 7.4, Buffer D;
0.15 MCarbonate, PH 9.5

%

ω



앓홉ne 2. Some Ty뻐col R!없ct뻐lS Involved in the lnmobilization of짜ltibody

Step I

2 OHC/"、/\CHO 마t9.5__
45。

cA.A/'VκC뻐

(OHμ\p、짜생ν\〈해Q

Step 2
다to 양-to

‘.‘,
I
f

--,
‘,

-,
l‘‘

HZN-BGG-NH2 ...

‘--’
’’

”””
---‘

/\/\
OHC CHO‘

PH 7.4, r.t.

빡{

BG흘N밴 (It)

〈α'lIy 빼앙I훌l ’ypeac뼈Jet is 양lown)

따iO CHO
Step :3

BGG-N、~O

Step 4
하iO CH。

때
’’
l‘ Ab-NHZ ‘

Step 5

(IV)
Not홉케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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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1. Average BIT (%) in T3 RIA Incubation at 37· for 4 hrs

’‘Using Antibody-Coated Tubes

Standard T3 Dose
를*

BIT (%)(ng/m1)

40.6o

35.8l

31.02

25.04

를 Tubes were prepared via Method A.
를* Ratio of‘ the bound radioactivity to the total.

Average of 3 runs

Table 2. Average BIT (%) in T3 RIA Incubation
at Room Temperature for 22 hrs Using

_A:ntibodi-Coa.ted Tubes*:

Standard T3 Dose BIT (%)를를
(ng/ml)

o 56.0
i 48.6
2 40.3

4 33.6

’‘ ’‘’‘ Refer to the correspondin용 footnotes in
’ Table 1

「DnJ



Table 3. Variation of Non-Specific Bindings(NSB)
with Treatments of Vario'빼 Reagents on
the Glutaraldehyde-Coated Tubesw

톨’‘Reagents BIT (%),

NaBH
4

EA

Gly

Gly - NaBH4
Gly - EA

E. -ACA

c.-ACA - 삐aBH4
E-ACA - FaA

0.6

12 .. 3

3.. 0

5.. 4
25 .. 9
3.4
8.2

32 .. 1
3.. 6

8 .. 5

‘
야

하행짜
를‘

。

배

w”
”u

훌 Tubes were treated with 2.. 5 %glutaraldehyde in
carbonate buffer (0.5 M, pH 9.5) at 45· for 1 hr ..

혐 0.1 %Solution of each reagent in barbital b따‘fer

(0.078 M, pH 8.6) was treated in glutaraldehyde-
coated tubes at room temperature for 1 hr. In .case
。r Na짧'A' however, 0.03 %solution in carbonate
buffer(~ .. 15 M, PH 9.5} was treated under the same
conditions.
GA; Glutaraldehyde, EA; Ethanola파ine ， ~ly; Glycine
t -ACA; E:-，‘뼈inocaproic acid

i Incubation; at 37· for 2 brs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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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4. v훌:datioll of 훌。IT (~) with the 멸eat뼈nt of Sodil1빼oro~d.r1de
。r of Eth빼。l빼ine

를 GAl Glutaraldehl'de , BRS; Normal rabbit se힌빼， Ab; Antiboc17
를를 Incubation; at ~7· ’ 2 hrs, USB; Non-specific bind!행8 ，

lIet • Gross - NSB

Table 5. Variation of BolT (%) with Incubation Time ι
and Temperature Using Antibody-Coated Tubes- (I)

願
싸W
‘“…
l

2

4

6

o
o
4

-
-
-
。
‘

”‘

Incubation Temperature (. C)
4 ‘ • 20 37

10.2

14.1
19.0
25.2
~2.4

~9.0

40.5

11.5
14.4
24.2

'5.7
42.5
51.5
61.2
62.5

23.0
29.3
42.6
58.4
65.4

를 The tubes were prepared via Method :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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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6. Average BIT (%) in T~ RIA Incubation 향 ~1·

for 2 hrs Using Antibody-Coated T빼es" (1)

Standard T~ Dose
( ng/ml )

o
0.5
l

2

4
a

BIT (%)

45.2
4~.9

42.9
40.7
~6.0

34.6

툴. The tubes were prepared via Method B

Table 1. Average BIT (,,) in T~ RIA Incubation !-t ~1'
for 2 bra Using Antibody-Coated TubesW(II)

Standard T~ Dose
( ng/ml )

o
0.5
l

2

4
8

BIT 뼈)

48.~

46.0
45.4
41.1

38.0
55.2

를 The tubes were prepared via Method B 없ld treated
with eth월lolam1ne instead of sod1umborohydrid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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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8. Variation of BolT (%) with Treatment of S~diumborohydride
and of Ethanolamine

*‘BolT (%)
Sequence of treatments Gross NSB Net

GA 12.3 12.3 q

GA - BGG 22.8 22.8 3

GA - EGG - GA - NRS 32.9 32.9 0

GA - BGG - GA - Ab 44.7 32.9 11. 8

GA - BGG - GA - NRS - NaBH
4 3.0 3.0 o

GA - BGG - GA - Ab - NaBH4 50.3 3.0 41.3

GA - BGG - GA - NRS - EA 23.3 23.3 o
GA - BGG - GA - Ab - EA 56.9 23.3 33.6

쓸 Incubation at 31' for 2 hrs.

Table 9. Variation of BJ/T (싸) 써ith Treatment of
Inert Proteins

Inert proteins

Bovine gamma globulin

Bovine serum albumin

Human serum albumin

Gelatin

를 Incubation at 31' for 2 hrs.

-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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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7.8

42.4

42.2

10.5



Table 10. Variation of BolT (%) with Dilution Ratios of
Anti-T3 aabbit Serum- or N~rmal Rabbit Serum
Solution""

BolT (%)
Dilution ratioS Gross NSB Net

50 : 1 54.4 3.1 51. 3

100 ‘ l ~o.3 3.0 47.3

500 : 1 21.4 3.0 24.4

1,000 ‘ l 16.. 5 3.0 13.5

10,000 ‘ l 10.3 3.0 7.3

를 Incubation at 31· for 2 hrs.
Also refer to the corresp~nding footn~tes in Table 3
and 4.

Table 11.. Variation of Bo/T·(%) with Incubation Time ι -

and Temperature Using An화b~dy-C:>ated Tubes'\II)

Time
Incubation temperature (·C)

(hrs) 4 20 37

0.5 22.8 35.6

l 18.4 21.8 45.0

2 24.2 37.5 53.. 7

4 30.5 52.6 6').4

6 38.0 60.4 64 .. 1

10 48.2 69.0

20 64.0 75.2

24 68.0 16.0

를 The tubes 싸ere prepared via Method 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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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12. Average BIT (%) in T3 RIA Incubation at 31·
for 2 bra Using Antib~dy-CoatedTubes를 (III)

Standard T3 dose (ng/ml)

o
0.5
l

2

4
8

BIT (%)

56.9
55.1
53.1

50.0
46.2

41.5

를 The tubes were prepared via Method C and treated
with ethanolamine instead of sod.iwnborohydride

Table 1;. Average BIT (%) in T3 RIA Incubation 한 37·
for 2-hrs'Usi~g AntibJdy-C~atedTubes- (IV)

Standard T3 dose (ngl따)

o
0.5
l

2

4

a

BIT (%)

54.0
50 ‘ l
47.8
44.7
39.4
31.8

’‘ The tubes were prepared via Method 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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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14. Average BIT (%) in T3 RIA IncubatiJn ~t 37 ‘

i‘。r 2 bra Using Antibody-Coated ’'l'ubes’ (V)

Standard T3 dose (ng/ml)

o
0.5

l

2

4
8

BIT (%)

57.4
52.8

49.2
44.1

34.7
26.4

4* Antibody of titer upto 4 x lO~ : 1 in liquid phase
was used for the immobilization with dilution of
500 : 1 via Method 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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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1).. Houtine Preparation and Di읍patch of Radioactive
Labelled Compounds Including Kits in 1982

Compounds or Kits mei Ki t

Hippur앓1-l3l 220

RIHSA_13l1 9

Rose Bengal_13ll 7

MDP_99따~o Labeling Kit 591

Phytate-99따""'To Labeling Ki t 420

DTPA_991Drr‘'Tc Labeling Ki t 86

HSA_99IJ\r‘~c Labe1in용 Ki t 12

pyp_99D짜'To Labeling Kit 12

TOTAL: 236 mei
+ 1 ,121 Ki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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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Phot。 Various 99맨c Labeling Vial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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