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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상의 Signal, 찍는 것이 아니라 만드는 것이다
Western Blot 이란?

Western Blot Detection Reagent란?

■ Western Blot (Immunoblot) 이란 주어진 시료
(조직, 배양세포 등)에서 특이적 단백질을 분석해
내는 기술

 Immunoblot에 사용된 특수하게 표지된 항체를 가시적으로 나타내는데 사

용되는 특수 reagent, 주로 특정 효소의 기질이 사용
●

■ Gel 전기영동을 통해 polypeptide의 크기 별로
혹은 단백질의 3차 구조 별로 분리해 내고, 이 단
백질을 nitrocellulose (NC) 혹은 PVDF등과 같
은 membrane에 transfer하게 됨

●

●

■ Transfer된 단백질을 특이적인 항체로 detection
하게 되는데 이를 효소/기질 반응 등을 이용하여
색깔이나 형광을 띠게 해 검출

●

■ 특정 조직이나 발생단계의 sample에서 단백질 발
현 양을 비교하는 실험에서 매우 유용한 실험 기법

 기 민감한 실험을 위해 항체에 방사선 동위원소(radioactive isotope)를 부착시
초
켜 이를 detection하는 방법을 사용, 이는 다루기가 어렵고 위험성이 커서 사용하는
데 불편함.
이를 대체하기 위해 Horseradish Peroxidase(HRP)로 표지된 항체나 alkaline
phosphatase(AP)로 표지된 항체가 개발됨.
AP로 표지된 항체를 사용할 경우, transfer된 membrane에서 바로 결과를 확인할
수 있다는 것이 장점, 기존 방사선동위원소의 사용에 비해 그 signal이 약하여 고감
도의 결과를 확인하는 데는 적합하지 않다는 것이 단점.
반면에 HRP로 표지된 항체를 사용할 경우, membrane에 기질을 처리한 후, film에
감광시켜서 현상/고정 과정을 거쳐야 하는 불편함은 있지만, 그 감도가 10~100배
까지 더 뛰어나고 방사선 동위원소보다 안전하다는 것이 장점. 현재 Western blot
실험에서 보다 널리 사용됨.

 H
 RP는 약 44kDa의 glycoprotein으로, 항체 등에 부착되어 그 항체의 표
■ 항원-항체 반응을 이용한 실험 기법이기 때문에
Immunoblot이라고도 명칭이 사용됨

Western Blot(Immunoblot)
모식도

Western Blot Protocol
1. SDS-PAGE를 통해 혼합된 시료 속의 단백질을 크기별로 분리
2.	전기영동이 끝난 gel을 transfer buffer에 놓고 NC 또는 PVDF membrane으로
단백질을 transfer
3.	Transfer가 완료된 membrane은 TBS-T (pH8.0) buffer로 10분 간 3 번씩
wash
4.	Membrane을 Ponceau S solution에 1-2분 동안 반응시킨 후, 꺼내어 transfer
과정이 정상적으로 이뤄졌는지 붉은 색 band를 확인
5. Membrane을 D.W.로 Wash
6.	Membrane을 blocking solution (5% skim milk 또는 5% BSA)에 잠기게 한
다음 1~2시간 동안 shaker에서 반응
7.	Primary antibody를 blocking solution에 원하는 농도로 희석시킨 다음 blocking이 완료된 membrane에 상온에서 2시간 동안 반응
(4℃에서는 overnight가능)
8. TBS-T (pH8.0) buffer로 membrane을 10분 간 3 번씩 Wash
9.	Primary항체와 특이적으로 반응하는 secondary antibody를 blocking solution
에 적당한 농도로 희석시킨 다음 membrane과 상온에서 1~2시간 동안 반응
10. TBS-T (pH8.0) buffer로 membrane을 10분 간 3 번씩 Wash
11.	반응이 끝난 membrane을 WESTSAVE Up™ (영인프런티어㈜, Cat.#LFQC0101)과 같은 Western blot substrate와 반응 시켜 X-ray film 등에 감광
시약 및 buffer
TBS-T (pH8.0)

10mM Tris + 0.15M NaCl + 0.1% Tween20

Blocking solution

5% Skim milk or 5% BSA in TBS-T (pH8.0)

적 단백질의 위치를 검출해 내는데 사용되는 대표적인 효소로 ELISA나
Immunohistochemistry(IHC) 등의 실험에도 사용됨.
●

 RP효소는 다양한 기질들을 사용할 수 있어서 그 이용가치 또한 높아졌는데, 그 용
H
도에 따라 색깔 (chromogenic)을 내게 하거나(예, TMB, DAB, ABTS 등) 화학
발광(chemiluminescence)을 내게 하는 기질의 제품들(예, WESTSAVE, ECL,
SuperSignal 등)이 있음.

 일
 반적으로 널리 알려진 ‘luminol’기반의 제품의 경우, peroxidase의 기질

인 luminol이 산화되는 과정에서 나오는 푸른색 빛(428nm)을 film에 감광
시키거나 imager로 확인하여 단백질을 검출하는 원리임.
Chemiluminescence? 화학반응이 일어나는 동안 전자기복사가 방출되는 현상. 이러한 복
사는 자외선·가시광선·적외선의 어떤 것이든 보통 산화반응에 의해서 생김. 복사는 산화 에너지
가 분자(그 자체는 산화하지 않음)로 전달되는 것에 기인한다고 볼 수 있음. 이 분자는 적당한 파장
을 지닌 빛을 방출해 들뜸 에너지를 잃음. 흔히 볼 수 있는 반딧불이나 세균 같은 생물체의 발광은 루
시페라아제라는 효소의 존재하에서 루시페린이 산화하기 때문에 일어남. 이렇게 생물체 내에서 일어
나는 화학발광은 생물발광(bioluminescence)이라고 함. 화학적 발광에서 빛의 방출효과를 증가 시
키기 위해 luminol에 변형된 phenol을 첨가하여 민감도와 편의성이 더 우수한 제품들을 출시함.

WESTSAVE 의 원리
기질인 Luminol이 peroxide와
HRP에 의해 산화되는 과정에서
에너지상태가 불안정한 중간물질
이 되고, 이것이 안정한 산화물로
되면서 빛을 방출하게 됨. 여기에
enhancer가 첨가되게 되면 빛의
방출이 1000배 정도 증가하게
되어 매우 뛰어나 민감도를 나타
낼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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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estern Blot Reagent 사용

실험에 적합한 reagent 선택 요령

1. 일반적인 Western blot reagent 구성
: 기질이 들어 있는 용액 A + peroxide 성분이 들어 있는 용액 B

2. 제품에 따른 용량 비교
1) 두 용액이 동일한 양(1:1)으로 구성된 것
: 사용하고자 하는 working volume의 반씩 용액을 덜어내어 이를 잘 섞어준 후,
효소가 부착되어있는 membrane을 적당한 시간 동안 반응시킴
2) 서로 다른 양으로 구성된 것(1:40~1:500 등)
: Manual에서 추천하는 비율로 두 용액을 섞어서 사용
 용액 B (peroxide용액)이 작은 부피로 구성, 농도를 다양하게 하여 사용자가
그 용도에 맞게 양을 조절할 수 있게 함
 감도를 민감하게 조절하고자 하는 연구자에게 적합한 구성
※ 주로 고감도 제품(pico, femto level)의 경우 서로 다른 비율로 사용하는 제품이 많
고 상대적으로 가격이 비쌈

앞서 언급했듯이, 제품 종류에 따라 민감도가 다른 제품들이 다양하게 출시되어 있다.
이들은 성분의 종류를 다양하게 하거나 안정제의 사용, 성분 비율의 변화 등을 통해 민
감도나 안정성 등이 서로 다르게 제작되었다. 따라서 연구자가 실험 목적에 맞는 적절한
reagent를 선별하여 사용하는 것도 깨끗하고 훌륭한 결과를 낳는데 도움이 될 것이다.

1. 상대적으로 낮은 민감도를 내는 제품
: house gene의 발현이나 시료에 과량으로 함유되어 있는 표적 물질을 측정하는
데 적합.
 HRP를 이용한 Western blot 실험은 매우 민감한 결과를 얻기 때문에 자칫 지
저분한 band나 원하지 않는 non-specific band를 얻을 수 있다. 이러한 경
우 상대적으로 민감도가 낮은 제품을 사용하게 된다면 원하는 표적 물질만 깨끗
하게 나온 결과를 얻을 수 있는 가능성이 커지는 것이다. 물론 실험에 사용되는
sample의 양과 항체의 양을 조절하여 감도를 조절할 수도 있다.

2. 높은 민감도를 가지는 제품
: 반면에 미량의 표적 단백질을 검출해 내기 위해서는 상대적으로 민감도가 더 우수
한 제품을 사용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다만 이러한 제품들은 일반 제품에 비해 가격
이 다소 비싸고 용량도 작게 출시되는 경향이 있다. 민감도가 우수한 제품들은 signal이 강하게 나오는 대신 그 signal이 지속되는 시간이 더 짧아 질 수 있다는 단점
도 있다. 따라서 꾸준한 signal을 오랫동안 지속적으로 관찰하고 싶을 때는 상대적
으로 감도가 낮은 제품을 사용하는 것이 유리하다.
그리고 표적 단백질의 감도가 올라감에 따라 주의 다른 non-specific의 감도가 함
께 올라가는 현상도 생길 수 있어 실험시 매우 조심성을 요구하게 된다. 고가의 제
품을 사용하고서도 지저분한 결과만 얻을 가능성이 있기 때문입니다.
일반 제품
1

사용상 주의점

1

2

Lane 1 : HeLa cell lysate 20ug
Lane 2 : 293T cell lysate 20ug

1. 빛에 주의하라!
: Luminol 성분이 들어 있는 용액 A는 빛에 민감한 물질로 보통 차광용기에 담겨져
있기 때문에, 직사광선과 같은 강한 빛에 오래 노출될 경우 그 성능이 저하될 가능성
이 있다. 실험시 가급적 빛의 노출을 줄이고 사용 즉시 냉장 보관하는 습관이 제품을
오래 안정하게 사용할 수 있는 방법이라 하겠다.

2. Fresh하게 사용하라!
: 제품에 따라 용액 A와 B를 섞어준 후 하루 이상 보관할 수 있는 제품들도 있는데,
이는 연구자가 전날 사용했던 제품을 그대로 다음날 재사용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
어 비용절감 효과가 크다고 할 수 있다. 하지만 보통 이틀에서 삼일 정도 지나게 되
면 signal이 감소하게 되므로 장기간 보관하는 것은 좋지 않은 습관이다. 일반적인
제작사에서도 보관기간을 24시간 정도로 권장하고 있으므로 가급적 실험시 바로 섞
어서 사용하는 것이 가장 좋다.

3. 냉장보관을 원칙으로!
: Western blot reagent들은 peroxide 등이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온도에 민감하여,
장기간 상온에서 보관하는 것은 금물이다. 다만 최근 개량된 제품들의 경우 상온 보
관도 가능한 제품이 나오고 있다.
4℃보관

상온 보관

4℃보관

상온 보관

4℃ 보관용 제품

상온 보관 용 제품

일반 제품
2

Primary antibody
: LF-PA0018 anti-GAPDH
Secondary antibody : LF-SA5002 Goat Anti-rabbit IgG (HRP)
Exposure Time
: 10 second

3. 무조건 외산 제품이 좋다는 편견을 버려라!
: 일반적으로 실험실에서는 ECL과 같은 외국회사 제품이 가장 좋은 제품이라고 생각
하고 실제로 가장 많이 사용하고 있다. 하지만 최근 기술의 발달로 국내 회사에서도
품질이 우수하고 가격도 저렴한 제품들이 많이 출시 되고 있다.
국산은 품질이 안좋다는 편견을 버린다면 국산을 애용하는 애국자도 되면서 실험비
용을 줄여 예산을 넉넉히 사용하는 스마트한 실험자가 될 수도 있는 것이다.
물론 이러한 사실을 알면서도 reagent는 쉽게 바꾸기 싫어하는 연구자가 많은데,
그 이유 중의 하나가 한 번 구매하면 비교적 오랫동안 사용하여야 한다는 것이고,
중요 실험에서 reagent의 낮은 품질로 인해 결과가 좋지 않게 나올까봐 걱정하는
것이 또 다른 이유일 것이다.
 따라서 이러한 reagent를 바꾸기 전에 sample을 요청하여 자신의 실험에 맞는
제품인지 꼼꼼히 비교해 보고 구매하는 것이 중요하다.
※ 다행히 최근에 생산되는 국내 우수 제품들의 경우 대부분 시험 제품을 증정하고 있으
며, 제품의 validation data 등을 자세히 공개하고 있으므로 연구자들이 참고하는데 큰
도움이 될 것이다. 또한 국내사의 경우, 실험에 대한 Q&A등 연구지원도 하고 있어 경
험이 많지 않은 연구자들에게는 기술 습득의 기회가 될 수도 있다. 좋은 제품을 선택하
는 것은 선입견과 편견을 버리는 것에서부터 시작해야 할 것이다.

최상의 Signal, 찍는 것이 아니라 만드는 것이다

Troubleshooting
1. Gel이 전혀 굳지 않는다.

11. 전기영동시 bromophenol blue의 색이 노랗게 변한다.

APS가 만든지 오래된 경우 나타날 수 있는 전형적인 경우로 새로이 APS를 만들어 사
용한다.

양극에서 생성되는 H+ 이온이 과도하여 양극에 있는 running buffer의 pH가 내려간
경우로서 running buffer의 조성을 체크해 봐야한다.

2. Gel이 굳기는 하지만 강도가 적어 마치 점액질 액체같다.

12.단백질 밴드의 smiling현상이나 측면에 끌림 현상이 나타난다.

Acrylamide와 bisacrylamide의 농도와 비율이 적합하지 않은 경우에 나타날 수 있으
며 gel용액에 불순물이 많은 경우도 있을 수 있다. 또한 산성조건에서는 APS에 의한 자
유라디칼 생성이 방해를 받으므로 gel이 굳는 속도가 늦어질 수 있다. Gel을 굳히는 실
내 온도가 낮아 gel이 굳는 속도가 늦어질 수 있다.
Acrylamide의 deamination에 의한 경우도 있을 수 있으므로 stock solution은 빛이
차단된 밀폐용기에서 저온으로 잘 보관해야 하며 1년 이상된 용액은 예비실험이 꼭 필
요하다.

단백질 로딩양이 많거나 stacking gel부위가 짧은 경우, 전기영동시 온도가 과도하게 올
라간 경우에 일어날 수 있다. 끌림 현상은 핵산등 high charge, high molecular mass
를 갖는 물질들에 의해 일어날 수 있다. 잘 정제된 단백질을 사용하고 로딩하는 시료의
양을 줄이는 방법이 최선이다.

3. Gel의 표면이 갈라진다.
High % gel에서 흔히 발생하는 문제로 중합속도가 너무 빨라 생성되는 열이 많은 경우
이므로 차가운 용액을 사용하거나 APS와 TEMED의 첨가량을 조절하여 굳는 속도를
늦추면 된다. (polyacrylamide의 중합반응은 발열반응이다).

13. Western결과에서 signal이 나타나지 않는다.
1) 우선 transfer가 올바로 진행되었는지 기기와 실험 과정을 확인하고, gel과 membrane을 염색하여 단백질이 정상적으로 transfer 되었는지 확인한다.
2) Blot을 올바르지 않은 방법으로 보관시 단백질이 degradation될 가능성도 있다.
3) Western blot reagent가 오염되지 않았는지 확인한다.
4) Western blot reagent의 보관방법이 잘못 되었을 경우 signal이 사라질 수도 있다.

14. Signal이 예상보다 약하게 나온다.
4. Well형성이 잘 되지 않는다.
Comb은 polyacrylamide의 중합을 방해하는 Teflon재질로 만드는 것이 일반적으로
이는 comb와 유리판 사이의 gel이 중합되는 것을 최대한 막기 위한 것이다. 과다한
APS를 사용하는 경우에는 comb과 유리판사이에서도 얇은 막의 형태로 중합이 이루
어지므로 세심한 주의가 필요하다. APS의 양이 적은 경우에는 well 벽이 없어지는 경
우도 있다.

1) Transfer 효율이 떨어졌는지 확인한다.
2) Detection되기에 충분한 단백질이 loading되었는지 확인한다.
3) 사용된 항체의 양이 적어서 나타난 결과일 수 있으므로 항체의 양을 최적화하는 과
정이 필요하다.
4) Film exposure 시간을 늘려서 찍어본다.

15. Signal이 너무 진하거나 퍼져 보인다.
5. 유리판에서 gel이 잘 떨어지지 않는다.
유리판에 묻어있는 오염물때문인 경우가 많으므로 유리판을 잘 세척해 주어야 한다.

6. 단백질 시료의 로딩이 안되고 퍼져 버린다.

1) Gel에 단백질이 너무 많이 loading되었을 수 있다.
2) 전기영동이나 transfer 과정의 최적화 과정이 필요하다.
3) 사용된 항체들이 너무 많이 사용되었을 수 있으므로 적정량을 사용하도록 최적화해
야 한다.

Sample loading buffer에 침강제인 glycerol이나 sucrose가 빠진 경우이다.

16. Film에 white(negative) band 현상이 나타난다.
7. 단백질이 well에 걸린다.
대부분이 insoluble protein에 의한 것으로 protein streaking으로 나타난다.
1) Sample loading buffer, running buffer의 ionic strength가 낮거나 (buffer에서
단백질침전이 일어나는지 확인이 필요)
2) Insoluble protein이 포함되어 있거나 (원심분리로 제거)
3) 단백질 정제과정에서 buffer의 pH가 낮아졌거나
4) 과도한 양의 단백질을 로딩했거나
5) Buffer내에 SDS나 reducing agent의 양이 적을 경우에 발생할 수 있다.

1) 이러한 현상은 단백질의 양이 너무 과하거나 사용된 항체의 농도가 너무 진할 경우,
기질의 고갈 현상으로 인해 나타난다.
2) 단백질과 항체의 최적화를 통해 해결할 수 있다.

17. 여러 점들의 Background 현상이 나타난다.
1) 실험 도중 blot이 말랐을 경우 생길 수 있다.
2) Membrane 취급시 오염되었을 수도 있다.
3) Blotting 기술을 점검할 필요가 있다.

8. 단백질 밴드가 끌린 형태이다.

18. Background가 진하게 나온다.

Gel내에 먼지나 기포가 있는 경우 또는 7번에서처럼 단백질의 불용성이 원인이 되어 나
타날 수 있다.

1) 높은 농도의 항체를 사용할 경우 이러한 결과가 나올 수 있다.
2) 오염물질이 blot으로 transfer 되었거나 오염된 장비가 사용되었을 수도 있다.
3) 실험 과정에 사용된 각종 buffer등이 오염되었을 수가 있으므로 새로 제작하여 실
험한다.
4) Blocking agent가 너무 오래되었거나 과하게 희석되었을 가능성이 있다.
5) Blocking agent의 각종 성분(예, tween)이 충분하지 않았을 가능성이 있으므로 올
바른 용량으로 재 제작하여 사용한다.
6) Membrane이 충분이 blocking되지 않았을 수 있다.
7) 적절한 membrane을 올바른 용법대로 사용하였는지 확인한다.
8) 항체 반응 후 충분한 시간과 volume으로 wash되지 않았을 수 있다.
9) Signal에 film detection이 너무 과하게 노출되었을 수 있다.
10) Incubation 과정 중에 membrane이 말랐을 수 있다.

9. 명확한 단백질 밴드가 보이지 않고 전반적으로 smear되어 나온다.
시료가 단백질분해 효소에 오염되어 단백질들이 심하게 분해된 경우이다.

10. 전기영동이 전혀 되지 않거나 영동속도가 무척 느리다.
Laemmli 방법을 사용하는 경우에 있어 100V 정전압에서 이동속도는 평균적으로 1.5
hr로서 2시간이상 시간이 소요된다면
1) Running buffer의 이상유무
2) Acrylamide용액의 변성 유무를 확인해 봐야 한다.
Acrylamide는 높은 pH에서 가수분해되어 amine기가 해리되어 떨어진다. 이는 gel
용액의 pH를 바꿈으로써 buffering 기능을 방해하여 비정상적인 전기영동을 초래할
수 있다. 따라서 acrylamide stock용액의 pH는 중성을 유지해야 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