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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합은 관상용 화훼작물로서 그 꽃은 일반인의 많은 사랑을

받고 있다. 백합꽃은 다른 식물에 비하여 월등하게 많은 양의

꽃가루(화분)를 생산하는데 이 때문에 특히 흰색 백합꽃잎에 노

란색 꽃가루가 번질 때 꽃의 품질을 심하게 저하시킬 수 있다.

한편 백합식물은 당뇨에 효과가 있는 민간요법제로도 전해지고

있다. 일반적으로 대다수 식물에서는 화분을 생산하게 되며 이

는 종자결실을 위한 것으로서 웅성 유전체를 지니는 화분이 암

술에 도착하는 수분과정을 거치게 되면 화분관이 발달하여 신

장되는 화분은 배주에 이르러 난세포에 sperm cell이 전달되는

수정이 이루어진다.1,2) 신장되는 화분의 길이는 화분 종류에 따

라 다르지만 자연 상태에서 주두나 주두로 통하는 입구에서 암

술까지의 거리정도인데 옥수수의 경우 20 cm 정도에 이르기도

한다. 이는 화분립의 크기에 비할 때 수만 배에 이르는 것이다.

화분은 인위적으로 유전자 운반체로 이용할 수 있는데

Agrobacterium tumefaciens또는 particle bombardment 등에 의

한 rDNA의 형질전환 후 인공 수분시킬 때 새로운 식물체를 기

대할 수 있다.3-5) 형질전환 화분은 기내배양을 통한 도입유전자

의 발현 분석이 가능하며6-8) 적정 온도와 3-5 종의 성분(sucrose,

boric acid, calcium nitrate 등)을 제공하면 하루 또는 수일 내

에 그 배양이 가능하다.

Glutamate decarboxylase(GAD67)은 인슐린의존성 type I 당

뇨(Insulin-dependent diabetes mellitus: IDDM)와 관련성이 깊

은 것으로 알려져 있다. GAD67발현 감자를 non-obesity

diabetes(NOD) mouse에 경구 투여 시 이에 대한 항체형성으로

인한 자가면역 경감으로 인하여 비투여군의 70% 당뇨 발생에

비해 투여군에서는 20% 만이 발생하는 결과가 보고된 바 있

다.9) 본 연구에서는 다량 수집이 가능한 백합화분에 대하여

GAD67 유전자인 GAD1도입을 수행하고 그 발현을 분석함으

로써 화분배양체를 이용한 식용당뇨백신 연구의 기반을 마련하

였다.

먼저 ATCC로부터 human GAD1 DNA clone(MGC-26799)

을 입수하여 PCR cloning을 먼저 실시하였다. 즉, ORF 및

cloning site를 포함할 수 있도록 forward 및 reverse primer(각

각 5'-aggtcgacaccgagctgatggcgtcttcg-3' 및 5'-aggagctcgaaggatgatt

acagatcctggcc-3')를 준비하여 PCR(30 cycle: 94oC, 30 sec;

53oC, 30 sec; 72oC, 2 min)을 수행한 후 결과물인 1.8 kb DNA

를 pT7BlueR에 cloning (pT7-GAD1)하고 DNA sequencing을

통하여 확인하였다. 이어서 pBuescript SK의 XbaI 및 SacI 위

치에 subcloning을 실시하여 pSK-GAD1을 제작하였다. pSK-

GAD1을 지닌 E. coli XL-1Blue는 배양 및 IPTG 투여를 통해

단백질 유도발현을10) 실시하고 SDS-PAGE 및 immuno-blotting

을 실시함으로써 박테리아발현을 통한 GAD67의 분자량 및 면

역반응 여부를 확인하였다(Fig. 1A). 이를 통하여 inclus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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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1. Confirmation of GAD67 protein expression in pollen

culture. (A) GAD67 expression at 1, 3 and 5 hr after IPTG treatment
to recombinant E. coli. (B) pBI-GAD1 DNA construct is also shown.
C. Analysis of pollen soluble proteins in immune reaction to
monoclonal anti-GAD67 IgG: Ag, rGAD protein; C, non-transformed
pollen (24 hr cultivation); GUS, pBI121-transformed pollen (24 hr
cultivation); GAD, pBI-GAD1-transformed pollen (12 and 24 hr
cultiv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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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ody를 사용한 SDS-PAGE에서는 IPTG 1시간 처리 후부터

67,000 Da의 단백질이 유도 발현되는 것이 확인되었다. 이로써

pSK-GAD1의 단백질 coding 정보를 E. coli를 이용한 발현으로

확인할 수 있었다.

pSK-GAD1의 XbaI/SacI DNA fragment는 pBI121∆GUS에

삽입한 후 Fig. 1B와 같이 식물발현 vector인 pBI-GAD1을 제

작하였으며 이는 A. tumefaciens LBA 4404에 도입함으로써 화

분으로의 GAD1 형질전환을 준비하였다. 백합화분을 준비하기

위하여 개화가 이루어지고 있는 백합을 다량 입수하여 화분이

충분히 성숙하였을 때 이들을 수집하여 냉동고(−20oC)에 보관

하였다. 화분의 기내배양은 500 mg 화분을 50 ml의 pollen

growth medium(PGM; 1.6 mM H3BO3, 1.8 mM Ca(NO3)2,

7% sucrose, pH 5.7)이 들어있는 petri plate에서 27oC, 16-24

hr 및 암 조건에서 이루어졌다. 화분의 형질전환을 위하여 먼

저 백합화분을 aluminum oxide 입자(평균직경 40 nm)와 1:3

(v/v)으로 혼합하여 vortex를 이용한 교반(3 min)을 실시하여 물

리적 표면상해를 가하였다.11) 이들은 pBI-GAD1을 지니는 A.

tumefaciens 세포현탁액(OD600=1.0)으로 vacuum infiltration(20

min)을 실시한 후 PGM에 넣고 기내배양 하였다. 신장된 화분

은 여과, 세척을 통하여 모은 후 액체질소를 이용하여 곱게 갈

고 GAD1의 발현을 측정하였다. 화분에서의 GAD1 단백질 발

현분석을 위하여 10% SDS-PAGE를 이용하여 단백질을 분리한

후 Western blotting을 실시하였으며 그 결과는 Fig. 1C에 나타

나고 있다. Polyvinylidene difluoride(PVDF) membrane에 전이

된 화분단백질들 중에서 mAb-GAD1을 인식하는 단백질을 ECL

PlusTM Western Blotting Detection Reagents(GE Healthcare

Co.)를 이용하여 확인하였을 때 human GAD67과 유사한 위치

에 존재하는 protein band가 약하게 나타나고 있으며 control로

서의 GUS reporter DNA를 지니는 pBI121 형질전환화분에서

는 나타나지 않고 있다. 이로써 백합화분을 GAD1 유전자로 형

질전환하여 신장된 화분체에서 GAD67 단백질 발현이 이루어

짐을 보여주고 있다.

본 연구를 통한 백합화분체에서의 GAD67 발현은 장래 항당

뇨 식용백신의 개발에 대한 가능성을 제시하였다. 식용과 관련

하여 백합화분의 식용안정성은 이미 발표한 바 있다.12) 백합화

분을 이용한 재조합단백질의 발현 및 생산은 biomass 면에서

기타의 식물발현시스템과 비교할 때 불리한 것은 사실이지만

발현수준 증대에 의한 극복으로 그 가치를 기대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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