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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질전환 식물체에서의 복합 단일 항체 단백질 생산

안미현․오은이․송미라․Zhe Lu․김현순
2
․정혁

2
․고기성

1
*

원광대학교 자연과학대학 생명과학부, 1원광대학교 생명공학연구소, 2한국생명공학연구원 식물 유전 연구센터

Received January 14, 2009 /Accepted January 22, 20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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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5-806, Korea - Production of highly valuable immunotherapeutic proteins such as monoclonal anti-
bodies and vaccines using plant biotechnology and genetic engineering has been studied as a popular
research field. Plant expression system for mass production of such useful recombinant therapeutic
proteins has several advantages over other existing expression systems with economical and safety
issues. Immunotherapy of multiple monoclonal antibodies, which can recognize multiple targeting in-
cluding specific proteins and their glycans highly expressed on the surface of cancer cells, can be an
efficient treatment compared to a single targeting immunotherapy using a single antibody. In this
study, we have established plant production system to express two different targeting monoclonal an-
tibodies in a single transgenic plant through crossing fertilization between two different transgenic
plants expressing anti-colorectal cancer mAbCO17-1A and anti-breast cancer mAbBR55, respectively.
The F1 seedlings were obtained cross fertilization between the two transgenic parental plants. The
presence, transcription, and protein expression of heavy chain (HC) and light chain (LC) genes of both
mAbs in the seedlings were investigated by PCR, RT-PCR, and immunoblot analyses, respectively.
Among all the seedlings, some seedlings did not carry or transcribe the HC and LC genes of both
mAbs. Thus, the seedlings with presence and transcription of HC and LC genes of both mAbs were
selected, and the selected seedlings were confirmed to have relatively stronger density of HC and LC
protein bands compared to the transgenic plant expressing only each mAb. These results indicate that
the F1 seedling plant with carrying both mAb genes was established. Taken together, plant crossing
fertilization can be applied to generate an efficient production system expressing multiple monoclonal
antibodies for immunotherapy in a single plan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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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 론

질병의 진단 및 치료에 사용하기 위한 항체의 생산 및 개발

은 최근 계속 증가하고 있는 추세이며 실제 암 세포 표면 단백

질 인지 항체를 환자에게 투여하여 치료에 성공한 사례가 보

고된 바 있다[14,17]. 암의 진단 및 치료에 사용되는 항체는

암 세포 표면에 발현하고 있는 TAA (tumor associated anti-

gen)라 명명하는 특정 항원을 인지하게끔 개발하며 대장암 세

포의 TAA에 대한 단일항체 생산은 대장암의 치료 및 진단에

유용하리라고 생각된다[1,15]. 이러한 항암 항체는 암 세포의

표면을 인지, 결합한 뒤 대식세포 및 수지상 세포 등의 면역계

효과세포 표면에 존재하는 Fc 수용체에 결합 함으로써 효과세

포에 항원을 인지시키고 결과적으로 항체 의존적 세포괴사

(antibody-dependent cell cytotoxicity, ADCC)를 유도할 수

있다[4,7].

이러한 항암 항체 중에서 많이 알려져 있고 보고되어 있

는 두 항체 단백질 중 mAb CO17-1A 는 사람의 대장암 세포

표면에 존재하는 40 kDa의 당단백질인 GA733-2E를 인지하

는 항체 단백질로 항원-항체 반응을 통한 대장암 치료 시 국

소적 암 전이를 막고 그 치료 예후가 좋다는 보고가 있었다

[7,20]. 다른 알려져 있는 항체 단백질로는 mAb BR55를 들

수가 있는데, mAb BR55 단일항체는 유방, 폐, 자궁 및 대장

암 세포에서 높은 발현을 보이는 Fucα1→2Galβ1→4[Fucα1→

3]GacNAcβ1→R 구조의 di-fucosylated oligosaccharide 항원

인 Lewis Y (LeY) 를 인지하여 결합하는 항체이다[4,9,11-14].

이 LeY 항원은 정상의 세포에서는 아주 제한적으로만 발현

하지만, 암 발병 시 그 발현량이 암세포 특이적으로 급증하

기 때문에 암 세포 특이적 항원으로 간주하기에 적합하다.

LeY 항원으로 인지되는 암 세포는 mAb BR55 항체 처리에

의하여 그 증가율이 제한되고 ADCC가 유도되는 것으로 알

려져 있다[4,5]. 이렇게 유용한 점을 갖고 있는 항체 단백질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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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량 생산하는 것은 암 치료에 도움이 될 뿐만 아니라 현재

사용 중인 높은 가격의 암 치료제에 대한 소비를 줄일 수 있

어 경제적으로도 효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최근까지 항

체 및 유용 단백질의 생산은 E.coli, yeast 등의 발현 시스템을

이용하거나 동물 세포 등을 이용하는 것이 보통이었다. 그

중 경제적 이유로 가장 많이 사용되어온 시스템은 E.coli 등

의 미생물을 이용하는 것이다. 하지만, 미생물을 이용한 단백

질 생산의 가장 큰 문제점은 동물세포(진핵세포)에 존재하는

세포 소기관이 미생물에 존재하지 않기 때문에 단백질 생산

후 공정과정인 post-translational modification 과정이 포함

되지 않아 단백질의 최종 구조 및 당 구조의 차이가 있다는

점이다[4,19]. 또한, 동물 세포 및 실험 동물을 이용한 항체

및 유용 단백질의 생산은 생산된 단백질의 구조 우수성에도

불구하고 host cell 이 갖고 있는 병원성의 감염 우려가 있다

는 단점이 있어서 쉽게 사용하기에 용이하지 않다. 이러한

단점들을 극복할 수 있는 방법으로 최근 각광받고 있는 방법

은 형질전환 식물에서의 단백질 생산이다.

식물 생명공학 기술을 이용하여 식물로부터 유용 단백질을

생산하는 것은 동물 또는 동물세포를 이용하는 시스템에 비하

여 안전하고 경제적인 장점을 가지고 있다[8]. 또한 많은 생명

공학적 지식 및 기술들이 식물에서의 단백질 및 항체 생산의

기술적 문제들을 해결하는 데 도움이 되고 있다. 형질전환 식

물을 이용한 항체, 항원 및 치료 단백질 등의 유용 단백질 생산

은 한번의 형질전환을 통하여 적은 비용으로 쉽게 scale-up

할 수 있으며 또한 동물 세포와 같은 진핵 세포에 속하여 미생

물을 이용한 시스템에서는 볼 수 없는 glycosylation 등의

post-translational modification 과정이 포함된다는 장점을 가

지고 있어 인간형의 유용 단백질 생산 및 생산된 단백질의

생물학적 활성과 안전성 증가에 적합하다고 할 수 있다

[2,4,8,10,16,18]. 뿐만 아니라, 동물 세포 및 실험동물을 이용한

시스템과 달리 질병을 유발할 수 있는 병원체로부터 자유로운

장점도 가지고 있다.

이러한 식물 발현 시스템에서 가장 중요한 점 중 하나는

발현량의 증가이다. 본 연구팀은 기존에 alfalfa mosaic virus

유래의 포로모터 조절 시스템 등을 이용한 형질전환 식물체

로부터 항체를 생산하는 연구에 대하여 보고한 바 있다[4,8].

같은 맥락으로 단백질의 post-translational modification을

유도하며 발현량의 증가도 유도할 수 있는 ER-retention sig-

nal peptide 인 KDEL 서열을 유전자 카세트에 포함하는 연

구도 진행한 바 있다[4,8]. 이렇게 재조합된 KDEL 서열이 당

단백질 maturation 위한 tag으로 작용하여 oligomannose 형

태의 단백질을 얻을 수 있다는 내용은 이미 많이 알려져 있

으며 이러한 형태의 항체가 좀 더 효과적으로 면역계 효과세

포 유도에 도움이 되리라 기대하고 있다[3,6]. 이상의 내용들

을 접목하여 이미 기존에 mAb CO17-1A 와 mAb BR55 항체

를 각각의 식물체에 성공적으로 형질전환 시켜 단백질 발현

을 확인하였다[4,8].

더 나아가 여러 면역치료제 단백질을 하나의 형질전환 식물

체에서 동시에 생산해 낸다면 현재까지의 일반적 형질전환

식물보다 농업 경제학적으로 유용한 시스템 구축 및 생산량의

증가를 유도할 수 있을 것이라 기대된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

는 위와 같은 목적으로 1) 각기 다른 항체 유전자를 갖고 있는

두 종류의 형질전환 식물을 인공적인 수분 수정 교배를 통하

여 하나의 식물체에서 두 종류의 항체를 발현하는 식물체를

확립하고 2) 수분 수정 교배를 통하여 생산한 식물체에서 정상

적으로 유전자 발현이 이루어 지는지 PCR 및 RT-PCR을 통하

여 확인 하였으며 3) 식물체로부터 단백질을 분리하여 항체

단백질의 발현 및 발현률 증가 효과를 확인하고자 하였다. 위

와 같은 일련의 과정을 통하여 본 연구가 복합 항체 단백질을

생산하는 식물체를 확립하는데 필요한 식물 생명공학의 새로

운 시스템 도입을 유도하리라 기대한다.

재료 및 방법

형질전환 식물체 배양

대장암 치료항체인 mAb CO17-1A 를 발현하는 형질전환

식물과 유방암 치료항체인 mAb BR55를 발현하는 형질전환

식물은 기존에 연구발표 된 식물체를 이용하였다[4,7]. 각각의

항체를 생산하는 식물들을 외부환경과 잘 격리된 온실에서

키웠다. 3개월 정도의 식물생장기간을 통해 꽃의 분화를 유도

한 후, mAb CO17-1A를 발현하는 식물의 꽃 수술을 제거하고

mAbBR55의 화분을 꽃 수술이 제거된 mAb CO17-1A 발현

식물 꽃의 암술에 수분 수정시켰다(Fig. 1A). 수분수정 된 꽃은

다른 꽃의 화분으로부터의 수분을 막기 위하여 봉지를 씌웠

다. 3-4주 정도가 지나면 수분수정 된 식물에서 씨앗을 수확하

였다. 씨앗은 20%의 에탄올과, 10% 의 락스를 이용하여 세정

한 뒤 Watman filter paper 위에 올려서 여분의 습기를 제거하

고 100 μg/ml 의 kanamycin 항생제를 포함하는 MS media위

에 올려놓아 씨앗의 싹이 트게 하였다. 발아는 16 시간과 8시

간 간격의 light:dark 상태로 25oC 에서 유도하였다. 4 주 뒤,

발아된 씨앗을 흙으로 옮겨서 랩으로 덮어서 성장시켰다. 비

형질전환 씨앗도 같은 방법으로 배양하되, 항생제가 없는 조

건에서 키워서 대조군으로 사용하였다.

PCR

각 식물체로부터 genomic DNA를 DNeasy kit (Quiagen,

Hilden, Germany) 이용하여 분리하였다. 대략적으로 보면,

100 mg 정도의 잎을 kit 내의 버퍼(buffer) 와 함께 파쇄하여

DNA column 에 통과시켜 순수한 DNA 를 50 μl의 TE 버퍼를

이용하여 녹여냈다. 분리한 DNA를 이용하여 mAb CO17-1A

및 mAb BR55 항체의 중쇄(heavy chain, HC) 와 경쇄(light

chain, LC) 유전자 증폭을 위하여 디자인 된 프라이머(prim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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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1. Generation of F1 seedling to express multiple monoclonal

antibodies (mAb CO17-1A and mAb BR55). (A) Process

of cross fertilization of transgenic plants. Two different

genes of anti-colorectal cancer antibody (mAb CO17-1A)

and anti-breast cancer antibody (mAb BR55-2) were

cloned into each plant expression vector. The plant ex-

pression vector carrying the mAb genes were transferred

into plant chromosomal DNA using Agrobacterium medi-

ated transformation. The F1 seedling plants were ob-

tained by cross fertilization between two different trans-

genic plants carrying mAb CO17-1A or mAb BR55 genes

(HC, heavy chain of antibody; LC, light chain of anti-

body). (B) Fully grown F1 seedling plants obtained from

cross fertilization.

를 이용하여 PCR을 수행하였다(Table 1). PCR mixture 는 식

물체의 잎에서 분리한 genomic DNA (1 μl) 를 template DNA

로 사용하며 10 pmol/μl 농도의 forward 및reverse primer을

iTaq premix (Intron Biotechnol. Inc., Seongnam, Korea)와 함

께 반응하였다. PCR 반응 조건으로는 94oC 에서 20초, 62oC에

서 20초, 72oC에서 90초의 denaturation-annealing-elongation

과정을 30회 반복 수행하였다. PCR 결과 예상 크기는 Table

1에서 나타낸 바와 같다. 비 형질전환 식물의 DNA 샘플을

negative control로 사용하였다.

RNA 분리 및 Reverse transcription-PCR

mAb CO17-1A형질전환 담배 식물과 mAb BR55 형질전환

담배 식물 및 인공 수정 수분한 식물로부터 각각 100 mg 의

잎을 취하여 1 ml의 Trizol reagent (Invitrogen Inc. Carlsbad,

CA)와 함께 파쇄하였다. 파쇄된 식물 샘플에 chloroform

(Usb, GE Healthcare)을 처리하고 원심분리 과정을 통하여

DNA, RNA, 단백질 층을 분리하였다. 분리한 RNA을 isoamyl

alcohol (USB Corp. Cleveland, OH)을 이용하여 cleaning 해

준 뒤 50 μl의 TE 버퍼를 이용하여 녹여낸 뒤, spectropho-

tometer 를 이용하여 260 nm 의 파장에서 RNA 농도를 측정하

였다. 4 μg 의 정량된 RNA 과 oligo dT primer, dNTP mixture

(2.5 mM, each), SuperScript III 효소(Invitrogen Inc.) 처리를

통하여 역전사 반응을 유도, 결과적으로 cDNA를 합성하였다.

RNA 발현량을 확인하기 위하여 합성한 cDNA를 이용하여

PCR을 수행한다. 특이적으로 디자인 한 primer는 Table 1에

나타내었다. PCR 반응은 94oC에서 20초, 55oC에서 40초, 72oC

에서 50 초의 denaturation-annealing-elongation 과정을 40회

반복하여 증폭하였다. Genomic DNA와 마찬가지로 비 형질

전환 식물을 negative control로 사용하였다.

단백질 분리 및 Western blot

200 mg 의 상호교배 식물의 잎을 protease inhibitor cock-

tail (Roche)가 포함되어 있는 200 μl 의 PBS 와 함께 파쇄한

뒤, 13,000 rpm 의 속도로 원심 분리하여 상층의 수용성 단백

질을 얻었다. 단백질은 BCA 단백질 정량 kit (Thermo

Scientific, Erembodegem, Belgium)을 이용하여 농도를 측정

하였다. 30 μg 의 정량한 단백질을 protein oading buffer 용액

(1M Tris-HCl pH 6.8, 50% glycerol, 10% SDS, 5% 2-mercap-

toethonol, 0.1% bromophenol blue and 200mM DTT)과 섞어

서 10% SDS acrylamide 겔에 전기영동 한다. Nitrocellulose

(NC) membrane (Millipore Corp. Billerica, MA)로의 transfer

과정을 거쳐 단백질을 막에 부착시킨 뒤 3% skim milk (Fluka,

Buchs, Switzerland)를 이용하여 4
o
C 에서 16 hr blocking 하였

다. PBS-T (0.05% Tween 20 in PBS) washing 버퍼를 이용하여

여분의 skim milk 를 제거한 뒤, horse radish peroxidase

(HRP) 가 부착된 F(ab’)2 또는 Fcγ specific goat anti-mouse

IgG (Jackson ImmunoRes Lab, West Grove, PA) 를 1/3,000

희석한 후 각각 반응하여 항체의 HC과 LC를 detection 하고자

하였다. 항체 반응 뒤, SuperSignal chemiluminescence sub-

strate (Thermo Scientific) 를 이용하여 X-ray 필름에 감광하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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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1. The specific primer sequence for amplification of mAb CO17-1A and mAb BR55 genes

Primer Sequence Size (bp)

PCR CO17-1A HC Forward 5'-cggccatgg(NcoI)aatggagcagagtcttt-3' 1459

Reverse 5'-cgtctaga(XbaI)ttagtgatggtgatggtgatgatc-3'

CO17-1A LC Forward 5'-cggggccc(BamHI)atgggcatcaagatggaatca-3' 764

Reverse 5'-cgtctaga(PstI)ctaacactcattcctgttgaa-3'

BR55-2 HC Forward 5'-accatgg(NcoI)acttggggctcagcttgatt-3' 1474

Reverse 5'-tctaga(XbaI)tcaaagttcatctttacccggagtccgggagaagct-3'

BR55-2 LC Forward 5'-tcatga(BspHI)agttgcctgttaggcttttggtgctgat-3' 726

Reverse 5'-tctaga(XbaI)ctaacactcattcctgttgaagct-3'

RT-PCR CO17-1A HC Forward 5'-gatggtccctggtttgctta-3' 196

Reverse 5'-tggacagggatccagagttc-3'

CO17-1A LC Forward 5'-aataaaacgggctgatgctg-3' 201

Reverse 5'-gtgctgtctttgctgtcctg-3'

BR55-2 HC Forward 5'-tggaactatggagccctgtc-3' 200

Reverse 5'-gggatactgggcttgggtat-3'

BR55-2 LC Forward 5'-tctccctgcctgtcagtctt-3' 200

Reverse 5'-atctgtccctgatccactgc-3'

다. 비 형질전환 식물을 negative control로, mAb CO17-1A

또는 mAb BR55-2 형질전환 식물을 positive control로 실험에

사용하였다.

결과 및 고찰

상호교배 형질전환 식물체 확립

식물의 상호교배를 통한 항체 단백질의 효율적인 생산 과정

은, mAb BR55 형질전환 식물의 화분을 mAb CO17-1A 형질

전환 식물의 암술에 인공 수분 수정시키고, 그 수분 수정된

mAb CO17-1A 식물로부터 얻은 씨앗을 발아시키는 방법을

사용하였는데 모식도 Fig. 1A 에 있는 방법으로 수행되었다.

씨앗의 성장 초기에 in vitro 상태의 배지에 유전자 선별 항생

제(kanamycin)가 포함되어 있으므로 유전자가 포함되어 있지

않아 내성이 없는 씨앗은 성장하지 못하고 괴사하였다(data

not shown). Fig. 1B 는 상호 교배를 통하여 만들어져 성장한

F1 seedling 식물체를 나타내고 있다. 이 결과로, 상호 교배

뒤 식물 배양을 통하여 두 유전자를 포함하고 있을 것으로

추정되는 식물체의 성장이 정상적으로 이루어짐을 확인할 수

있었다.

교배된 식물에서의 항체 유전자 확인

인공적으로 타가 수분 수정된 식물의 씨앗에서 발아한 F1

seedling 식물체에서 얻은 DNA를 분리하여 방법에서 기술한

특정 primer와 함께 PCR을 수행한 결과, mAb CO17-1A 의

HC과 LC 유전자가 각 식물들에서 모두 존재하고, mAb BR55

유전자에 대하여는 LC 유전자가 존재하지 않는 식물들(샘플

6, 7, 9, 11, 22, 23, 28)과 존재하는 식물들(샘플 15, 18, 19, 25,

26, 27)이 확인되었다(Fig. 2). 이들 유전자의 발현 결과를 좀

더 자세하게 확인하기 위하여 RT-PCR을 수행하였으며 그 결

과, DNA PCR 결과와 마찬가지로 일부 식물 샘플에서는 mAb

BR55의 LC 유전자를 발현하지 않음을 확인하였다(Fig. 3). 따

라서 각 유전자를 갖고 있는 식물의 상호 교배 시 유전자 전달

이 용이하게 이루어지지 않은 몇몇의 식물이 있음을 확인하고

항체 단백질 발현을 확인하는 단계에서 이 식물들은 배제하였

다. 또한, 각 유전자를 모두 발현하는 식물(샘플 15, 18, 19,

25, 26, 27) 중에서 RNA 발현률이 높은 식물을 선택하여 단백

질 발현을 보고자 하였다. 이 결과들을 통하여 각 유전자를

갖고 있는 식물의 교배 시에 어떠한 DNA 재조합에 의하여

유전자 발현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추측되며, 그 결과는

RNA 발현에 그대로 반영됨을 확인할 수 있었다.

Fig. 2. PCR result of genomic DNA from F1 seedling plants.

The plant genomic DNA was isolated by Qiagen DNA

easy kit and amplified with specific primers (Table 1).

(HC, heavy chain; LC, light chain; NT, non-transgenic

plant; BR, mAb BR55-2 transgenic plant; CO, mAb

CO17-1A transgenic plant; BR55 X CO17-1A (6～28), F1

seedling plant lin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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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3. RT-PCR result of F1 seedling plants. The transcription

level of mAb CO17-1A and mAb BR55 varied among

the F1 seedling plants. Total RNA was isolated by Tri-re-

agent and amplified with specific primer (Table 1). (HC,

heavy chain; LC, light chain; NT, non-transgenic plant;

BR, mAb BR55-2 transgenic plant; CO, mAb CO17-1A

transgenic plant; BR55 X CO17-1A (6～28), F1 seedling

plant lines).

식물 교배를 통한 항체 단백질 발현량 증가

인공적으로 타가 수분 수정된 각 식물에서 얻은 F1 seedling

(자손) 식물 중 각각의 항체 HC와 LC의 DNA가 존재하고 높

은 전사 수준을 보이는 15, 19, 25, 26 번의 식물체를 선별하였

다. 이렇게 선별된 식물체로부터 단백질을 분리하여 Western

blot을 수행하였다. 각 항체 유전자가 mouse 항체 유전자 서열

에 기초하고 있기 때문에[4,8] anti-mouse 항체를 결합하여 단

백질 발현을 관찰할 수 있었다. 그 결과는 Fig. 4에 나타내고

있으며 positive control로 시판되고 있는 mouse IgG를 사용

하였다. 항체의 HC과 LC이 각각 50 kDa과 25 kDa으로 pos-

itive control 항체에서도 같은 크기를 보였다. F1 seedling 식

물체에서 분리한 단백질도 같은 크기에서 강한 발현을 보여

항체 단백질 발현이 잘 되는 것으로 생각된다. 또한, 각각의

mAb CO17-1A 또는 mAb BR55 단일 항체만 발현하고 있는

식물의 경우, 발현량이 적어 정량적으로 제한된 단백질량(30

μg) 에서는 HC 단백질 발현이 보이지 않는데 비해 두 유전자

를 모두 포함하고 있는 상호교배 식물에서는 발현량이 현저히

Fig. 4. Immunoblot analysis to confirm the mouse mAb HC and

LC protein expression in selected F1 seedling plant lines.

The F(ab)’2 and Fcγ mean treatment of HRP conjugated

anti mouse F(ab)’2 and Fcγ specific IgG, respectively. Both

mAb CO17-1A and mAb BR55 were originated from

mouse. F1 seedling plants showed stronger expression

of HC and LC compared to each mAb CO17-1A or mAb

BR55 transgenic plant. (+, mouse IgG positive control;

HC, heavy chain; LC, light chain; NT, non-transgenic

plant; BR, mAb BR55 transgenic plant; CO, mAb

CO17-1A transgenic plant; BR55 X CO17-1A, selected F1

seedling plant lines)

증가한 것으로 확인할 수 있었다(Fig. 4, 샘플 26). 이 결과로

미루어볼 때, 같은 종(species) 에서 유래한 두 항체 유전자를

동시에 갖고 있는 교배 식물은 두 개의 유용 단일항체 단백질

의 발현이 한 식물에서 정상적으로 이루어지고 있음을 확인

할 수 있었다. 이 결과로 볼 때, 본 연구에서 제시한 식물 교배

방법을 통해 한 식물체에서 여러 복합 유용 단백질 생산을

할 수 있는 새로운 식물 발현 시스템이 개발될 수 있다는 가

능성을 제시하고 있었다. 사실, 같은 Fc family 들은 세포 내

의 소포체(endoplasmic reticulum, ER)에서 folding이나 as-

sembly가 될 때 서로 자동적으로 assembly 가 될 수 있다고

본다[8]. 추후, 식물에서 이러한 현상을 확인하기 위해서는 다

른 종(species)에서 유래한 항체이며 또한 Fc family 가 서로

다른 각각의 다른 두 종류의 항체 HC 및 LC 유전자를 한 식

물에서 발현하여, 각각의 항체들이 서로 같은 Fc family 간의

짝을 이루어 assembly가 되는지를 확인하는 연구가 필요하다

고 본다.

따라서 앞으로 이 결과에서 더 나아가, 종(species)이 다른

두 항체를 한 식물체에서 생산하여 각 항체의 발현을 선별적

으로 확인하고 그 항체들의 생물학적 활성 및 당구조 분석을

통한 당 구조 변이 등의 연구가 동반된다면, 고효율, 저비용의

새로운 복합 단일 항체 식물 생산 시스템을 구축하는데 도움

되리라 생각된다.

요 약

식물 생명공학 기술을 이용해 인간에게 유용한 치료단백질

및 백신을 생산하는 것은 최근에 각광받고 있는 연구 분야이

다. 식물을 이용한 유용 단백질 생산은 다른 시스템에 비하여

경제적일 뿐만 아니라 병원성 인자에 대한 안전성이 있어서

유용하다고 할 수 있다. 암세포 표면에 특이적으로 발현하고

있는 분자 와 당 구조를 각각 인지할 수 있는 두 종류의 항체를

동시에 투여하는 면역 치료는 질병의 치료를 유도하는 데 있

어서 효과적일 수 있다. 본 연구는 기존에 본 연구팀에서 확보

하고 있었던 두 종류의 항체 단백질(mAb CO17-1A, mAb

BR55) 생산 형질전환 식물체를 이용하여 상호교배를 통하여

한 식물에서 두 종류의 항체 단백질을 모두 생산하는 식물

발현 시스템 구축에 관한 연구이다. 각기 다른 유전자를 갖고

있는 식물체로부터 수분을 유도하여 씨앗을 얻고 이 씨앗을

배양하여 완벽한 식물 개체로 성장시켰으며, 그 식물체로부터

DNA, RNA, 단백질을 분리하여 형질전환 유전자를 포함하고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였다. 그 결과, 개체에 차이는 있지만,

한 식물에서 두 항체 유전자를 갖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었고,

이 유전자는 식물체 내에서 안정적으로 transcription 되었음

을 확인하였다. 또한, 두 종류의 항체를 동시 생산하는 식물체

에서 분리한 단백질은 한 종류의 항체 단백질만 생산하는 식

물체에 비하여 수용성 단백질 단위당 항체 발현률이 높게 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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타나는 것을 확인하였다. 따라서 본 연구를 통하여 식물을 이

용한 유용 단백질 생산 효율을 높일 수 있는 시스템을 확립하

였으며 앞으로 추가적으로 생산한 항체의 생물학적 활성 및

항암 효능, 당 구조 분석 등에 대한 연구를 수행한다면, 식물

생명공학적 방법을 통한 항체 생산에 대한 새로운 가능성을

제시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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