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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It has been known that the proteome profiles in the

period of growth and development of rice are changed by the

growth conditions including temperature, soil, and fertilization. In

this study, the proteome profiles of Odae polished white rice grown

in Chulwon and Chilgog were compared on 2-dimensional(D)

gels. The differentially expressed proteins were selected from the

112 identified total proteins and classified into functional groups.

The most significantly differentially expressed proteins were stress

responsive proteins; Ent-kaur-16-ene synthase, which is responsible

for synthesizing a plant hormone gibberellin, was expressed in

Chulwon rice and heat shock proteins were in Chilgog rice,

respectively. Xylanase inhibitor protein, which inhibits the enzyme

xylanase produced by pathogenic fungi and Bacilli, was expressed

significantly high in Chilgog rice grown at high temperature.

Differential expressions of transporter proteins were observed

both in Chulwon and Chilgog rice. Regarding the facts that

Chilgog rice contained relatively higher amount of proteins than

Chulwon rice and Chulwon rice showed large number of proteins

were differentially expressed, it can be concluded that different

cultivation conditions could change the protein expression profiles

in rice in various ways, including elevation of protein amount or

differential expressions of specific proteins, etc. The results

suggest that the characteristics of the profiles of the proteome in

the polished white rice are definitely changed by the

environmental factors including high temperature. The results can

be utilized for the development of the proper cultivation

conditions for the production of high quality rice with good

palatabilit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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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 론

벼의 생장에 영향을 미치는 환경적인 요인들, 즉, 인(Kim 등,

2011b), 중금속(Kim과 Lee, 2009), 물(Mirzaei 등, 2012), 저온

및 고온(Han 등, 2009; Neilson 등, 2011) 등에 노출된 벼는

그 스트레스로 인해 유전자 발현이 변화하여 벼의 각 조직 내

의 단백질체의 변화를 가져오게 되는데, 지난 15 년간 이에 대

한 분석들이 체계적으로 진행되면서 벼의 발생과 생육 및 결실

에 대한 분자수준의 이해를 가능케 하며 품종개량에도 귀중한

자료를 제공하게 되었다(Agrawal 등, 2009). 벼에 대한 단백질

체 연구의 발전은 벼의 genome 염기서열 분석이 완성됨에 따

라 활발하게 이루어지게 되었으며, 벼를 모델식물로 이용하여

발아, 개화, 종자형성 등에서 변화하는 단백질체 분석을 통해

단자엽식물의 분자생물학적 연구가 진행되고 있다(Yang 등,

2007; Agrawal 등, 2009). 예를 들면, Xu 등은 개화 후 6일부

터 20일까지의 쌀 낟알에 발현되는 단백질체의 변화를 분석하

였고(Xu 등, 2008), Lee와 Koh(2011)는 개화 10일 후부터 낟

알이 성숙될 때까지의 단백질체 변화를 정량적으로 분석하였다.

지구 상의 30억 이상의 인구가 주식으로 먹는 쌀은 지구온

난화와 같은 기후 변화로 벼의 재배 조건이 변화하게 되고 적

정 수준의 쌀 생산이 위협을 받을 수도 있다. 실제로 우리나라

도 예외는 아니어서 연평균 기온이 지속적으로 상승하고 있으

며 지역에 따라서는 50년 전에 비해 1.2도 이상 상승한 곳도

있다(Kim 등, 2011a). 또한 우리나라에서는 고품질 쌀을 선호

하는 경향이 있는데 우리가 선호하는 쌀의 품질은 주로 품종에

의해 결정되지만 같은 품종이라도 기후변화나 경작방법 등에 의

해 영향을 받는다고 알려져 있다. 예를 들면 과량의 질소비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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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용은 쌀에 질소성분의 축적을 초래하여 식미가 감소하는 것

이다(Martin과 Fitzerald, 2002; Lee 등, 2003; Kim 등, 2007).

이와 같이 기후의 변화가 토양이나 재배방법의 변화를 일으켜

쌀의 식미를 변화시킬 수 있기 때문에 식미와 연관관계가 높은

단백질의 변화를 체계적으로 연구하여 환경변화에 따른 적절한

재배방법을 확립하는 것이 필요하다.

단백질의 변화를 연구하기 위해 정량적인 단백질체 비교분석을

하게 되는데 벼의 경우 쌀알의 생장과정에서 얻어진 단백질들을

Multi-dimensional protein identification technique (MudPIT)을 이

용하여 mass spectrometry 분석에서 얻어진 peptide 들의 빈도

수를 비교한 단백질의 정량적 분석 연구와(Lee와 Koh, 2011),

2-dimensional (D) gel 상에 나타난 단백질들을 디지털화하여 발

현된 단백질을 정량적으로 비교하는 방법으로 특이적으로 발현

변화를 보이는 단백질들을 동정한 연구가 보고되었다(Xu 등,

2008). 이 두 가지 방법들은 서로 보완적인 결과를 보였으며 백

미의 단백질 변화를 연구하는데 풍부한 자료를 제공하고 있다.

본 연구에서는 환경이 다른 두 지역에서 재배된 동일 품종의

백미에서 단백질을 추출하여 단백질체 변화를 2-D gel 상에서

정량적으로 비교함으로써 재배환경에 의존적으로 변화하는 단

백질들을 분석하였다.

재료 및 방법

시료. 실험에 사용한 오대벼는 경북 칠곡농업기술센터와 강원도

철원농업기술센터에서 각각 제공 받았으며 시험용 도정기

(Yamamoto Ricepal32, Japan)를 이용하여 정백율 90%로 도정

하였다 도정한 백미는 실험 전까지 4oC에 보관하며 사용하였다.

식미치 측정. 식미치(palatability)는 식미계(TOYO, M90, Japan)

를 이용하여 측정하였으며, 쌀알의 조직감은 Texture Analyser

(Stable MicroSystem, UK)를 이용하여 경도(hardness)를 측정하

였다.

쌀 단백질의 추출 및 단백질 함량 측정. 백미를 분쇄기로 갈아

주고 200 g을 칭량하여 70oC에서 2일간 건조하여 수분함량을

측정하고 건량으로 1 g의 단백질을 달아서 Kjeldahl 방법으로

조단백질량을 측정하였다. 수용성 단백질 함량은 건조된 백미

가루 10 g을 칭량하여 생리식염수 100 mL에서 2시간 이상 교

반한 뒤 원심분리하여 상층액을 얻고, 상층액에 들어있는 단백

질을 Bradford 방법으로 측정하였다. 백미의 조단백질 함량과

수용성단백질 함량은 수분 12%를 보정하여 계산하였다.

단백질체 분석. Kim 등(2011b)의 방법을 변형하여 실험을 진행

하였다. 백미에서 추출한 수용성 단백질들을 2-D gel 상에 분

리하기 위해 단백질 수용액을 10% trichloroacetic acid로 침전

시키고 100% ethanol로 3번, 70% ethanol로 1번 침전물을 닦

아준 후에 동결건조기에서 건조시켰다. 건조된 단백질 침전물을
7M urea, 2 M thiourea, 4% 3-[(3-cholamidopropyl)dimethylammonio]-

1-propanesulfonate (CHAPS), 1 M dithiothreitol (DTT)와 protease

inhibitor cocktail (Complete-Mini EDTA free, Roche, USA)가

들어있는 rehydration 용액에 녹였다. 완전히 녹은 단백질

450 mg을 17 cm-Immobilized pH Gradient (IPG) strip (pH

4-7, BioRad, USA)에 넣고 40000 Vh 동안 일차원 isoelectric

focusing을 하였다. 일차원 전기영동이 끝나면 strip을 100 mM

DTT로 환원하고 100 mM iodoacetamide로 alkylation한 후

sodium dodecyl sulfate-polyacrylamide 전기영동을 하여 이차원

으로 단백질을 분리한다. 분리된 단백질을 염색하기 위해

Coomassie Brilliant Blue R-250 염색법으로 염색하고 염색된

gel로부터 Epson Perfection V-700 scanner (Japan)로 디지털화

된 이미지를 얻었다. 2회 이상 반복된 실험으로부터 얻은 이미

지를 이용하여 PDQuest (BioRad) 이미지 분석 프로그램으로 단

백질 발현양의 차이를 상호 비교하였다.

단백질 동정을 위한 질량분석과 peptide mass fingerprinting

(PMF). 2-D gel 상의 염색된 단백질 spot을 잘라내어 Kim 등

(2011b)의 방법을 변형하여 trypsin으로 분해된 peptide를 얻었

다. 건조된 peptide를 물 : acetonitrile:trifluoroacetic acid (TFA)

= 93 : 5 : 2로 들어있는 용액에 녹이고 이 peptide 용액 1 µL와

1 µL의 matrix 용액[10% α-Cyano-4-hydroxycinnamic acid

(CHCA), 50% methanol, 0.1% TFA]을 MALDI plate 상에서

섞어주어 결정화 시켰다. 이때 matrix 용액에는 내부 표준물질로

bradykinin (m/z, 904.4681)과 angiotensin 1 (m/z, 1296.6853)을

넣어 질량값을 보정할 수 있도록 하였다. 각 spot 에서 얻은

peptide들의 질량값을 얻기 위해 MALDI-TOF 질량분석기

(Voyager-DE STR, PerSeptive Biosystems, USA)로 분자량

850-3000 Da 사이의 peptide들의 질량 값을 얻었다. 얻어진 질

량값들을 이용하여 MS-Fit (http://prospector.ucsf.edu/prospector/

mshome.htm)으로 database를 검색함으로써 단백질들을 동정하

였다. 동정된 단백질들의 기능별 분석은 UniProt (http://

www.uniprot.org/uniprot/)에서 accession 번호를 입력하여 수동으

로 진행하였다.

결과 및 고찰

재배환경에 따른 오대쌀 백미의 단백질 함량 변화와 식미값 비

교. 오대벼를 수집한 경상북도 칠곡과 강원도 철원의 연평균 기

온은 보충자료 1에서 보는 것처럼 칠곡이 철원에 비해 연중 높

은 온도를 유지함을 알 수 있다. 출수 후 50일 간의 등숙 적산

온도는 철원이 1118oC 칠곡이 1215oC로 100oC 정도 높았다.

온도 외에도 여러 가지 다른 환경에서 재배된 동일품종인 오대

백미의 식미관련 기계적 측정치들과 단백질 함량을 비교한 결

과(Table 1) 칠곡 오대 백미를 Kjeldahl 분석법으로 측정한 조

단백질 함량이 7.5%로 철원 오대 백미의 6.4%에 비해 통계적

으로 더 높은 단백질 함량을 나타냈으며 Bradford 방법으로 측

정한 수용성 단백질의 함량은 칠곡 오대 백미 4%, 철원 오대

백미 3%로 역시 차이가 있게 나타났고 수용성 단백질은 조단

백질의 40-50% 정도임을 알게 되었다. TOYO 식미기를 이용한

식미치는 칠곡과 철원 오대 백미에서 각각 69.6과 70.5로 유의

적인 차이를 보이지 않았으나 경도는 2.200과 1.775로 유의적

인 차이를 보였다. 칠곡오대 백미에 단백질 함량이 더 높다는

것은 질소 시비량이 더 많았을 가능성이 있음 의미한다(Kim

등, 2007). 일반적으로 TOYO 식미치와 단백질 함량은 음의 상

관관계를 갖는데 본 연구에서는 단백질 함량이 유의적으로 높

은 칠곡 오대 백미의 식미치가 철원 오대백미의 식미치와 차이

를 보이지 않았다. 그러나 단백질 함량이 높을수록 경도가 높

아지며 이것은 기존의 연구결과와 일치하는 것으로 보아(Martin

과 Fitzerald, 2002) 기계적으로 측정된 미질은 직접 밥을 섭취

할 때 느끼는 미질과 다소 다를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된다. 결

론적으로 칠곡오대 백미와 철원오대 백미는 물리화학적 특성이

유의적으로 다르며 이 차이를 나타내는데 중요한 기여를 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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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소 중 하나가 단백질임을 알 수 있다.

재배환경에 따른 오대 백미의 단백질체 비교. 칠곡 오대 백미

와 철원 오대 백미의 단백질 조성을 비교하기 위해 단백질체

연구방법으로 2-D gel 상에서 정량적분석을 하여 발현의 차이

를 보이는 단백질들을 질량분석과 database 검색을 통해 동정하

였다. 동일양의 단백질을 이용하여 얻은 pI 4-7, 2-D gel에서

두 시료는 전체적으로 매우 유사한 2-D gel profile을 보임을

알 수 있다(Fig. 1). 분리된 각 단백질들을 PMF 방법으로 동정

하여 pI 4-7 사이에 존재하는 112개, 69종류의 단백질을 동정

하였다(보충자료 2와 Table 1). 전체 단백질들을 기능 별로 나

누어 보면 대사에 관여하는 효소단백질들이 동정된 전체 단백

질 수의 23%를 차지했고, 전사(12%), 가수분해효소(10%), 분해

효소(7%), 세포주기 및 저장(각 6%), 단백질 합성, 알레르겐과

운송(각 5%), 세포벽합성 효소(3%), 스트레스 대응(4%), 미지정

(10%) 등이었다(Fig 2). 단백질 시료로부터 얻은 두 gel images

를 이미지 분석 프로그램(PDQuest, ver 7.3, USA)을 이용하여

각 단백질 spot들의 농도를 비교한 결과 현저한 차이를 보이는

24 개의 단백질들을 선발하였다(Table 2). 발현양의 차이를 보

이는 24개의 단백질들 중에는 철원오대 백미에는 발현되지만

칠곡오대 백미에는 발현이 감지되지 않은 13개의 단백질과 칠

곡오대 백미에 발현이 선별적으로 일어나는 2개의 단백질 및

비교적으로 단백질 발현의 차이를 보이는 9개의 단백질을 선발

하였다. 이들 단백질을 기능별로 구분하여 구성비율을 정리하

면, 대사(17%), 스트레스 대응(17%), 세포주기 및 수송(13%),

저장, 세포벽 합성, 전사(각 9%), 가수분해효소, 산화환원 조절

및 알레르겐(각 4%) 등이다(Fig. 2). 그러나 대사관련 단백질은

전체단백질 중 가장 많은 수를 차지하는 단백질임을 고려할 때

대사관여 단백질들의 변화는 상대적으로 적은 편이며 스트레스

대응 단백질은 칠곡오대 백미와 철원오대 백미에서 100%의 변

화를 보였고, 철원오대 백미에서만 세포벽 합성관련 효소가

67%, 세포주기 관련 단백질이 43%의 변화를 보였으며, 철원오

대 백미와 칠곡오대 백미에서 수송에 관여하는 단백질이 60%

의 변화를 보였다.

동일양의 단백질을 가지고 분석한 2-D gel 상에서 철원오대

Table 1 Palatability indexes and protein contents in the polished white Odae rice

Rice grown Palatability Hardness (kg) Total Protein (%) Soluble protein (%)

Chulwon 70.5±0.15a 1.775±0.113d 6.61±0.26h 2.01±0.06l

Chilgog 69.6±0.13a 2.200±0.117c 7.54±0.17g 3.27±0.04k

a to k, same letter designation for no significant differences between the values in each column, and different letters for significant differences (p <0.05).

Fig. 1 Differentially expressed proteins from the polished white Odae
rice cultivated in Chulwon (A) and Chilgog (B). The proteins separated
on 2-D gels were stained with Coomassie Brilliant R-250. The gel
images were digitized by a scanner and the spot intensities were
normalized and compared using an image analysis program, PDQuest.
The differentially expressed rice proteins were selected and marked in
circles on the gel images. The functions and the differential expressions
of the selected proteins are summarized in Table 2.

Fig. 2 Functional classification of the polished white Odaerice proteins separated on 2-D gels. The Odae rice proteins prepared according to the
experimental procedure were separated on 2-D gels, and identified by mass spectrometry and PMF. The identified 112 proteins in Chulwon- and
Chilgog-Odae polished rice were classified by their functions according to the information from UnitProt Knowledge database. The identified proteins
from Chulwon- and Chilgog-Odae rice samples were combined for the calculation of the percentages in the total proteins (A) and in the differentially
expressed proteins (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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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미에서 추출한 단백질에는 현저하게 발현양의 차이를 보이는

주종 단백질들이 다수 존재하였고 칠곡오대 백미에서는 spot 70

단백질인 Xylanase inhibitor protein 2만이 주종 단백질로써 발

현양의 현저한 차이를 보였다. Table 1에서 칠곡오대 백미에 단

백질이 함량이 더 많다는 점을 고려할 때 칠곡오대 백미에서는

전체적으로 단백질 발현이 증가했음을 알 수 있다. 즉, 이 결과

는 칠곡 벼에서는 house-keeping 기능들이 더 활성화 되었을 것

이라고 추론한다.

그동안 벼의 생장, 분화, 스트레스 내성 등에 관련되어 뿌리,

잎, 발아하는 종자 등에서 발현되는 단백질체를 분석한 보고들

이 있어왔고, Xu 등(2008)이 벼 쌀알 전체에서 성숙과정에서

변화하는 1000여 개의 단백질들을 2-D gel 상에서 분리하고

345 개의 단백질을 동정하였으며, Lee와 Koh(2011)가 벼 쌀알

숙성과정 중에 발현양의 변화를 보이는 484종의 단백질을

MudPIT 방법으로 분석하여 보고한 연구가 유일하다. 그러나 이

들의 연구는 동일 재배 조건에서 벼 쌀알의 숙성과정 중에 발

현되는 단백질을 분석한 것이며, 우리가 주식으로 먹고 있는 백

미 자체의 단백질체를 분석하여 재배 조건에 따라 변화하는 단

백질을 보고한 것은 본 연구가 처음이다.

재배환경에 의해 변화를 나타내는 단백질들의 기능. 이미지 분

석을 통해 발현양 순으로 상위 25 개의 단백질들을 분석한 결

과(보충자료 Table 1, 노랑색으로 분류) 대부분 house-keeping

단백질이었으며 발현양이 가장 많은 33 kDa 크기의 lactoyl-

glutathionelyase (spot 53-57)는 methylglyoxal과 glutathione으

로부터 S-lactoylglutathione을 합성하는 효소로써 백미의 주요

알레르겐 이기도 하다. 이들 단백질은 재배조건의 변화에 영향

을 받지 않고 발현되고 있으나, 알레르겐 단백질로써 재배조건

에 의해 발현양의 변화를 보이는 spot 102은 분자량 15 kDa 이

하의 소형 단백질이며 철원오대 백미에서 현저한발현의 변화를

보이는 주종 단백질이다.

스트레스 대응 단백질들은 철원 및 칠곡오대 백미에서 모두

발현의 변화를 현저하게 보였는데(Table 2), 철원오대 백미에서

나타나는 스트레스 대응 단백질은 (spot 15, 16) ent-kaur-16-

ene synthase로써 지베렐린의 전구체인 ent-kaur-16-ene을 합성

한다. 저온에 노출된 식물에서는 지베렐린의 축적이 일어나고

지베렐린은 α-아밀라제의 발현을 유도하는 등의 다양한 기작을

나타낸다(Yamauchi 등, 2004). 그러나, 칠곡오대 백미에서 변화

를 보인 스트레스 대응 단백질들(spot 98, 101)은 각각 17.9과

16.9 kDa heat shock 단백질들로써 등숙온도가 높은 칠곡에서

재배된 벼에서 고온에 대응하기 위해 철원오대 백미에 비해 선

별적으로 발현된 것으로 추론한다.

칠곡오대 백미에서는 단백질 함량이 철원오대 백미보다 높음

에도 불구하고 주종(major) 단백질 중에는 현저하게 발현양의

증가를 보이는 단백질이 spot 70이 유일하게 2-D gel 상에 나

타났는데 이 단백질은 xylanase inhibitor protein으로써 식물이

자기방어 수단으로 병원균인 곰팡이나 Bacillus가 만드는

xylanase를 저해하여 자신을 보호하는 기능을 갖고 있다

(Tokunaga와 Esaka, 2007). 칠곡의 고온환경에서 Bacillus 등의

병원균으로부터 자신을 보호하기 위해 이 단백질의 발현이 증

가되었을 가능성이 높다.

다른 재배환경에서 배양된 동일 품종 벼의 낟알에 축적되는

단백질들은 시비 조건 보다는 특히 온도에 의해 가장 현저하게

단백질의 발현양상이 바뀌는 것이 본 연구진에 의해 유기농법

으로 재배된 벼에서 분석되었다(논문 준비 중). 철원오대 백미

와 칠곡오대 백미도 등숙온도를 포함하여 시비조건, 토양조건

등 배양환경이 달랐는데 이에 따라 발현 양상이 현저하게 다르

게 나타나는 여러 단백질들을 2-D gel 상에서 분리하고 동정할

수 있었다. 그러나 같은 품종의 벼를 다른 배양 조건에서 생산

할 때 단백체 변화에 영향을 주는 변수를 줄이기 위해 시험구

에서 조절이 가능한 시비량을 일정하게 조절하며 단백질의 변

화를 분석할 필요가 있으며, 본 연구에서 선발된 단백질들이 재

배조건에 따라 어떻게 변화하는지를 추적하여 식미치가 높은 고

급미 생산을 위해 적절한 단백질 함량 및 단백질 profile을 갖

는 벼 재배 조건을 확립하는 연구를 진행할 필요가 있다.

초 록

벼의 발아에서부터 생장 결실기에까지 토양, 온도, 시비조건 등

의 재배환경은 벼에 발현되는 단백질체의 profile을 변화시키는

것이 잘 알려져 있다. 온도를 포함한 재배환경이 다른 경상북

도 칠곡과 강원도 출원에서 재배된 오대 백미의 단백질체

profile을 2-dimensional (D) gel 상에서 분리하여 비교함으로써

재배환경에 의해 현저하게 발현양의 차이를 보이는 단백질들의

기능을 분석하였다. 오대 백미에 발현되는 112개의 단백질들의

Table 2 Relative expression of the differentially expressed proteins in
the polished white Odae rice

Spot #
Relative expression

Ratio Function
CW CG

12 0.72 0.32 2.25 lipid metabolism

13 0.51 0.18 2.86 cell wall biosynthesis

60 0.21 0.69 3.30 cell cycle

63 0.64 1.42 2.22 ion transport

64 0.5 0.92 1.85 hydrolase

70 0.63 2.94 4.66 carbohydrate metabolism

98 0.33 0.86 2.61 stress response

99 1.59 0.82 1.95 not known

101 0.52 0.74 1.43 stress response

6 0.41 0 cell wall biosynthesis

14 0.85 0 DNA binding

15 3.08 0 metabolism

16 0.95 0 metabolism

17 0.33 0 transport

32 0.48 0 glycolysis

49 0.88 0 cell cycle

72 0.3 0 not known

75 1.3 0 cell cycle

76 0.58 0 transcription

96 0.24 0 storage

100 1.54 0 storage

102 1.65 0 allergen

11 0 0.16 transport

20 0 0.38 metabolism

1, CW: Chulwon
2, CG: Chilgog
3, the spot intensities were normalized by the intensity of spot 46
*, the differentially expressed proteins in Chilgog rice are designated in
italicized and bold letter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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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능을 고려할 때 재배환경에 의해 가장 유의적인 차이를 보이

는 단백질 군들은 철원 오대백미의 스트레스 대응 단백질로 지

베렐린 합성에 관여하는 ent-kaur-16-ene synthase이며 칠곡 오

대백미의 스트레스 대응 단백질은 heat shock protein으로 재배

환경에 따라 발현되는 스트레스 대응 단백질의 종류도 다르게

나타났다. 등숙온도가 높은 칠곡에서 재배된 오대 백미에는 곰

팡이나 Bacillus 병원균에 대응하는 xylanase inhibitor protein이

유의적으로 발현되었으며, 철원 백미에서는 세포벽 합성관련 효

소, 세포주기 관련 단백질 등이 선별적으로 발현의 증가를 보

였고 수송관여 단백질들은 철원 및 칠곡 백미에서 모두 변화를

보였다. 단백질 함량과 단백질 profile을 종합적으로 분석할 때

철원 백미에는 칠곡 백미에 비해 새로운 주종 단백질들의 발현

이 많았으며 칠곡 백미는 전체적인 단백질의 발현이 높게 나타

났음을 보여, 재배환경에 따라 단백질 profile이 변화되는 특성

이 다름을 보였는데, 이 결과는 지구온난화와 같은 기후 변화

에 따른 작물의 단백질체 변화와 고급미 생산을 위해 적절한

단백질체 profile을 갖게 하는 재배조건 확립 등의 연구에 활용

될 수 있다.

Keywords 단백질체 profile ·단백질 함량 ·백미 ·재배조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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