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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려인삼 유래 Cytochrome P450 유전자의 동정 및 형질전환에 의한 특성검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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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 Triterpenoid saponins were synthesized in Panax ginseng C.A. Meyer via the isoprenoid pathway by cycliza-
tion of 2,3-oxidosqualene to give primarily oleanane (beta-amyrin) or dammarane triterpenoid skeletons. The triterpe-
noids are backbone and undergoes various modifications (oxidation, substitution and glycosylation), mediated by
cytochrome P450 (CYP)-dependent monooxygenases, glycosyltransferase and other enzymes. This is likely to be due in
part to the complexity of the molecules and the lack of pathway intermediates for biochemical studies. A cDNA clone
encoding a putative CYP gene was isolated from flower bud of ginseng and transformed into the plant(Nicotiana tabacum
cv. Xanthi) and confirmed by PCR analysis. The CYP gene (PgCYP) contained an open reading frame(ORF) encoding
mature protein of 500 amino acids. The expression of PgCYP were investigated in transgenic tobacco by reverse tran-
scriptase-polymerase chain reaction (RT-PC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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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 론

고려인삼 (Panax ginseng C.A. Meyer)은 오가과 (Arali-

aceae), 인삼속 (Panax)에 속하는 대표적 약용식물로써1) 우수

한 효능으로 인하여 전 세계적으로 상품으로서 유통이 가장 많

이 되고 있으며, 화기삼 (Panax quinquefolius), 죽절삼 (Panax

japonicus), 전칠삼 (Panax notoginseng)등과 함께 경제작물로

사용되고 있다.2) 그러나 인삼의 재배방법은 4~6년간 재배하

는 동안 수많은 병충해에 노출되기 쉽고 재배 후 연작장해로

인해 약 10년간 경작하지 못하여 재배비용 및 노동력이 많이

요구되는 문제점을 갖고 있다. 이러한 원인으로 포장에서 직

접재배와 아울러 유용한 이차대사산물을 기내에서 직접 생산

하는 고부가가치의 신기능성 작물을 창출하여 기능성 식품 등

으로 개발하는 연구가 많이 시도되고 있다.3,4) 인삼의 유전자

중 인삼을 대표하는 성분은 사포닌으로서 tetracyclic triter-

penoid의 일종인 ginsenoside 이다. 사포닌 합성에 관련된

유전자들을 과잉 발현시키거나, 특정 ginsenoside 함량이 증

대된 인삼 또는 특정 ginsenoside가 강화된 새로운 신품종으

로 개발 할 수 있다. 인삼의 triterpenoid saponins은 주로

oleanane 혹은 dammarane trierpenoid 골격들로 2,3-oxi-

dosqualene의 cyclization으로 isoprenoid pathway를 통해서

합성되고 monooxygenases, glycosyltransferase 와 다른

enzyme들에 의존하는 cytochrome P450으로 전달되어 trit-

erpenoid backbone으로 여러 가지 (oxidation, substitution,

glycosylation)에 조절 된다.5) 따라서 본 유전자가 실제로 인

삼 사포닌의 생합성에 관련되며 함량이 증대된 것이 밝혀진

다면 앞으로 특정 사포닌이 강화된 고부가가치를 지닌 신품

종 인삼으로 유용하게 이용될 수 있을 것이다. 본 연구는 인

삼의 cytochrome P450 (PgCYP) 유전자를 인삼 꽃봉오리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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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DNA로부터 분리 동정하고, 강력한 promoter를 가지고 있는

gene vector에 재조합하였다. 재조합된 PgCYP 유전자를 주

요 사포닌 합성 작물에 도입시켜 함량을 증대시키기에 위하

여 우선적으로 형질전환시스템이 잘 갖추어진 담배를 이용하

여 발현을 확인하고, 아울러 인삼에서 분리한 PgCYP 유전자

를 재동정, 확인하기 위하여 수행하였던 바, 그 결과를 이에

보고하는 바이다.

재료 및 방법

실험재료

본 실험에서는 aqueous phenol extractioin 방법6)을 사용

하여 인삼의 꽃봉오리로부터 전체 RNA를 추출하여 cDNA

synthesis kit (Clontech, SMART cDNA library construc-

tion kit, USA)를 이용하여 cDNA를 합성하였다. 인삼의 시

료는 경희대 인삼 유전자원소재은행으로부터 분양받아 실험

을 수행하였다.

PgCYP 유전자 분석

λpTriplEx2에서 pTriplEx plasmid들을 분리하여 염기서열

분석을 위한 template로 사용하였다. 무작위로 선별될 cDNA

insert들의 5' 영역을 벡터 특이적인 sequencing primer를

이용하여 automatic DNA sequencer (ABI prism 3700)로

sequencing 하였다. 분석된 EST clone들의 기능 동정은

NCBI의 BLASTx 프로그램을 사용하여 GeneBank의 중복되

지 않은 단백질 database와 비교를 통해 이루어졌다. Nucle-

otide와 amino acid의 서열분석 및 비교되는 BioEdit (Ver

5.0.9) 프로그램을 사용하여, 먼저 clustalW multiple align-

ment를 수행한 후 graphic view를 실행하였다. 염기서열의

비교는 NCBI의 DNA와 amino acid database를 바탕으로

blast 연산7)을 통해 수행하였으며, phylogenetic tree는

TreeView (ver 1.6.1)을 사용하였다.

PgCYP 유전자의 운반체 재조합

PgCYP 유전자를 식물세포 발현 vector를 구축하기 위해서

PgCYP 유전자 cDNA를 cauliflower mosic virus double

35S 및 mosaic virus enhancer sequence8)를 가지고 있는

promotor를 사용하고 terminator는 Tnos를 사용하였다(Fig.

1). PgCYP 유전자의 식물형질전환용 binary vector는 nopa-

line synthase의 polyadenylation signal을 함유하고 있는

terminator를 coding하는 524-XbaⅠ cassette vector에 T4

DNA ligase를 이용하여 결합시킨 후 E. coli에 도입하여 다

시 plasmid를 isolation하였으며, cassette vector를 XbaⅠ으

로 절단하여 binary vector인 pRD 4009)과 ligation 시키고

disarmed Ti-plasmid10)를 함유하고 있는 Agrobacterium

tumefaciens GV3101에 tri-parental mating 방법11)에 의해

vector 도입을 수행하였다.

담배의 형질전환

담배의 형질전환은 leaf disc 형질전환 방법12)을 이용하였다.

종자를 기내 발아시킨 후 전개 된 담배 잎을 0.5×0.5 cm

크기로 자른 다음 Agrobacterium tumefaciens GV3101/

PgCYP 균주를 kanamycin 25 µg/ml과 gentamycin 25 µg/

ml이 첨가 된 LB(Duchefa)배지에서 2일간 배양된 용액에

15분간 침지하여 접종한 후, 잎 절편체를 멸균된 filter paper

위에서 1 분간 건조시켰다. 균주 용액이 제거된 시료는 BA

2 mg/l와 NAA 0.2 mg/l를 첨가한 MS13) 고체배지에 치상

하여 2일간 공동배양하였다. 공동배양 후 같은 배지조성에서

kanamycin 100 µg/ml과 cefotaxime 500 µg/ml을 첨가하여

multiple shoot를 선발하였다. 선발된 shoot는 kanamycin

100 µg/ml과 cefotaxime 500 µg/ml이 함유된 MS 고체배지

에 치상하여 순화시킨 후, 분석 시료로 사용하였다.

형질전환 담배 식물체의 선발

유전자 도입여부를 확인하기 위해서 형질전환된 담배 유식

물체의 잎을 100 mg (생중량) 채취하여 액체질소를 넣어 마

쇄한 다음 Gene All Plant SV mini-plant total extraction

kit(GeneAll)를 이용하여 DNA를 추출하고 spectrophotome-

ter를 사용하여 정량하였다. 추출된 DNA로부터 PCR을 수행

하기 위하여 NPTⅡ 유전자 (Forward 5'-GAG GCT ATT

Fig. 1. Diagram delineation of the PgCYP cassette in pCAMBIA1302. The PgCYP cassette was inserted into the XbaⅠ site of
pCAMBIA1302. LB (left border), RB (right border), 35S/35S (tandem cauliflower mosaic virus 35S promoter), AMV (alfalfa
mosaic virus translational enhancer sequence), PgCYP (Panax ginseng cytochrome P450; BAD15331), Tnos (nopaline synthase
terminator), Pnos (nopaline synthase promoter), NPTII (neomycin phospho transferase II; kanamycin resistance).



214 심주선·김유진·정석규·권우생·김세영·양덕춘 J. Ginseng Res.

CGG CTA TGA CTG-3', Reverse 5'-ATC GGG AGC

GGC GAT ACC GTA-3'), virG 유전자 (Forward 5'-TTA

TCT GAG TGA AGT CGT CTC AGG-3', Reverse 5'-

CGT CGC CTG AGA TTA AGT GTC-3'), NOS 유전자

(Forward 5'-GAG GCT ATT CGG CTA TGA CTG-3',

Reverse 5'-ATC GGG AGC GGC GAT ACC GTA-3'),

35S promoter 유전자 (Forward 5'-GAG GCT ATT CGG

CTA TGA CTG-3', Reverse 5'-ATC GGG AGC GGC

GAT ACC GTA-3'), PgCYP 유전자의 특이적인 primer를 사

용하였다. NPTⅡ 유전자, NOS 유전자, PgCYP 유전자의

PCR 조건은 95oC에서 2분간 pre-denaturation, 95oC에서 30

초 denaturation, 60oC에서 30 초 annealing, 72oC에서 1 분

30 초 extension하여 36 cycle로 반응시키고, 72oC에서 10

분간 post-extension 수행하였다. 35S promotor gene의 검출

을 위한 PCR 조건은 나머지 조건과 동일하게 하고 annealing

은 64oC에서 30 초로 하였다. PCR product는 1% agarose

gel로 전기영동 후 EtBr염색을 하여 UV하에서 확인하였다.

RT-PCR에 의한 유전자 전사여부 확인

형질전환된 담배의 잎에서 RNA를 추출하기 위하여 형질전

환 잎을 액체질소에 담궈 -70oC deep freezer에 보관하여

실험에 사용하였다. 보관된 시료는 RNeasy Plant Mini Kit

(QIAGEN)를 이용하여 총 RNA를 추출하고 spectrophotom-

eter를 이용하여 260 nm 및 280 nm에서 흡광도를 측정하

고 추출한 RNA의 농도와 순수도를 측정하였다. 추출한

RNA는 Power cDNA Synthesis Kit (iNtRON)를 이용하여

first strand cDNA를 합성한 후 actin 유전자(Forward 5'-

TGA TGG TGT TAG CCA CAC TGT CCC-3', Reverse

5'-CTC TCA GGT GGA GCT ACC ACC TTA-3'), PgCYP

유전자의 primer를 사용하여 PCR을 수행하였다. PCR 조건

은 actin 유전자 primer 경우, 95oC에서 2분간 하고, 95oC

에서 30 초, 64oC에서 30 초, 72oC에서 1 분 30 초의 36

cycle, 72oC에서 10 분간 반응시켰고 PgCYP 유전자의 PCR

조건은 DNA PCR 반응조건과 동일하게 사용하였다.

결과 및 고찰

인삼 PgCYP 유전자의 분리 및 동정

인삼 꽃봉오리로 제작된 cDNA library로부터 1863 bp의

PgCYP 유전자를 확보하였다 (Fig. 2). PgCYP 유전자의 다른

식물과의 homology를 조사하기 위해서 NCBI의 blastx 프로

그램을 사용하여 GeneBank의 database와 비교하였다. 전체

시퀀스는 1863 bp이고 68 bp에서부터 ATG 시작코돈으로

하여 1570 bp TGA의 종결코돈으로 하는 PgCYP 전체 시

퀀스의 clone을 하였고, 전체 1863 bp 중 500개의 아미노산

을 가진 open reading frame (ORF)를 분석했다(Fig. 2).

PgCYP 유전자와 여러 가지 식물의 cytochrome P450 (CYP)

유전자의 아미노산 서열을 TreeView 프로그램을 사용하여 계

통발생적으로 비교해 보면 크게 두 그룹으로 나눌 수 있는데

Panax ginseng(BAD15331)은 Pyrus communis(AAL66194)

와 가장 유사하였고 Pinus taeda(AAX07433), Oryza sativa

(BAD36157)의 순으로 유사한 것을 볼 수 있다 (Fig. 3). 이

유전자를 35S/35S promotor와 NOS를 가지고 있는 식물 발

현 vector에 subcloning 하였고 제조된 recombinant vector

를 Agrobacterium tumerfacience GV3101에 도입하였다. 

담배 형질전환

담배에 인삼의 PgCYP 유전자를 도입시키기 위하여 표지유

전자로써 kanamycin에 저항성이 있는 NPTⅡ 유전자를 가지

Fig. 2. Nucleotide and deduced amino acid sequences with the
open reading frame from 68 bp to 1570 bp. The positions
of nucleotides are shown on the left and the positions of
amino acids under the belo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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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식물발현용 binary vector를 포함하는 Agrobacterium

tumefaciens GV3101/PgCYP과 기내 배양한 담배의 잎 절편

과 15분간 침지시킨 후 2일간 공동배양 하여 잎 절편을

kanamycin이 첨가된 선발배지에서 계대 배양한 결과, 배양 2

주 후부터 잎 절편의 절단면에서 kanamycin에 저항성을 가

지는 callus 생성되고 분화가 일어나기 시작하며 3주 후에는

multiple shoot가 생기는 양상을 보였다 (Fig. 4). 4주가 경

과된 형질전환 선발 배지에서 뿌리유도를 위해 생성된 shoot

를 절단하여 항생제가 첨가된 MS 배지에 이식하였으며 (Fig.

4), 형질전환체로 추정된 plantlet은 다른 작물에 비하여 빠른

시일 내에 획득할 수 있었다 (Fig. 4). 일반적으로 형질전환

이 용이하다고 보고된 감자의 경우, 신초의 분화가 배양된 후

40일경에 생성된다고 보고되었다.14) 이처럼 Agrobacterium을

이용하여 식물에 형질전환을 시킬 경우 형질전환이 장기간 소

요되어 유전자의 발현을 단기간 내에 확인하는데 문제점이 있

지만 식물체 재분화가 용이한 담배를 이용하면 유전자 발현

을 빠르게 확인하여 유용한 식물의 영양가치 증진을 위한 기

초 자료를 제공할 수 있는 연구가 수행되고 있다.15,16)

형질전환체의 특성검정

정상적인 식물체와 형질전환체로 추정되는 kanamycin 선발

배지에서 생존한 plantlet 중 2개체를 골라 잎으로부터

genomic DNA를 추출하였다. PgCYP 유전자에 specific한

primer(Forward 5'-TTC CAT GGA TGT TCC CCT

TAG CAT ATC CCC TTC-3', Reverse 5'-AAG GAT

CCT CAA AGG CGA TAT TTA GGC ACG GCA-3')를

가지고 PCR을 수행한 결과 2 개체 모두에서 1521 bp 단편

을 확인할 수 있었고 대조구에서는 같은 크기의 단편을 확인

할 수 없었다(Fig. 5 A). 35S promotor 유전자와 NOS 유

전자도 primer를 이용하여 PCR 반응한 결과, 일치하였다

(Figs. 5 D, E). 또한, 표지유전자인 NPTII 유전자의 primer

를 이용하여 PCR 반응을 실시한 결과 정상적인 대조구에는

증폭되지 않았으나 형질전환체에서는 모두 NPTⅡ gene이 증

폭되어 700 bp의 밴드가 형성되었다(Fig. 5 B). 이는 kana-

mycin 선발배지에서 생존한 plantlet의 잎절편에서 추출되어

진 DNA에 NPTII 유전자가 존재함을 의미하지만, PCR 반

응은 여러 번의 specific 유전자의 증폭과정을 거치므로

Fig. 3. Phylogeny of the cytochrome p450 family from Panax ginseng and other plants. Phylogenetic analysis is based on the dudeced
amino acid sequences of cytochrome p450 genes from various plant species. The branch lengths are proportional to divergence,
with the scale of 0.05 representing 10% change.

Fig. 4. Regeneration of putative transgenic shoots on the selection medium contained 100 µg/ml kanamycin A (control), B (transgeni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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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grobacterium이 선발과정의 식물체 조직사이에 존재하여 극

미량의 DNA가 표지유전자로 오인될 수 있으므로 Ti-plasmid

내에는 존재하지만 식물체 내로 전이되지 않는 virG 유전자

를 증폭하여 965 bp로 PCR band가 존재하도록 만들어진

primer를 사용하여 확인하였다.14) 그 결과 모든 식물체의

DNA에서 virG 유전자의 band가 없었다 (Fig. 5 C). 이것으

로 보아 PgCYP 유전자가 담배의 게놈 DNA에 성공적으로

도입되었음이 확인되었다. 

형질전환된 담배에서 PgCYP 유전자의 발현을 확인하기 위

해 PgCYP 유전자에 specific한 primer를 이용한 RT-PCR을

수행한 결과, 형질전환된 담배에서 1521 bp 단편이 확인되었

고 비형질전환 담배에서는 같은 크기의 DNA 단편을 확인할

수 없었다. 이상의 결과로 볼 때에 담배에 도입된 PgCYP

유전자가 안정적으로 전사되고 있음을 알 수 있었다 (Fig. 6).

Cytochrome P450 유전자는 인삼의 dammarane계 ginseno-

side중 triol과 diol 조성의 변화를 조절한다고 알려져 있으며,

cytochrome P450은 모든 고등식물, 동물, 곤충, 곰팡이와 세

균에 존재하는 다기능 효소계이고17) 내생기질뿐만 아니라 외

부 기질의 대사를 촉진하며, 다양한 외부물질의 불활성화 또

는 활성화 대사에서 중요한 역할을 하는 것으로 보고되고 있

다.5,18,19) 따라서 PgCYP 유전자의 담배형질전환체에 발현되

는 것을 확인하였으며, 인삼의 형질전환시 안정적으로 유전자

가 발현될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된다. 최근에 들어 식물에 외

래 유전자를 도입하여 발현시킴으로써 식물의 산업적인 가치

를 높이려는 보고가 있으며 그 중 이차대사산물의 함량을 증

대시키려는 시도가 행하여지고 있다. 예를들면 인삼에의 생합

Fig. 5. PCR analysis of transgenic plants. A, detection of PgCYP gene; B, detection of NPTⅡgene; C, detection of virG; D, detection
of 35S promoter gene; E, detection of NOS gene (M, DNA size Marker; N, Normal tobacco plant; lane 1-2, transgenic plant).

Fig. 6. Transcription pattern analysis in normal(A) and transgenic(B) plants of tobacco using RT-PCR of PgCYP gene isolated from
ginseng. Actin gene isolated from Nicotiana tabaccum cv. Xanthi was used for RT-PCR control. M, DNA size mark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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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 경로에 관여된 squalene synthase 유전자 등을 이용하여

형질전환을 통한 ginsenosides의 과잉발현시킴으로써 분자적

신품종을 육종하려는 노력 등을 들 수 있다. 그러나 사포닌

생합성 경로가 모두 밝혀지지 않아서 이차대사산물을 증대 시

키는 식물의 연구가 더 진행되어야 하는 실정이다. 본 연구에

서는 인삼 사포닌 합성 관련 유전자가 분자적 signal에 관여

하는 PgCYP 유전자를 식물체에 도입시키기 위하여 식물 형

질전환에 널리 이용되는 담배를 이용하여 형질전환 시켜 보

았다. 실험 결과 PgCYP 유전자가 성공적으로 담배의 게놈

DNA에 도입된 것을 확인할 수 있었고 그 유전자가 mRNA

수준에서 안정하게 발현됨을 확인하였다. 따라서 이 결과를

기초로 향후 진세노사이드 생합성 증대에 관련된 유전자 발

현 특이성에 관한 연구가 필요하며 인삼뿐만 아니라 다양한

약용작물에 유전자를 도입하여 인삼 사포닌을 생산하는 작물

개발을 통한 유용유전자 분자육종으로 식물체의 가치를 증진

시킬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된다.

요 약

인삼으로부터 뽑은 PgCYP 유전자와 표지유전자인 NPTⅡ

유전자를 함유하고 있는 Agrobacterium tumefaciens GV3101

균주를 이용하여 담배 잎절편과 공동배양한 후 MS 기본배지

에 kanamycin 100 µg/ml, cefotaxime 500 µg/l, BA 2 mg/l

와 NAA 0.2 mg/l가 첨가된 선발배지에 치상하여 4주 후 항

생제가 첨가된 기본배지에서 발근시켰다. 생존한 선발체의 잎

을 이용하여 PCR 반응으로 도입유전자의 삽입여부를 확인하

였다. 또한 선발된 형질전환체를 이용하여 RT-PCR을 실시하

여 PgCYP 유전자가 담배식물에 안정적으로 도입되어 전사되

고 있음을 확인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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