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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공위액조건과 예열처리에 따른 GM 콩 도입단백질(CP4EPSPS)의 소화성 평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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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Gastrointestinal digestibility of new proteins inserted in the food supply is a significant parameter for assess-
ing the safety of GM foods based on the assumption that digestive stability is undesirable. In this study, we
performed in vitro digestion of CP4EPSPS, a new protein, expressed in genetically modified (GM) soybean in
order to evaluate its digestibility in three different ratios of simulated gastric fluid with preheating. Ratios of
GM soybean to simulated gastric fluid were 2:2, 2.5:1.5, and 1.5:2 and preheating was conducted at 100

o
C for

5 min. Electrophoresis and Western blotting were used to confirm changes in soybean protein patterns and
CP4EPSPS gene expression after in vitro digestion. At ratios in which the amount of gastric fluid was equal
to (2:2) or relatively higher than that of soybean (1.5:2), no CP4EPSPS (47.4 kDa) protein was detected after
15 seconds of simulated gastric fluid incubation, the earliest time interval evaluated. However, when the ratio
of GM soybean to gastric fluid was 2.5:1.5, CP4EPSPS was detected in 5 min and gradually decreased according
to time. After preheating, no CP4EPSPS protein was detected after 15 seconds under all conditions. From these
results, we concluded that the digestibility of CP4EPSPS in simulated gastric fluid increased upon preheating.
Accordingly, we suggest that it is important to account for the ratio of gastric fluid to GM food in in vitro
digestibility assessment models of GM foo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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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 론

유전자재조합 기술의 발달은 재래 육종법에서 불가능했

던 다른 종으로의 유전자 도입을 가능하게 하였고, 그 결과

새로운 단백질이 발현된 새로운 형질의 유전자재조합체가

생산·소비되게 되었다. 상업적으로 재배되는 유전자재조합

곡물은 콩, 옥수수, 카놀라, 감자, 토마토 등이 있으며, 현재

제초제 내성과 해충 저항성이 있는 유전자를 삽입한 농작물

들이 가장 널리 재배되고 있다(1). 이러한 새로운 도입유전

자들은 농작물의 대사기능을 변형시키고 영양을 향상시키

며 비생물 스트레스에 저항성이 강한 특성들을 가지고 있다

(2). 그러나 최근에는 유전자재조합식품이 제품의 원료나 식

품으로 섭취가 늘면서 유전자 상호작용에 의한 독성물질의

생성, 알레르기 유발, 유전자 전이, 항생제 내성, 살충제 남용

에 의한 암 발생의 증가(3,4)와 생태계에서는 유전자 오염(5)

등 인체 및 환경에 대한 안전성 문제에 대한 논쟁의 대상이

되고 있다.

유전자재조합식품의 안전성에 관한 주요한 쟁점 중의 하

나는 유전자재조합식품의 도입단백질이 인간이나 동물에게

알레르기를 유발하는 지의 여부이며(6), 이를 평가하기 위해

서 FAO/WHO에서는 도입단백질의 알레르기 유발물질

(allergen)로 알려진 아미노산 배열과의 유사성 및 in vi-

tro/ in vivo의 위장 및 장액조건에서의 소화성 평가를 권하

고 있다(7). 알레르기 유발물질은 인체소화기관(GI tract)의

변성 조건에 상대적으로 안정한 것으로 보고되어져 있으므

로, 인공 위·장액의 단백질 분해효소에 의한 도입단백질의

소화성을 평가하는 것으로 단백질의 안전성 및 알레르기 유

발가능성을 예측할 수 있다(6,8). 그러나 소화성을 평가하기

위한 표준화된 실험방법의 부재로 인해 측정된 소화성의 차

이가 나타나게 되는데, 이러한 차이는 pH, 펩신의 순도, 펩신

과 단백질 양의 비율, 단백질의 순도와 구조적 형성, 검출방

법의 차이 등이 있다(9). 따라서 유전자재조합 콩의 도입단

백질에 대한 안전성 및 알레르기 유발가능성을 예측하기 위

한 소화성 평가에 대한 실험방법의 표준화 설정이 필요하다.



인공위액조건과 예열처리에 따른 GM 콩 도입단백질(CP4EPSPS)의 소화성 평가 1311

      (a)          (b)

47.4 kDa
CP4EPSPS

  1   2   3    1  2   3

Fig. 1. (a) SDS-PAGE and (b) Western blot of CP4EPSPS
expressed in GM soybeans. Lane 1, purified recombinant
CP4EPSPS protein in E. coli system; Lane 2 and 3, GM soybeans.

Table 1. The ratio of GM soybean and simulated gastric fluid
(SGF) (mL)

Ⅰ Ⅱ Ⅲ

GM soybean mix
Simulated gastric fluid

2.0
2.0

2.5
1.5

1.5
2.0

국내에서 주로 가공·유통되고 있는 유전자재조합 콩

Roundup Ready는 제초제 저항성 콩으로 제초제 glypho-

sate나 glufosinate에 대해 저항성을 가지고 있으며, Agro-

bacterium sp. CP4에서 유래한 유전자를 함유하고 있는데,

이 삽입 유전자에서 5-enolpyruvyl shikimate-3-phosphate

synthase(CP4EPSPS)가 발현된다(10-12). 이러한 GM 콩들

은 두부, 두유, 콩기름, 된장, 스낵류 등 가공식품 형태나 사

료 등으로 광범위하게 이용되고 있다(13).

본 실험에서는 제초제 내성을 가지는 CP4EPSPS를 도입

시킨 유전자재조합 콩을 이용하여 인공위액의 비율에 따른

도입단백질의 소화 특성을 평가하고, 주로 조리하여 섭취하

는 콩의 섭취 형태를 고려하여 열처리가 유전자재조합 콩의

소화성에 미치는 영향을 살펴봄으로써 in vitro 소화성 평가

를 이용한 유전자재조합 콩의 안전성 평가를 위한 표준화

설정의 기초자료를 제공하고자 한다.

재료 및 방법

유전자재조합 콩 시료

제초제 저항성(CP4EPSPS) 콩이 포함된 기름유착용 수

입산 대두를 분쇄기로 분쇄한 후 aperture 1.0 mm(#18)와

710 μm(#25) 2개의 testing sieve를 차례로 사용하여 균일화

한 콩 분말 2 g에 15 mL의 20 mM phosphate buffer를 넣고

잘 혼합한 것을 소화성 평가를 위한 시료로 사용하였다. 예

열처리 시료는 100oC에서 5분간 중탕 가열하여 사용하였다.

인공위액조건에서의 유전자재조합 콩의 소화성 평가

20 mM phosphate buffer를 넣은 GM 콩 시료에 인공위액

(3.2 mg porcine pepsin/1 mL 0.1 M HCl)을 넣고 HCl 용액

으로 pH 2.0으로 조정한 후 37
o
C shaking water bath에서

1시간 동안 배양하면서 0초, 15초, 30초, 1분, 5분, 10분, 20분,

30분, 60분에 각각 20 μL씩 취하여 소화성을 평가하였다.

0초의 경우 0.2 M Na2CO3로 불활성화 시킨 pepsin액을 사용

하며, 15초 이후의 샘플에는 pepsin의 활성을 억제하기 위해

동량의 0.2 M Na2CO3를 넣어주었으며, 시료와 인공위액의

비율은 Table 1에 나타내었다.

단백질추출 및 정량

시간별로 얻어진 시료에 lysis buffer(2 M thiourea, 7 M

urea, 4%(w/v) CHAPS)와 1% DDT를 넣고 3시간 동안

shaking한 후에 12,000×g에서 30분간 원심분리 하여 단백

질을 추출한 후 상등액을 취하여 Bradford법으로 단백질을

정량하였다. 시약은 상업적으로 시판되는 Bio-Rad(Hercules,

CA, USA)의 단백질 정량 kit를 사용하였다.

SDS-PAGE 및 Western blot 분석

추출된 단백질 시료에 동량의 2×sample buffer(25 mL
4×Tris-Cl, 20 mL glycerol[20%(w/v)], 4 g SDS[4%(w/
v)], 2 mL 2-mercaptoethanol, 1 mg bromphenol blue[0.001

%(w/v)])를 섞어 95oC에서 5분간 끓여 ice에서 급냉시킨 후

12% SDS-PAGE 방법을 사용하여 Mini transblot cell

kit(Bio-Rad)에서 2시간 동안 100 volt로 전기영동 하여 단

백질의 패턴을 확인하였다. 전기영동 후에는 Mini transblot

cell kit(Bio-Rad)를 이용하여, gel상의 단백질을 4oC에서 30

volt로 13시간 동안 nitrocellulose membrane(Whatman,

Maidstone, UK)으로 이동시켰다. Membrane은 5% non-fat

milk로 2시간 blocking 시킨 후에 PBS-T buffer로 5분씩

6회 washing을 수행하였다. 일차항체인 EPSPS 다중항체는

5,000:1로 희석하여 2시간 동안 반응시킨 후 같은 방법으로

세척하였으며, 이차항체인 Anti-rabbit IgG는 10,000:1로 희

석하여 1시간 처리한 후 PBS buffer로 5분씩 6회 세척하였

다. 최종적으로 Western blotting 검출은 ECL(Amersham

Bioscience, Piscataway, NJ, USA)을 사용하여 도입단백질

의 소화 여부를 확인하였다. 전기영동과 Western blot의 이

미지는 Gel Doc XR System(Bio-Rad)을 이용하여 얻었으

며, optical density는 image analysis software인 Quantity

one(Bio-Rad)을 사용하여 측정하였다.

결과 및 고찰

유전자재조합 콩의 CP4EPSPS 단백질과 정제 CP4EPSPS

단백질의 비교

제초제 저항성을 나타내는 도입단백질 CP4EPSPS를 갖

는 유전자재조합 콩의 단백질추출물을 SDS-PAGE 젤을 이

용한 전기영동에 의해 분리하였으며, 유전자재조합 콩 단백

질의 전기영동패턴은 Fig. 1과 같다. 펩신 내성 실험에는 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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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2. SDS-PAGE (top) and Western blotting (bottom) analysis of CP4EPSPS expressed in GM soybeans by three different
ratios of simulated gastric fluid.

Table 2. Digestibility of CP4EPSPS expressed in GM soy-
beans by three different ratios of simulated gastric fluid

Incubation time
(min)

Amount remaining (%)

Ⅰ1) Ⅱ2) Ⅲ3)

0
1/4
1/2
1
5
10

100.04)

81.8±2.7
ND5)

ND
ND
ND

100.0
98.2±2.5
66.8±4.6
32.3±1.9
12.1±1.8
ND

100.0
70.1±2.1
ND
ND
ND
ND

1)
GM soybean : SGF＝2.0:2.0.

2)
GM soybean : SGF＝2.5:1.5.

3)GM soybean : SGF＝1.5:2.0.
4)
The optical density of the 47.4 kDa band at each incubation
time as a percentage of that at 0 sec was determined. Data
are the average of two experiments.
5)ND: not detected.

래의 유전자재조합 식품에 함유되어 있는 단백질을 사용하

기보다는 대장균과 같은 미생물에서 대량으로 발현하여 분

리한 것을 사용하는 것이 일반적이다(14). 그러나 본 실험에

서는 유전자재조합 콩을 대상으로 도입단백질의 소화성을

평가하였기에 유전자재조합 콩의 CP4EPSPS 단백질의 유

무를 확인하기 위해 E. coli 단백질 발현 시스템에서 발현하

여 정제한 CP4EPSPS 단백질과 함께 Western blot 분석을

시행한 결과, 분자량 47.4 kDa인 CP4EPSPS가 유전자재조

합 콩에서 검출되었으며 두 단백질이 동일한 것으로 나타났다.

인공위액조건에 따른 유전자재조합 콩의 CP4EPSPS의

소화성 변화

도입단백질의 펩신 내성에 대한 소화성 평가 시 효소나

단백질의 양, pH, 온도 등 실험의 조건에 따라 다양한 결과가

나타날 수 있는데, 펩신의 pH 경우 국제생명과학위원회/국

제식품생명공학위원회에서는 pH 1.2에서 펩신 내성 실험을

하도록 정하고 있으나, CODEX에서는 Astwood가 사용한

미국약전에서 사용하는 방법(pH 2.0)을 권고하고 있다(15).

본 실험에서는 CODEX의 권고에 맞춰 펩신의 pH는 2.0으로

하였으며, 유전자재조합 콩과 펩신의 비율에 따른 도입단백

질 CP4EPSPS의 소화성을 비교한 결과, 조건 Ⅰ(시료 :인공

위액＝2.0:2.0＝1:1)과 조건 Ⅲ(시료 :인공위액＝1.5:2.0＝

1:1.3)의 단백질패턴은 유사하게 나타났으나, 조건 Ⅱ(시료

:인공위액＝2.5:1.5＝1:0.6)의 단백질패턴은 소화성이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Fig. 2). 이는 조건 Ⅱ의 경우 GM 콩 대비

펩신의 양이 다른 조건들보다 상대적으로 적었기 때문으로

(1:0.6) 위액에 존재하는 펩신에 의한 단백질의 소화가 펩신

의 양에 의해 영향을 받는다는 것을 나타낸다.

도입단백질인 CP4EPSPS의 소화성은 Western blot에 의

해 평가하였다(Fig. 2, Table 2). 0초의 경우 0.2 M Na2CO3로

불활성화 시킨 pepsin액을 사용하였으며, 15초 이후부터는

동량의 0.2 M Na2CO3을 넣어주어 펩신을 불활성화 시켰다.

인공위액조건 Ⅰ과 조건 Ⅲ에서 도입단백질인 CP4EPSPS

는 15초에 각각 18.2%, 29.9%의 소화성을 나타냈으나 30초

이후에는 모두 소화되어 검출되지 않았다. 이에 반해 인공위

액 조건 Ⅲ에서는 상대적으로 긴 시간인 5분까지 87.9%의

소화성을 보이다 모두 소화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Harrison 등(16)의 보고에 의하면, 일반적으로 in vitro 상

의 인공위액에서의 도입단백질의 분해실험에서 보통 1분 이

내에 90% 이상의 도입 단백질이 분해되는데 CP4EPSPS도

30초 이내에 90% 이상 분해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또한

상대적으로 분해시간이 긴 mCry3A, Cry1Ab, Cry34Ab1 등

도 10분 이내에 분해되는 것으로 알려져 있어 대부분의 발현

단백질이 펩신에 대한 저항성이 거의 없는 것으로 받아들여

지고 있다(9). 그러나 인공위액을 통한 펩신 내성 실험이 대

장균과 같은 미생물에서 발현시켜 정제한 단백질을 주로 사

용하는 반면, 본 실험에서는 도입단백질 외에도 다양한 단백

질을 함유하고 있는 유전자재조합 콩을 대상으로 한 점과

사용한 인공위액의 양, 펩신의 단위, 단백질의 양 등의 차이

에 의해 기존의 결과와는 다르게 나타난 것으로 사료된다.

따라서 도입단백질의 펩신 내성 즉 소화성 평가에서 펩신의

양 및 기타 요건들에 대한 실험방법의 표준화가 시급하리라

사료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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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3. SDS-PAGE (top) and Western blotting (bottom) analysis of preheated CP4EPSPS from GM soybeans by three different
ratios of simulated gastric fluid.

Table 3. Digestibility of preheated CP4EPSPS from GM soy-
beans by simulated gastric fluid

Incubation time
(min)

Amount remaining (%)

Ⅰ1) Ⅱ2) Ⅲ3)

0
1/4
1/2
1
5
10

100.0
4)

69.8±2.2
ND

5)

ND
ND
ND

100.0
73.9±3.5
ND
ND
ND
ND

100.0
45.7±3.8
ND
ND
ND
ND

1)
GM soybean : SGF＝2.0:2.0.

2)
GM soybean : SGF＝2.5:1.5.

3)
GM soybean : SGF＝1.5:2.0.
4)
The optical density of the 47.4 kDa band at each incubation
time as a percentage of that at 0 sec was determined. Data
are the average of two experiments.
5)
ND: not detected.

예열처리에 따른 유전자재조합 콩의 CP4EPSPS의 소화

성 평가

유전자재조합식품의 안전성을 고려할 때 재조합 유전자

의 삽입에 의해 만들어지는 단백질과 새로운 유전자가 삽입

됨으로써 게놈상의 발현 유전자의 변화에 의해 나타나는 단

백질 및 이를 효소로 하여 만들어지는 2차 대사산물이 문제

가 될 수 있다(14). 단백질의 안전성은 급성독성과 알레르기

성이 알려져 있으며, 이 중 알레르기성이 가장 주목받고 있

다. 이에 알레르기성 변화에 대한 다양한 연구들이 많이 진

행되고 있는데 그중 가열처리에 따른 식품의 알레르기성 변

화에 대한 연구가 활발하게 진행되고 있다. 참치나 연어의

경우에는 가열처리 후에 알레르기성을 상실하는 것으로 보

고되고 있고(17), 계란의 경우에는 열처리 후에도 알레르기

성이 계속 존재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으며(18), 콩의 알레르

기성은 가열처리에 의해 변화되지 않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19). 또한 Astwood 등(6)이 땅콩과 대두의 주요 알레르겐은

시금치의 ribulose bis-phosphate carboxylase/xygenase와

같이 알레르겐이 아닌 것보다 인공위액에서 더 안정하다는

사실을 보고한 이후 펩신소화에 대한 내성이 알레르기성의

주요한 요인으로 인식되어 왔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콩이 주로 가열처리를 한 후 섭취하

는 식품이기 때문에, 100
o
C에서의 예열처리에 의한 도입단

백질의 변성과 그에 따른 인공위액 조건에서의 내성 즉 소화

성의 변화를 알아보았다. Fig. 3에 나타낸 바와 같이 예열처

리를 하지 않은 단백질패턴(Fig. 2)과 비교해볼 때 예열처리

에 의한 단백질의 변성은 도입단백질의 소화성을 증가시켰

으며, Western blot 결과에서 조건 Ⅰ, Ⅱ, Ⅲ 모두에서 도입

단백질 CP4EPSPS가 15초 내에 완전히 소화되었다. 특히

조건 Ⅱ의 경우는 인공위액의 비율이 상대적으로 낮음에도

예열처리에 의해 소화성이 많이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Table 3).

이는 정제된 형태의 CP4EPSPS와 GM 콩 유래 CP4EPSPS

둘 다 예열처리에 의해 인공위액 및 인공장액 조건에서의

소화성이 증가하였다는 Harrison 등(16)과 Okunuki 등(20)

의 보고와도 일치하는 것이다. Kim 등(21) 또한 GM 콩으로

만든 두부와 된장의 분석을 통해 마쇄, 건조, 데치기, 끓이기

등의 가공과정에 의해 CP4EPSPS가 분해된다고 보고한 바

있으며, Pack 등(22)도 열처리나 고압열처리와 같은 강력한

가공처리가 도입유전자가 검출이 되지 않을 정도로 DNA와

단백질을 작은 절편들로 파괴함으로써 GM 작물을 가공식

품의 형태로 섭취할 경우 그 위험성은 크게 줄어든다고 보고

한 바 있다. 이와 마찬가지로 본 실험에서도 유전자재조합

콩에 대한 예열처리가 도입단백질 CP4EPSPS의 펩신에 대

한 내성을 많이 감소시킴을 알 수 있었다.

요 약

본 실험은 제초제 내성을 가지는 CP4EPSPS를 도입시킨

유전자재조합 콩을 이용하여 인공위액의 비율에 따른 도입

단백질의 소화특성을 평가하고, 열처리가 유전자재조합 콩

의 도입단백질의 소화성에 미치는 영향을 살펴보았다. 유전

자재조합 콩과 펩신의 비율에 따른 도입단백질 CP4EPSPS

의 소화성은 인공위액 즉 펩신의 양에 따라 차이를 나타내

유전자재조합 식품의 도입단백질에 대한 소화성 평가에서

펩신의 양이 중요한 요인이 됨을 알 수 있었다. 또한 유전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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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조합 콩에 대한 예열처리가 도입단백질 CP4EPSPS의 펩

신에 대한 내성을 많이 감소시켜 소화성을 높이는 것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앞으로 유전자재조합식품의 안전성을 평

가하는 in vitro 소화평가 시험에서 생리학적 측면에 근거한

인공위액의 비율을 반영함으로써 보다 정확한 도입단백질

의 소화성에 대한 평가가 필요하리라 사료되며, 또한 콩의

주요 섭취방법인 열처리에 따른 도입단백질의 소화특성을

평가함으로써 유전자재조합 콩의 안전성에 대한 신뢰도 제

고를 위한 기초자료가 될 것으로 기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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