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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Two-dimensional gel electrophoresis (2-DGE) is 
one of the most important technologies for high-resolution 
separation of proteins for proteomics. In this study, we 
present a detail 2-DGE protocol which allows detection and 
quantification of total plant proteins separated on gels to 
improve matching in image analysis. This protocol high-
lighted here may be useful for researchers, who like to first 
study for the development of protein biomarkers involved in 
development, biotic and abiotic stresses in plant.

Keywords 2-DGE, proteomics, biotic stresses, abioti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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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 론

1994년 이탈리아 시에나에서 개최된 최초의 2-DGE (Two- 
dimensional gel electrophoresis) 학술회의에서 “프로테옴 

(Proteome)”이란 개념 (The protein complement of the genome)
이 마크 윌킨스에 의하여 정의된 이후 10여 년의 시간을 

거쳐 단백질과 유전학의 합성어인 “프로테오믹스 (Protein 
and genomics)”라는 거 한 학문 분야가 발전하게 되었다 

(Patterson et al. 2003).
  단백질체학은 세포 생리에 직접적으로 영향을 주는 단

백질들의 질적･양적 변화와 생장･발달･환경요인에 반응

하는 동안의 세포 상태 및 기작 변화를 분석하는 것이 가

능한 복합적이고 동적인 생리 시스템을 이해할 수 있는 

학문이다. 전사 수준에서의 유전자 발현이 초기 전달 단

계에 관련하여 중요한 정보를 제공하기는 하나, mRNA의 

수준이 관련 단백질의 양과 항상 일치하지는 않은 경우

가 종종 발견되었다 (Ideker et al. 2001). 그 예로, alternate 
splicing, mRNA processing, 단백질 가수분해, 전사 후 변형 

(post translational modification, PTM) 등 여러 작용으로 인

하여 하나의 유전자가 여러 종류의 단백질을 생산할 수 

있으며, 이는 전사체 수준에서 생물학을 완전히 이해하

는 것에 한계가 있음을 보여준다. 이러한 이유에서 단백

질체학은 단순한 단백질 기능 및 조절 측면의 연구를 넘

어 단백질 발현 비교, PTMs, 다른 단백질과의 상호작용, 
subcellular localization, 활성 및 구조와 같은 연구 영역을 

넓히고 있다 (Chen et al. 2006).
  단백질체학은 기술 관련 측면과 그 개념에 한 review 
논문들이 다른 학문들에 비하여 상 적으로 많이 발행되

었다. 이것은 단백질체학의 학문적 영향력이 증 되고 

있음을 의미하는 반면, 기술과 전문지식의 발달 및 개선

이 필요한 상황임을 뜻한다고 볼 수 있다. 특히 장균, 
효모와 같은 미생물에서 인간과 같은 포유동물을 모델로 

한 단백질체학적 조사가 상당히 진척되었으나 (Rabilloud 
et al. 2011) 이에 비하여 식물 단백질체학은 여전히 초기

단계의 수준에 머물고 있다. 하지만 많은 모델 식물들 

(애기장 , 벼, 콩, 옥수수, 포플러)의 유전자서열 분석이 

완료되고, 최소 31개의 식물 종의 유전자 지표와 ESTs가 

이용 가능하게 되면서, 식물 단백질체학은 식물 생화학 

분야에서 급속도로 발전하고 있다 (Chen et al. 2006).
  최근 Lee등은 지난 5년간 (2005 ~ 2010년) 한국 연구자

들 사이에서 출판된 논문들과 연구주제를 소개하였다. 
많은 연구자들이 작물을 상으로 하는 생물학적 문제를 

풀기 위한 연구를 진행하고 있고, 연구 주제로는 표적 

쌍떡잎 식물체인 애기장 에서부터 외떡잎 작물인 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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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1 A list of protein extraction methodologies used for proteome analyses

No. Extraction
Name Methods References

1 TCA 
precipitation

Precipitation Acetone/20% TCA/0.2% DTT Carpentier et al. 2005
Washing step Acetone/0.2% DTT

2 TCA/acetone 
precipitation 

and 
fractionation

Precipitation Acetone/20% TCA/0.2% DTT Giavalisco et al. 2003
Carpentier et al. 2005Resuspension Lysis buffer Ⅰ: 9.5 M urea, 2% CHAPS, 0.8% IPG-buffer, 

65 mM DTT
Lysis buffer Ⅱ: 7 M urea, 2 M thiourea, 4% CHAPS, 0.8% 
IPG-buffer, 65 mM DTT

3 No 
precipitation 
fractionation

Extraction buffer Ⅰ 50 mM Tris-HCl pH 7.1, 100 mM KCl, 20% w/v glycerol, 
complete mini protease inhibitor

Carpentier et al. 2005

Extraction buffer Ⅱ 100 mM Trish-HCl pH 7.1, 200 mM KCl, 4% CHAPS, 20% 
w/v glycerol, complete mini protease inhibitor, 23% aliquot 
of 700 mM DTT, 1% IPG buffer, 7 M urea, 2 M thiourea

4 TCA/acetone Precipitation Accetone containing 10% TCA, 1% PVPP, 2% β-mercaptoethanol
Saravanan et al. 2004

Extraction buffer 1% polyvinylpolypyrrolidone, 0.7 M sucrose, 0.1 M KCl, 
0.5 M Tris-HCl pH 7.5, 500 mM EDTA, 1 mM PMSF, 2% β-mercaptoethanol

Storage buffer Acetone containing 10% TCA, 1% PVPP, 2% β-mercaptoethanol
5 TCA/acetone Extraction buffer 8 M urea, 2% v/v of NP-40, 0.8% v/v   ampholine, pH 3.5 

to 10, 5% v/v 2-mercaptoethanol and 5% w/v 
polyvylproolidone-40

Meyer et al. 1988

Precipitant 10% TCA in acetone containing 0.07% DTT
Resuspension 10% TCA in acetone containing 0.07% DTT
Washing Acetone containing 0.07% DTT
Precipitant Acetone

6 Two-step 
extraction

Precipitation Acetone with 10%(w/v) TCA and 0.07% 2-cercaptoethanol Cho et al. 2006
Washing Acetone with 0.07% 2-mercaptoethanol, 2 mM EDTA, and 

EDTA-free protease inhibitor cocktail tablets
Solubilizing buffer Lysis buffer (LB)-TT: 7 M urea, 2 M thiourea, 4% (w/v) 

3-[(3-cholamidopropyl) 
dimethylammoniaol]-1-propanesulfonate, 18 mM Tris-HCl 
(pH 8.0), 14 mM trizma base, two EDTA-free protease 
inhibitor cocktail tablets, 0.2% (v/v) Triton x-100(R), and 
50 mM dithiothreitol (DTT)]

Purification/clean-up Acetone
7 Phenol 

extraction
Resuspension phenol (Tris-buffered pH 8.0), Dense SDS buffer (30% 

sucrose, 2% 2-mercaptoethanol)
Wang et al. 2003
Meyer et al. 1988

Precipitation Methanol plus 0.1 M ammorium acetate
Washing step Methanolic ammonium acetate

80% acetone
8 Phenol 

extraction
Extraction buffer 1% polyvinylpolypyrrolidone, 0.7 M sucrose, 0.1 M KCl, 

0.5 M Tris-HCl pH 7.5, 500 mM EDTA, 1 mM PMSF, 2% β-mercaptoethanol

Hurkman et al. 1986
Saravanan et al. 2004

Tris-HCl pH 7.5-saturated Phenol
Storage buffer Saturated ammonium acetate in methanol

9 Combines 
TCA/acetone 
and methanol 
washes and a 

phenol 
extraction

Washing step 10% TCA/acetone Wang et al. 2006
80% acetone containing 0.1 M ammonium acetate
80% acetone

Extraction buffer 1:1 phenol (pH 8.0) / SDS buffer
Washing step 100% methanol

80 acetone

그 외 중요 작물들 – 밀, 옥수수, 콩, 유채, 메밀, 바나나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식물체가 이용되고 있다. 또한 biotic 
(세균, 곰팡이류, 바이러스성 병원체 등), abiotic 스트레스 

(농약, 추위, 건조, 열, 중금속, 광, 오존, 염, UV-B, 휘발성 

유기 화합물, 침수 등)를 받은 식물체의 반응을 단백체 

기술들을 이용해 연구하는 방법이 주로 소개되었다 (Lee 
et al. 2011). 
  2-DGE기술은 단백질체학의 시작과 발전을 함께 하였

다. 2-DGE 는 단백질간 패턴을 비교하여 단백질을 동정 

할 수 있는 기술이며 다양한 세포 상태에서 단백질 발현 

변화와 관심 단백질의 특성에 한 정보를 얻을 수 있다. 
이러한 단백질체학적 접근법은 의학, 생물학, 생화학, 약
학 조사 등의 다양한 주제들에 한 연구에 상당히 중요

한 역할을 수행하여 왔다 (Wittmann‐Liebold et al. 2006).  
  2-DGE는 전세포 추출물 같은 복합 단백질 혼합물의 

큰 집단의 양적 발현 프로파일링을 반복하여 적용할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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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2 Reagents used for 2-DGE analysis

No. Reagents Company name Catalog No.
1 Acrylamide Amresco 0341
2 Agar Junsei Chmical 24440-1201
3 Agarose, low melting point Sigma A9414
4 Ammonium acetate Amresco 0103
5 Ammonium persulfate Amresco 0486
6 Ammonium sulfate Dae jung 255A0251
7 Bisacrylamide Amresco 0172
8 Bromophenol Blue Amresco 0449
9 Briiliant Blue G-250 USB 32812
10 CHAPS USB 13361
11 DTT USB 15397
12 Glycerol Amresco 0854
13 Glycine USB 16407
14 Iodoacetamide Amresco M216

15 IPGphore strip (Immobiline DryStrip pH 4-7) GE Healthcare 17-1233-01 (18 cm)
17-6002-46 (24 cm)

16 Low melting agarose Sigma 9012-36-6
17 MgCl2 Junsei, 19275-0301
18 Mineral oil Sigma, M8410
19 Nonidet P-40 Amresco, E109
20 IPG buffer, pH 4-7 GE Healthcare 17-6000-86
21 Protein ladder Thermo Scientific SM0671
22 Phenol DAE JUNG 6521-4400
23 Phosphoric acid Junsei, 84045-0350
24 SDS Amresco 0227
25 TEMED Sigma T7024
26 Thiourea Invitrogen 2T10002
27 Tris Amresco 0826
28 Urea Amresco 0568
29 β-mercaptoethanol Sigma M6250
30 2-DE Quant Kit GE Healthcare 80-6483-56

있는 기술로 간단히, 일차원 IEF (IsoElectric Focusing)와 

이차원 SDS-PAGE (Sodium Dodecyl Sulfate - PolyAcrylamide 
Gel Electrophoresis)를 결합한 것이다. 등전점 (pI), 분자량 

(Mr), 용해성에 따라 복합단백질 혼합물을 분리하여, gel 
크기와 pH gradient 정도에 따라 동시에 5,000개 이상의 

단백질을 확인할 수 있으며, spot 당 1 ng보다 적은 단백

질을 동정 할 수 있다 (Görg et al. 2004). 2-DGE 를 통하여 

단백질을 분리한 후, 선택한 단백질 spot들을 mass spectrometry 
(MS) 기술 (MALDI-TOF, LC MS/MS)을 적용하여 동정하

는 방법은 현재 단백질체 정량 분석의 표준 방법이라 할 

수 있다. 2-DGE와 단백질 MS관련 중요 기술들은 이 통합 

기술이 개발되면서 분석 감도를 높이고, 재현성의 향상 

및 분석 처리시간 단축 등의 발전을 보이고 있다 (Gygi 
et al. 2000). 
  무엇보다 단백질체 연구에 있어 시료의 준비는 연구 

결과에 영향을 미치는 중요한 단계이다. 특히, 다른 생물

체들과 비교하여 식물은 세포에 protease를 다량 함유하

고 있고 단백질체 분석을 방해하는 구성요소 (Rubisco, 색
소, 지질, 탄수화물)가 많아 고해상도의 단백질 분리에 

더욱 문제가 되어왔다 (Chen et al. 2006). 따라서 많은 연

구자들이 효과적인 식물 단백질 추출 방법들에 한 연

구결과를 보고하고 있다 (Table 1).
  본 논문에서는 2-DGE를 수행하는 데 있어 중요 개념

을 이해하고 시약의 성분과 조성, 실험에 있어 중요하고 

도움이 되는 노하우와 단백질 추출 방법을 자세히 기재

함으로써 처음으로 2-DGE을 이용한 단백질체 분석을 원

하는 연구자들에게 좋은 정보가 될 것으로 기 한다.

재료 및 방법

이차원 전기영동분석을 위한 재료 및 시약

본 논문에 사용된 콩 종자와 수수 종자는 농촌진흥청 기

능성작물부, 감자 뿌리는 국립농업과학원으로부터 분양 

받았다. 고구마, 콩, 담배의 경우, 22℃, 70% 상 습도에

서 16시간의 광 조건으로 배양실에서 종자를 파종하여 

키운 어린 잎을 사용하였다. 2-DGE 분석 수행 과정에 필

요한 시약명과 회사명, 제품 번호를 Table 2에, 사용되는 

기기 모델명을 Table 3에 기재하였다. 또한 분석에 쓰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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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3 Instruments used for proteomics analysis

No. Instruments Images Model name

1 Centrifuge Hanil, MICRO17TR

2 Hanil, Combi-514R

3 Circulator Amersham Biosciences, MultiTemp Ⅲ

4

Electrophoresis

Amersham Biosciences, Ettan IPGphorⅡ

5 Amersham Biosciences, Ettan DALTsix

6 Scanner Amersham Biosciences, ImageScanner

7

Shaker

Daihan, Digital Rocker RK-1D

8 Jeio tech, SK-71

9 Spectrophotometer Mecasys, POTIZEN 1412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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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4 Protocols for buffers preparation used for 2-DGE analysis

No. Buffer name Methods
1 MgNP-40 protein 

extraction buffer
Tris 60.57 g (0.5 M Tris-HCl, pH 8.3), Nonidet P-40 20 ml (2% NP-40), 1.904 g (20 mM 
MgCl2)을 증류수 1 L (final vol.)에 녹인 후, 6 M HCl을 이용하여 pH 8.3으로 조정한다. 
magnetic bar를 넣은 상태로 autoclave를 시행하고, 충분히 섞어준 후 magnetic bar를 제거, 
4℃ 냉장 보관하여 사용한다.

2 Water saturated phenol Phenol (DAE JUNG, 1 kg)을 60℃ 오븐에서 완전히 녹인다. Phenol과 1:1의 비율로 증류수
를 첨가하고 미량의 8-hydroxyquinoline를 넣어 산화를 방지해준다. 교반기를 이용해 3시간 
이상 섞는다 (후드에서 작업). 한 차례 더 반복한 후, phenol층과 물 층이 구분되도록 안정화
시킨다. 물 층을 충분히 따라내고 갈색 병에 4℃ 냉장 보관한다.

3 Methanol containing 0.1 M 
ammonium acetate 

① 10 M Ammonium acetate
Ammonium acetate 154.16 g을 증류수 200 ml (final vol.)에 녹여 10 M Ammonium acetate
를 만들고 상온 보관하여 사용한다.
10 M ammonium acetate 10 ml을 methanol 1 L (final vol.)에 녹여 4℃ 냉장 보관하여 사용
한다.

4 IEF gel rehydration buffer ① 2 M DTT 
DTT 0.093 g을 증류수 300 μl에 녹인 후, 15 μl씩 분주하여 -20℃ 냉동 보관한다.
② Bromophenol blue solution
Bromophenol blue를 0.5 M Tris-HCl pH 6.8 4xbuffer에 녹여, 조금씩 덜어 사용한다. 상온
보관하며, 매번 녹여 쓰는 번거로움이 없고, rehydration buffer가 항상 일정한 색을 띠는 장
점을 가진다.
Urea 10.5 g (7 M), Thiourea 3.8 g (2 M), CHAPS 1 g (4%)을 증류수 25 ml (final vol.)에 
녹인 후, 1.5 ml tube에 1330 μl씩 분주하여 -20℃ 냉동 보관한다. 사용 시, 완전히 녹인 후, 
2 M DTT 13.5 μl (20 mM), IPG buffer 7 μl (0.5%), bromophenol blue solution 15 μl를 
넣어 사용한다.

5 SDS-PAGE gel ① 30% Acrylamide 
Acrylamide 300 g (30%), Bis-acrylamide 8 g (0.8%)를 1 L (final vol.)의 증류수에 녹여 
필터 후, 4℃ 냉장 보관하여 사용한다.
② 1.5 M Tris-HCl pH 8.8 4xbuffer
Tris 181.71 g을 증류수 1 L (final vol.)에 녹여 6 M HCl로 pH 8.8을 맞추고 필터 후, 4℃ 
냉장 보관하여 사용한다.
③ 0.5 M Tris-HCl pH 6.8 4xbuffer
Tris 60.57 g을 증류수 1 L (final vol.)에 녹여 6 M HCl로 pH 6.8을 맞추고 필터 후, 4℃ 
냉장 보관하여 사용한다.
④ 10% SDS
SDS 10 g을 증류수 100 ml (final vol.)에 녹이고, 상온 보관하여 사용한다. 실내 온도가 
떨어져 밤사이 결정화 되었을 시, water-bath나 오븐에서 완전히 녹인 후 사용한다.
⑤ 10% APS
Ammonium persulfate 1 g을 증류수 10 ml (final vol.)에 녹인 후, 4℃ 냉장 보관하여 사용
한다. APS는 polymerization에 결정적인 역할을 하므로 시약은 습기가 낮은 곳에 보관하여 
신선한 상태를 유지하는 것이 중요하므로 10% APS는 소량씩 만들어 사용한다.

6 Sealing low melting 
agarose /
sealing agar

① Sealing agarose
Low melting agarose 0.2 g, 0.5 M Tis-HCl pH 6.8 4xbuffer 5 ml, 증류수 15 ml을 중탕하
여 전자레인지로 완전히 녹인다. 10% SDS 200 μl을 첨가하여 섞어주고, 사용 전까지 60℃ 
오븐에 보관한다.
② Sealing agar
Agar 2 g을 증류수 100 ml (final vol.)에 전자레인지를 사용해 완전히 녹이며, 사용 전까지 
60℃ 오븐에 보관한다.

7 Tank buffer Glycine 72 g, Tris 15 g, SDS 5 g을 증류수 5 L (final vol.)에 녹이고 사용 전까지 4℃ 
냉장 보관하여 차갑게 해둔다.

8 Equilibration buffer 0.5 M Tris-HCl pH 6.8 4xbuffer 100 ml (50 mM), Urea 141.14 g (6 M), Glycerol 120 
ml (30%), SDS 8 g (2%)을 증류수 400 ml (final vol.)에 완전히 녹이고, Bromophenol blue 
solution 2 ml을 첨가한다. 30 ml씩 50 ml 팔콘에 분주하여 -20℃ 냉동 보관하여 사용한다.

9 Staining/Destaing solution ① Staining solution
Coomassie G-250 1 g (0.1%)을 Methanol 340 ml (34%)에 녹인다 (2 L 비커 사용). Ammonium 
sulfate 170 g (17%)을 증류수 600 ml에 녹인 후, phosphoric acid 36 ml (3%) 첨가하여 
고루 섞어준다 (1 L 비커 사용). Phosphoric acid가 든 용액을 coomassie가 든 용액에 조금
씩 부어준다. 사용 전까지 렙으로 methanol이 증발되지 않게 덮어주고 magnetic bar를 이용
해 계속 섞어준다.
② Destaining solution
Methanol 300 ml(30%)을 증류수 1 L (fianol vol.)과 섞어준다.

는 모든 buffer 제조법들을 진행 순서에 따라 Table 4에 제

시하여 각 단계에 필요한 buffer를 알기 쉽도록 하였다.
단백질 추출

Table 1에서 많은 단백질 추출 방법이 소개되었으나, 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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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1 Flowchart of protein extraction used for crop proteomics analysis

Table 5 Methods for the protein quantification for use of 2-DGE

Procedure Methods
1 정량하고자 하는 단백질을 녹인 rehydration buffer에서 5 μl를 1.5 ml microcentrifuge tube에 담는다

2 각 tube당 precipitant 500 μl을 첨가하고 2 ~ 3분 간 상온에 둔다

3 각 tube 당 co-precipitant 500 μl을 첨가하고 부드럽게 섞어준다

4 10,000 이상의 rpm으로 5분 간 원심분리를 시행하며 이때의 침전물이 단백질이다

5 상등액을 제거하고 가볍게 원심분리하여 남아있는 상등액을 마이크로 피펫을 이용하여 완전히 제거한다

6 Copper solution 100 μl, 증류수 400 μl을 첨가하여 침전물을 완전히 녹인다

7 Working color reagent 1 ml을 첨가하고 즉시 섞어준다

8 15 ~ 20분 간 상온에 둔다

9 480 nm로 각 시료의 흡광도를 측정한다

논문에서는 식물 단백질 추출에 보편적으로 사용되는 

phenol을 이용한 추출법을 설명하고자 한다. Trypsin inhibitor
가 다량 함유된 콩 종자의 경우를 제외하고 부분의 시

료의 경우 액체질소를 이용하여 단백질이 파괴되지 않도

록 갈아야 한다. Figure 1에 소개 된 추출 방법을 자세히 

설명하자면, 0.5 g의 식물 조직을 세포벽이 파괴되도록 

액체질소를 부어 고운 가루가 되도록 갈아준다. 보관 시 

가루를 액체질소와 함께 50 ml centrifuge tube (Thermo, 
3119-0050)에 부어 옮기는 과정 중 단백질이 파괴되지 않

도록 해주며 -70℃ 초저온 냉동 보관 한다. 사용 시에는 

시료가 녹지 않도록 얼음에 보관하여 즉시 단백질 추출 

시약 (Mg/NP-40 protein extraction buffer) 20 ml을 넣어준

다. 추출 시약에 충분히 섞어 준 후, 12,000 rpm, 4℃, 10 
분 간 원심 분리를 시행한다. 상등액만을 새 centrifuge 
tube에 따라내어, phenol 10 ml을 첨가 후 강력하게 섞어

준다. 다시 원심 분리하여 phenol 층만을 새 centrifuge tube
에 옮기고 0.1 M ammonium acetate가 함유된 methanol (0.1 
M ammonium acetate solution)을 phenol 부피의 4배 양으로 

첨가하여 고루 섞고, 1시간 동안 -20℃ 냉동 보관하여 침

전시킨다. 다음 단계는 washing 단계로써, 원심 분리하여 

침전물만 남기고 0.1 M ammonium acetate solution 10 ml을 

넣어 현탁 시킨 후 원심 분리하는 washing 과정을 세 반

복하고, 80% acetone으로 두 차례 더 washing한다. Washing 
과정에서는 12,000 rpm, 4℃, 5 분 간 원심 분리를 시행하

며 마지막으로 1 ml 80% acetone을 첨가하여 1.5 ml micro-
centrifuge tube에 단백질을 모으고 pellet pestle 을 이용하

여 완전히 현탁 시킨 후, -20℃ 냉동 보관한다.

단백질 정량

추출된 단백질은 2-DE Quant Kit (Table 2 참조)를 이용하

여 정량 분석하였다. Table 5에 기재된 Kit사용법을 상세

히 설명하자면, 먼저 80% acetone에 보관된 단백질을 필

요한 양만큼 microcentrifuge tube에 옮기고 원심 분리하여 

아세톤을 완전히 제거한 후, rehydration buffer (Table 4 참
고)에 녹인다. Pellet pestle을 이용하여 완전히 녹인 후, 2
분간 원심 분리하여 buffer에 녹지 않는 찌꺼기를 가라앉

힌 후, 5 μl씩 1.5 ml microcentrifuge tube에 담는다. 500 μl 
precipitant를 첨가하여 섞어준 뒤, 상온에 2 ~ 3분 간 둔다. 
500 μl co-precipitant를 첨가하여 가볍게 섞어주고 1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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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6 Composition of polyacrylamide gels for SDS-PAGE

13% Separation gel
Number of the gels 30%1) ddH2O 4 x buffer2) 10% SDS 10% APS TEMED

4 gels 138.2 ml 90.9 ml 80 ml 6.4 ml 3.2 ml 160 μl
5 gels 155.5 ml 102.2 ml 90 ml 7.2 ml 3.6 ml 180 μl
6 gels 172.8 ml 113.6 ml 100 ml 8 ml 4 ml 200 μl

5% Stacking gel
Number of the gels 30%1) ddH2O 4 x buffer3) 10% SDS 10% APS TEMED

~4 gels 2.1 ml 9.2 ml 1.6 ml 83 μl 83 μl 25 μl
5 gels 2.6 ml 11 ml 2 ml 100 μl 100 μl 30 μl
6 gels  3 ml 12.8 ml 2.3 ml 117 μl 117 μl 35 μl

1) 30% Acylamide, 0.8% bisacrylamide
2) 1.5 M Tris-HCl pH 8.8 4xbuffer
3) 0.5 M Tris-HCl pH 6.8 4xbuffer

Fig. 2 Views of procedure for gel casting, rehydration of IPG strips, and protein sample application step

rpm 이상으로 5분간 원심 분리한다. 이때 보이는 침전물

이 단백질이며 원심 분리가 완료되는 즉시 상등액을 따

라내고 quick spin down시켜 남은 상등액을 완전히 제거

한다. 100 μl copper solution과 400 μl 증류수를 첨가 후, 
침전물이 완전히 용해될 때까지 섞어 준다. 각 튜브당 1 
ml working color reagent (color reagent A: B=100:1) 첨가하

며 즉시 부드럽게 섞어준다. 상온에서 15 ~ 20분간 두고, 
spectrophotometer (Table 3 참조)를 이용하여 480 nm 파장

에서 단백질 농도를 측정한다.

SDS-PAGE

분자량에 따라 단백질을 분리하는 전기영동기기는 Ettan 
DALTsix Electrophoresis Unit (Table 3 참조)을 사용하였다.
  유리판 (Gel Casting Cassettes), spacer, separating sheets 를 

70% ethanol을 사용하여 깨끗이 닦는다. 유리판의 짝을 

맞추어 닦은 면이 서로 마주보도록 하고 수평을 맞추어 

겹친다 (Fig. 2-1). 유리판들을 gel caster에 순차적으로 두

고 caster의 조립 면에 vaseline을 발라 buffer가 새는 현상

을 방지한다. 조립 후, spring clamp를 물려준다. Separating 
gel 조성은 Table 6에 제시한 필요한 gel의 개수에 맞추어 

조제한다. 최종적으로 TEMED를 첨가하기 전, magnetic 
bar를 이용하여 separation gel mixture를 완전히 섞어주고 

TEMED 첨가하여 한 차례 더 섞어준다. 첨가 직후부터 

gel이 굳기 시작하므로 충분히 섞은 mixture는 곧바로 사

용한다. Mixture를 유리판 상위 1 cm정도의 공간을 남기

고 공기방울이 생기지 않도록 채워준다 (Fig. 2-2). 유리판 

사이에 butanol을 마이크로 피펫을 사용하여 200 μl씩 두 

차례 분주하여 mixture 상층부를 평탄화한다. Gel caster의 

수평을 맞추고 약 1시간동안 polymerization화 시킨다. 완
전히 굳으면 gel caster를 기울여 butanol과 잔여 용액을 버

리고, 증류수로 여러 차례 세척한다. Caster의 빈 공간을 

증류수를 채워 gel 표면이 공기와 닿아 마르지 않게 하

고, 증류수로 적신 filter paper를 덮어 준 다음, 랩으로 감

싸 증발되지 않도록 한다. Equilibration 단계까지 4℃ 냉
장 보관한다.

IEF gel rehydration

Strip 길이에 따라 rehydration buffer의 양 (18 cm는 350 μl, 
24 cm는 450 μl)을 달리하여 rehydration tray에 기포가 생

기지 않도록 고루 분포시킨다. 이때의 buffer는 정량한 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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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7 Guidelines for running condition of 18 ~ 24 cm Immobiline DryStrip gels on Ettan IPGphor II Isoelectric Focusing Unit

Strip length Step State Voltage Time Strip length Step State Voltage Time

18 cm

1 Step 50 V 6 hr

24 cm

1 Step 50 V 4 hr
2 Step 100 V 1 hr 2 Step 100 V 1 hr
3 Gradient 500 V 1 hr 3 Gradient 500 V 1 hr
4 Gradient 1000 V 1 hr 4 Gradient 1000 V 1 hr
5 Gradient 2000 V 1 hr 5 Gradient 2000 V 1 hr
6 Gradient 4000 V 2 hr 6 Gradient 4000 V 2 hr
7 Gradient 8000 V 5 hr 7 Gradient 8000 V 5 hr
8 Step 8000  6 hr 8 Step 8000 V 9 hr
9 Step 50 V 6 hr 9 Step 50 V 6 hr

Fig. 3 Views of procedure for equilibration of IPG strips focused 

백질 시료가 녹아있는 상태이며 이와 같은 방법을 In-gel 
rehydration이라 한다 (Cup-loading의 경우 rehydration buffer
만으로 strip을 rehydration 시킨 후, sample을 녹인 buffer를 

cup을 이용하여 loading한다). -70℃에서 꺼낸 IPGphore 
strip (Table 2 참고) 끝을 핀셋으로 잡고, strip에 붙은 필름

을 떼어낸다. Gel이 있는 면이 buffer와 마주보도록 strip 
holder 위에 올려 놓는다. 이때, 기포가 생기지 않도록 주

의하면서 strip의 gel부분에 buffer가 고루 닿도록 움직여

주면서 놓는다 (Fig. 2-3). 증발을 막기 위하여 mineral oil
을 가장자리에서부터 각 홈 당 3 ml씩 넣는다. Rehydration 
tray 뚜껑을 덮고, 수평을 맞춘 후 빛을 차단하여 밤새 

(5-6시간 이상) rehydration 시킨다.

IEF

Rehydration이 완료되면 IEF과정에 들어가게 된다. 먼저, 
electrode wicks을 strip 하나 당 두 개씩 증류수로 적시고, 
filter paper 위에 올려 물기를 약간 제거한다 (Fig. 2-4). 
Manifold ceramic tray에 gel이 있는 면이 위를 향하도록 

strip을 두고, strip의 acidic한 쪽이 장치의 + charge에 놓이

도록 한다 (Fig. 2-5). Electrode wicks를 strip양끝에 걸치도

록 올린다. 각 홈 당 균등하게 mineral oil을 4 ml씩 덮어 

증발을 방지하고 electrode wicks 위에 electrode assembly를 

고정시킨다. 이때 electrode assembly의 양끝 중앙에 위치

한 전극들이 전기영동 장치의 금속부분에 위치하도록 주

의하며 설치한다 (Fig. 2-6). 덮개를 씌워 빛을 차단하고, 
focusing을 실시한다. 전기영동 조건은 strip의 길이에 따

라 다르며 Table 7를 참조한다. 장치가 있는 방 안의 온도

는 10℃ 이상에서 20℃ 이하를 유지한다.

IEF strip equilibration

IEF가 완료되기 전, -20℃ 냉동보관 해놓은 equilibration 
buffer (Table 4 참고)를 완전히 녹인다. IEF 완료 20 분 전, 
strip 당 equilibration buffer 5 ml 에 50 mg DTT를 첨가하여 

20분 간 shaker (Table 3 참고) 위에 올려 녹인다. IEF과정

이 끝나면 equilibration buffer를 test tube (높이 27 cm, 직경 

2 cm)에 5 ml씩 분주한다 (Fig. 3-1). Focusing이 제 로 실

시 되었다면 Figure 3-2와 같이 투명한 strip을 볼 수 있다. 
Strip을 filter paper 위에 올려 mineral oil을 최 한 흡수시

켜 제거하고 gel이 붙은 면이 test tube에 붙지 않도록 주

의하며 넣어준다 (Fig. 3-3). Mineral oill로 인한 실리콘 마

개 빠짐 현상이 있으므로 종이 테이프로 감아 buffer가 새

지 않게 한다. 테이프에 번호를 표기하여 strip의 순번이 

섞이지 않도록 하고 20분간 shaking 한다 (Equilibration 1
단계). 이 때, Strip 당 5 ml의 equilibration buffer에 125 mg 
iodoacetamide를 첨가한 2단계 equilibration buffer를 빛을 

차단하여 함께 shaking한다 (Fig. 3-4). Focusing에 이용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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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4 Views of procedure for IPG strip loading on SDS-PAGE

Table 8 Running condition of SDS-PAGE on Ettan DALTsix
Condition Voltage Ampere Watt

Within 30 min 500 V 300 mA  2 W per gel
 After 30 min 700 V 300 mA 16 W per gel

장치들은 mineral oil이 마르기 전에 세척하는 것이 용이

하므로 Equilibration 1단계가 진행 중일 때 정리하는 것을 

권장한다. 20분이 경과하면 1단계 equilibration buffer를 따

라내고 (Fig. 3-5, 3-6) 2단계 equilibration buffer를 각 test 
tube 당 5 ml씩 첨가하고 빛을 차단하여 20분 간 shaking한
다 (Fig. 3-7, 3-8) (Equilibration 2단계).

IPG strip loading 

Equilibration 2단계가 진행될 동안 4℃ 냉장 보관 해 둔 

gel caster를 분리하여 유리판의 표면에 붙은 gel 조각들을 

증류수로 씻고, cassette rack (Ettan DALTsix Electrophoresis 
Unit)에 차례 로 끼운다. Separating gel 표면이 마르지 않

도록 증류수로 채워 놓는다. Table 6의 조성 로 5% SDS- 
PAGE stacking gel을 만들고 TEMED를 넣기 전, 유리판에 채

워 넣은 증류수를 제거한다. TEMED를 넣으면 충분히 섞어

주고 mixture를 마이크로 피펫을 이용하여 가득 채워준다.
  Equilibration buffer를 -20℃ 냉동 보관에서 꺼내 녹이는 

동안 stacking gel 조성 (10% APS, TEMED를 넣게 되면 굳

기 시작하므로 제외)과 Sealing low melting agarose, sealing 
agar (Table 4 참고)를 미리 조제해 두면 실험을 수행하기

가 편리하다. 또한 lower buffer chamber (Ettan DALTsix 
electrophoresis Unit)에 tank buffer (Table 4 참고) 4 L를 부

어 buffer의 온도가 8℃를 유지하도록 사전에 circulator 

(Table 3 참고)를 작동시켜 놓는다.
  3M paper를 작게 잘라 protein marker (Table 2 참고) 5 μl
를 적셔준 뒤 핀셋을 이용하여 strip 의 basic (strip의 +가 

표시된 부분이 acidic한 부분) 측의 유리판 사이에 끼워 

넣으며 유리판 가장자리와 여분의 공간을 남긴다. 3M 
paper를 끼운 유리판에 이용될 strip은 70% ethanol로 소독

한 가위로 양쪽 끝을 gel 앞까지 잘라 paper와 함께 위치

할 수 있도록 해준다 (Fig. 4-1). 핀셋을 이용하여 strip을 

outer plate에 붙여놓고 (Fig. 4-2), 60℃ 오븐에 보관해 둔 

sealing low melting agarose를 유리판 사이에 기포가 생기

지 않도록 분주하며 굳기 전에 outer plate에 붙은 strip을 

stacking gel 위에 위치하도록 내려준다. 전기영동 중 strip
이 빠지지 않도록 한 차례 더 sealing low melting agarose를 

두껍게 덮어준다 (Fig. 4-3, 4-4). 유리판을 순서 로 cassette 
carrier (Ettan DALTsix Electrophoresis Unit)에 끼우고 upper 
buffer chamber (Ettan DALTsix Electrophoresis Unit)를 조립한

다 (Fig. 4-5, 4-6). Tank buffer가 새지 않도록 sealing agar를 

부어 고루 분포시켜 굳힌다 (Fig. 4-7). Sealing agar가 완전

히 굳으면 cassette carrier를 lower buffer chamber에 천천히 

넣어 조립한다 (Fig. 4-8). 4℃ 냉장 보관 해둔 tank buffer
를 upper buffer chamber에 1 L 가량 붓고 백금선이 buffer
에 충분히 잠긴 것을 확인한 후, 전기영동을 실행한다 

(Fig. 4-9, 4-10). 전기영동 조건은 Table 8을 참조하여 수행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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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5 Overview of 2-DGE analysis schedule

Gel Staining, destaing, storage step

본 논문에서는 Coomassie brilliant blue staining법을 이용하

였다. SDS-PAGE가 끝나기 전 staining buffer (Table 4 참
고)를 미리 만들어 두며, 전기영동이 완료되면 유리판을 

분리, plate에 붙어있는 gel에서 strip 바깥 부분의 양 끝 

gel 영역을 칼로 잘라내어 쉽게 찢어지는 것을 방지하고, 
gel 아랫부분을 poly-glove를 낀 양 손으로 잡아 천천히 떼

어낸다. gel마다 다른 모서리를 조금씩 잘라 순서를 표시

하고 staining buffer가 든 tray에 포개어 담그고, 40 rpm으
로 12시간 이상 staining한다. 이후 30% methanol을 사용하

여 30분씩 두 차례 destaing하며, protein detection에 어려움

이 없도록 지나치게 destaing하지 않는다. Gel이 줄어드는 

현상을 막기 위해서 증류수에 washing하여 methanol을 제

거한다. 이후, gel을 스캐너 위에 기포가 들어가지 않도록 

올리고 OHP필름을 gel 위에 덮어 물 얼룩이 남지 않도록 

한다. Transmisseve scanner (Table 3 참고)를 이용하여, 32 
bit pixel depth, 300 dpi resolution, 밝기와 비는 default 값
으로 설정하여 스캔 한다. Gel은 OHP 필름과 함께 지퍼 

백에 넣어 4℃ 냉장 보관한다.

결과 및 고찰

단백질체 분석에서 단백질 추출 단계는 2-DGE gel의 해

상력을 높이는 중요 단계이다 (Wang et al. 2006). 2-DGE 
기술을 기반으로 한 식물 단백질 추출 방법에 관한 몇 가

지 논문들을 비교 분석 한 결과 (Table 1), 단백질 추출 시

약, 침전 방법, rehydration buffer 등에서 비슷한 시약들을 

사용하나 조성이 조금씩 달랐다. 단백질 추출 시약을 사

용하지 않고 곧바로 TCA나 acetone 침전을 하는 경우가 

있는 반면, Tris-HCl, KCl, glycerol, protease inhibitor, DTT, 
Urea, thiourea 등의 조합을 이용한 단백질 추출 시약을 사

용하거나, buffer-saturated phenol추출법을 이용한 경우 등 

다양한 방법으로 단백질을 추출하였다. 본 논문에는 

Table 1에 주로 이용되는 단백질 추출 시약 조성과는 달

리 본 연구진이 자체 개발한 MgNP-40 단백질 추출 용액 

(Kim et al. 2001) 으로 비교적 간단한 조성의 추출시약을 

사용하였다. 현재 MgNP-40 단백질 추출 시약을 이용한 

국제 수준의 논문들이 다수 투고되고 있는 것으로 보아 

해당 추출 시약에 한 인지도가 높아지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Agrawal et al. 2011). 
  2-DGE는 오랜 시간이 소요되는 실험으로써 일정을 계

획하고 실험을 진행하는 것이 중요하다. 따라서 본 연구

진에서 수행하는 2-DGE 실험 일정을 figure 5에 제시하였

다. 단백질을 추출하여 SDS-PAGE분석 한 날을 기준으

로, 추출된 단백질의 상태와 양을 확인하고 당일날 단백

질 정량 후, strip을 rehydration 시킨다. 둘째 날 오전, 
focusing을 하루에 걸쳐 수행하며 이는 타 논문의 프로토

콜과 가장 큰 차이를 보이는 부분이다. 또한 동일날 

separating gel을 굳힌다. 셋째 날 오전, equilibration 과정을 

거친 후, 6 ~ 7시간 정도 소요되는 이차원 전기영동을 수

행하고 gel을 staining하는 작업까지 진행한다. 넷째 날 오

전, destaing 후 scan하여 gel을 보관하는 것으로 2-DGE 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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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6 Representative 2-DGE map of sweet potato leaf, tobacco leaf, soybean leaf, potato root, sorghum seed, and soybean seed. Total 
leaf protein was separated by 2-DGE [pH 4-7, 24-cm immobilized pH gradient (IPG) strip] and gels were stained with colloidal Coomassie 
Brilliant Blue G-250 (CBB)

험을 마무리 한다. 체적으로 오전에 수작업이 필요한 

실험이 진행 되며 staining 과정을 overnight으로 배치시켜 

시간과 노동의 효율을 증 시킨 프로토콜 일정이라 말 

할 수 있다.
  Figure 6는 본 논문의 프로토콜로 수행한 작물별 2-DE 
실험 결과로, 순번 로 고구마 잎 (1), 담배 잎 (2), 콩 잎 

(3), 감자 뿌리 (4), 수수 종자 (5), 콩 종자 (6) 이다. 단백질 

spot 개수는 image master 2D Platinum sofrware 6.0 (GE 
Healthcare, Waukesha, WI, USA)을 이용하여 측정하였으

며, 각각의 단백질 spot 개수는 978 (1), 1404 (2), 1002 (3), 
743 (4), 870 (5), 632 (6) 개의 높은 해상력을 가진 2-DGE 
결과물을 얻었다.
  지금까지, 단백체학적 분석을 위한 새로운 분석 기술

들이 활발히 개발되고 있는 추세이며, 2-DGE 기술을 기

반으로 한 접근법은 현재 다른 접근법들의 도전을 받고 

있다. 하지만 이러한 분석 기술들의 출현이 2-DGE 분석 

기술력의 퇴보를 의미하는 것은 아니다. 무엇보다도 실

험 목적에 맞는 접근법을 선택하는 것이 중요하다. 만약 

시료에서 특정 단백질의 존재를 밝히려는 단백질체학적 

실험이나 특정 생물학적 환경 아래 존재하는 선택적 

marker를 찾고자 할 시, MS/MS를 기반으로 한 접근 방법

이 효과적이다. 하지만 단백질체학적 실험의 목적이 관

심 있는 생물학적 과정에서의 단백질의 양적 변화를 확

인하는 것 또는 단백질 번역 후 변형으로 인한 정량적인 

측면을 파악하고자 할 시 2-DE 기술을 기반으로 한 접근

방법이 유용하다 (Rabilloud. 2002).
  2-DGE 의 결정적인 약점은 바로 자동화의 어려움이다. 
비록 IPGs 등과 같은 많은 기술적 측면들이 향상되었으

나 2-DGE 자체가 자동화 될 수 없다는 문제점은 노동력

이 많이 소모되고 실험자에 의하여 다양한 변수가 존재

한다는 것을 의미하기도 한다. 이 논문에서는 2-DGE 에 

이용되는 시약들의 조성과 본 연구진의 실험실에서 사용

하고 있는 중요한 노하우를 포함하는 상세한 2-DGE 분
석기술을 소개함으로써 식물 단백질체 분석에 도움이 되

는 프로토콜을 제시하고자 하였다.

적 요

단백질체학에서 이차원 전기영동 (2-DGE)은 고해상도 

단백질 분리가 가능한 중요 기술 중 하나이다. 본 논문에

서는 2-DGE 이미지 분석 일치도를 향상시킴으로써 작물 

단백질 검출과 정량분석이 가능하도록 하는 전반적인 주

요 장비, 시약 등을 자세히 기술한 프로토콜을 제시하고 

있다. 이 프로토콜은 식물의 발달, 생물학적, 비생물학적 

스트레스 반응 등과 관련된 작물 단백질 바이오마커를 

개발하기 위한 목적에서 2-DGE를 처음 시도하는 연구자

들에게 유용할 것으로 기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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