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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삼으로부터 Cysteine Proteinase 유전자의 분리 및 환경 스트레스에 대한 반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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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 Cysteine proteinases play an essential role in plant growth and development but also in senescence and pro-
grammed cell death. They participate in both anabolic and catabolic processes. In addition, they are involved in signalling
pathways and in the response to biotic and abiotic stresses. A cDNA clone encoding cysteine proteinase (CP) gene, des-
ignated PgCysP1, was isolated from Panax ginseng C. A. Meyer. Reverse transcriptase (RT)-PCR results showed that
PgCysP1 expressed at different level in P. ginseng hairy root. Different stresses such as biotic as well as abiotic stresses
triggered a significant induction of PgCysP1. The positive responses of PgCysP1 to the various stimuli suggested that
PgCysP1 may help to protect the plant against reactive environmental stress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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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 론

고려인삼(Panax ginseng C.A. Meyer)은 한방의약품으로

오랫동안 이용되어온 전통약용 식물로서 약리효능을 과학적

으로 인정받아 그 수요가 전 세계적으로 증가하고 있다. 인삼

은 반음지성 약용식물로서 직사광선의 차단을 위해 해가림 시

설 하에서만 재배가 가능하며, 재배기간이 길고 생산성이 낮

아서 대량 생산하는데 어려움이 크다.1) 이러한 인삼은 재배

및 생리학적 연구가 진행되었을 뿐 분자 생물학적 연구는 매

우 미미한 실정이다. 

Cysteine proteinase(CP)는 식물의 성장과 발달, 노화와

세포예정사에 중요한 역할을 담당하며 동화작용과 이화작용

에 관여한다. CP는 호르몬 전달에 관여하고, 성숙한 기관에서

전체 단백질 가수분해 활동에 30% 이상을 차지한다고 알려

져 있으며 CP의 활성은 내부 또는 외부 자극에 민감하게 반

응하고 전체 단백질 가수분해 활동의 90%까지 상승시킨다고

알려져 있다.2,3) 또한 외부적인 자극들에 반응하여 단백질 성

숙분열, 퇴화, 단백질 재구성에 관여하며 비정상적인 단백질

을 제거하는 기능을 가지고 있다. CP 유전자에는 papain

family(C1), legumain family(C13), caspases family(C14), 최근

에 식물에서 발견된 calcium-dependent proteinases family(C2)

등이 있으며, 대부분의 식물 CP는 papain family(C1)과

legumain family(C13)에 속한다.4) 

CP 유전자는, 애기장대와 완두의 탈수에 의한 스트레스,5,6)

담배의 상처에 의한 스트레스,7) 토마토의 저온에 의한 스트레

스,8) 쌀의 UV와 salicylic acid 스트레스9)에서 CysP-mRNA

의 발현 증가를 확인 할 수 있다. 약용식물인 인삼에서의 스

트레스에 따른 CP 유전자의 발현 유형 알아보기 위해 RT-

PCR을 이용하여 전사단계에 조사하고자 한다. 본 연구에서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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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용식물인 인삼에서의 스트레스에 따른 CP 유전자의 발현

유형을 측정하기 위해 인삼의 cDNA로부터 분리한 CP 유전

자(PgCysP1) 동정, 염기 서열 분석 및 RT-PCR을 이용한 전

사단계를 조사하여 환경 스트레스에 대한 반응을 확인하였다.

재료 및 방법

1. 실험재료

본 실험에서 RNA 발현을 조사하기 위하여 사용한 인삼 모

상근은, Agrobacterium rhizogenes A4T
10) 균주를 공동배양하여

유도된 KGHR-8 세포주를 사용하였으며, 인삼유전자원소재은

행으로부터 분양받았다. 모상근이 7-8cm 자라면 근단으로부터

2-3cm 길이로 잘라내어 5-6개의 절편 조각을 1/2 MS11) 배지

(Duchefa, Nerherland)에 치상하여 진탕배양기(100rpm, 23℃)

에서 암배양하였다. 배지는 1/2 MS11) 배지와 3% sucrose를

첨가하고, 항생제 및 호르몬은 전혀 첨가되지 않았으며, pH

5.8로 조절하였다. 100 ml 삼각플라스크에 배지 40 ml씩 분주

하였으며, 121oC에서 20분간 고압멸균 한 후, 모상근을 치상하

고 암상태에서 진탕배양 하며 3주 간격으로 계대배양 하였다.

 

2. RNA추출과 cDNA library의 제작

Total RNA는 aqueous phenol extraction 방법12)을 사용

하여 14년근 인삼의 뿌리조직에서 추출하였다. 인삼 뿌리조직

은 RNA 추출 전에 액체질소가 있는 상태에서 유발을 이용

하여 마쇄하였다. Poly(A)+RNA는 mRNA purification kit

(Amersham pharmacia, UK)를 사용하여 oligo(dT) cellulose

column으로 정제하였으며, cDNA 합성은 시판되고 있는

cDNA synthesis kit(Stratagene, USA)을 사용하였다. Single-

strand cDNA를 합성하기 위해서 5 µg의 정제한 poly(A)+

RNA를 사용하였고, 직접 cloning을 하기 위해서 3'말단에는

Xho I 제한효소를 가지고 있는 oligo(dT) primer를 사용하였

다. Double-stranded cDNA는 RNase H로 poly(A)+RNA

를 제거한 후 E. coli DNA polymerase를 사용하여 합성하

였다. 합성된 double-stranded cDNA의 양 말단에 Eco RI

oligonucleotide adapter를 붙인 후, Eco RI과 Xho I의 제한

효소로 처리한 후 sepharose CL-2B column을 사용하여 크

기별로 분획하였다. 분획된 cDNA는 Uni-ZAP XR vector에

붙인 후 Gigapack III gold packaging extract kits(Stratagene,

USA)을 이용하여 in vitro packaging을 하였다. 

 

3. 유전자의 분리 및 염기서열 분석 

인삼에서 발현되는 유전자의 발현양상을 분석하기 위해서

14년생 인삼의 뿌리로부터 cDNA library를 제작한 후 무작

위로 EST clone을 선발하였다. 인삼 뿌리의 1991개 EST

중에서 CP 유전자로 추정 sequence를 DNAstar 프로그램을

통해 EST 조각모음 하였다. NCBI의 BLAST 프로그램을

사용하여 homology 검색을 실시하였고, SOPMA, BioEdit,

ClustalX, MEGA3 프로그램을 이용하여 유전자 분석 및 유

연관계를 비교, 분석하였다.

4. 스트레스 처리

환경 스트레스에 따른 PgCysP1의 발현 양상을 조사하기

위하여 기내 배양한 인삼모상근에 다양한 스트레스 처리를 가

하였다. Wounding 처리에 따른 유전자의 발현을 확인하기

위해, 인삼모상근을 펀치로 상처 낸 후 MS11) 액체배지

(Duchefa, Nerherland)에 넣어 시간별로 배양하였다. 또한,

저온 처리를 위해서 4℃의 저온에서 시간별로 배양하였으며,

염 처리를 위한 NaCl(100mM)과 salicylic acid(100 mM) 호

르몬을 각각 첨가한 MS 액체 배지에 처리하였다. 각각의 처

리 조건에 따라 MS 액체배지에 3주 동안 자란 인삼모상근을

넣어 시간별(2, 4, 8, 12, 24, 48h)로 배양하였으며, 매 시간

대마다 시료를 채취하여 액체 질소에 얼린 후, -80oC에 저장

하여 실험에 사용하였다.

5. RT-PCR 분석 

기내 배양한 인삼모상근을 재료로 하여 각각의 스트레스를

처리한 후 각각의 total RNA를 추출하였고(QIAGEN

RNeasy Mini Kit), PgCysP1의 발현분석을 위하여 RT-PCR

분석을 실시하였다. Oligo(dT)(18mer)를 primer로 RNA를 역

전사시켜 cDNA를 합성한 후, PgCysP1에 특이적인 primer를

이용하여 유전자의 ORF 부분을 증폭하였다(TopTaqTM).

PCR 증폭은 96oC, 2분을 개시로 94oC 40초, 55oC 40초,

72oC 40초의 35cycles를 조건으로 하였다. PCR을 위한

PgCysP1의 특이적인 primer는 ORF 내에서 디자인 하였고,

5' - TAT CTC GGC TTG AAG CGT CT - 3'(PgCysP1

-forward)와 5' - GTA CCC CAT GAT CCA AAT GC - 3'

(PgCysP1-reverse)를 이용한 PCR에서 574 nucleotides 길이의

산물을 생산하였다. 정량 비교를 위한 보정실험군은 actin

primer를 사용하였으며, actin primer는 5' - CGT GAT CTT

ACA GAT AGG TTG ATG A-3'(forward)와 5' - AGA GAA

GCT AAG ATT GAT CCT CC-3'(reverse)을 사용하였다.

결 과

1. PgCysP1의 분리 및 염기서열 분석

14년생 인삼의 뿌리로부터 cDNA library를 제작한 후 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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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위로 선발한 1,991개의 EST clone을 NCBI blast 프로그

램을 이용하여 CP 유전자와 높은 상동성을 나타내는 clone

6개를 선발하였다. PgCysP1는 전장의 길이가 1,398bp로, 5'

non-coding 영역이 81bp, 3' non-coding 영역이 1,183bp 구

성되어 있다(Fig. 1). 82번째 염기부터 ATG 코돈으로 시작되

는 단백질 번역부위(open reading frame)는 1,182번째의

TAG 코돈으로 종결되어 있고 17개의 poly A가 연결되어 있

었다. 인삼 PgCysP1는 366개의 아미노산으로 구성되어 있다.

2. 상동성 분석 

GeneBank BLAST 검색 결과, PgCysP1는 다른 여러 식

물들의 CP papain family와 높은 상동성을 보였다. Pea

CysP15A(P25804), Arabidopsis thaliana RD19(P43296), A.

thaliana A494(P43295), Zea mays CysP1(Q10716) 등과 66-

70%의 높은 상동성을 보였으며, 식물 CP 중 legumain family

과는 10% 이하의 상동성을 보였다(Fig. 2.). 유사한 family의

여러 식물과 동물의 CP 아미노산배열과의 계통발생학적 분석

결과, Zea mays CysP1(Q10716)와 pea CysP(P25804)이 PgCysP1

과 밀접한 관계를 가지는 것으로 나타났다(Fig. 3).

3. 이차구조 분석

SOPMA 검색 결과, PgCysP1의 이차구조는 32.24% α-

helices, 6% β-turn, 14.75% extended strands, 47% random

coil로 구성되어져있음을 확인하였다(Fig. 4). 유사 homology를

갖는 A. thaliana RD19(P43296)는 29.62% α-helices, 5.71%

β-turn, 16.85% extended strands, 47.83% random coil로, A.

thaliana A494(P43295)는 33.24% α-helices, 5.26% β-turn,

16.07% extended strands, 45.43% random coil로, Zea mays

CysP1(Q10716)는 34.23% α-helices, 7.28% β-turn, 14.29%

extended strands, 44.20% random coil로, pea CysP(P25804)

는 34.71% α-helices, 7.44% β-turn, 15.15% extended strands,

42.7% random coil로 이루어져 있음을 확인하였다.

4. 스트레스에 의한 PgCysP1의 발현

RT-PCR을 이용하여 저온, salicylic acid, NaCl, wounding

등의 비생물학적 스트레스에 의한 PgCysP1의 발현 양상을

확인하였다. 인삼의 PgCysP1의 전사량이 NaCl 스트레스에서

는 초기에 과량으로 증가하였다가 12시간 이후에는 점차 감

소하였다. 저온 스트레스에서는 초기에 크게 감소하였다가 점

Fig. 1. Nucleotide and deduced amino acid sequence of cysteine
proteinase cDNA isolated from root of Panax ginseng.
The deduced amino acid sequence is shown in single
letter code below the nucleotide sequence. Numbers to
the right refer to nucleotide.

Fig. 2. Multiple alignment of the deduced amino acid sequence
of PgCysP1 with those of cysteine proteinase genes from
other plant species; Arabidopsis. thaliana RD19 (P43296),
A. thaliana A494 (P43295), Zea mays CysP1 (Q10716),
pea CysP (P25804) of papain family; Glycine max VPE
(P49045), Ricinus communis VPE (P49042), A. thaliana
VPEB (Q39044), and Vicia sativa VPE (P49044) of
legumain famil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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점 증가하고 12시간 이후 점차 감소하였다. Salicylic acid를

처리 하였을 때 시간이 지날수록 발현량이 약간 증가하는 것

을 확인할 수 있었다. Wounding 스트레스에서는 시간에 관

계없이 일정한 양을 유지하였지만 말기에 크게 감소하였다

(Fig. 5).

고 찰

인삼으로부터 분리한 PgCysP1는 366개의 아미노산을 가지

고 있으며 71~45%의 상동성을 갖는 다른 식물들과 비교한

결과 인삼의 PgCysP1는 papain family(C1)에 속하였다. 분

자량을 ProtParam 프로그램을 통해 예측한 결과, 약 40

kDa의 분자량으로 측정되었으며, 이것은 식물 papain family

CP가 40-50 kDa을 갖는다는 기존 논문13)과 일치한다. 또한

SOPMA 프로그램으로 예측한 이차구조 역시, PgCysP1은 상

동성 높은 식물들의 CP와 유사구조를 보였다.

PgCysP1는 CP family 중에 papain family와 높은 상동성

을 보였고, 식물 CP 중 다른 family와는 상동성이 매우 낮

았다. 특히, family 내에는 보존된 잔기를 가지고 있지만,

figure 2에서처럼 서로 다른 family 간에는 보존 정도가 낮음

을 보아, family 간에 진화 정도가 높은 것으로 사료된다. 

CP는 노화 또는 세포예정사와 같은 세포 내 반응에 대해서

작용할 뿐만 아니라, 다양한 외부 자극에 대해서도 반응한다

고 최근 밝혀졌다.3) A. thaliana의 CP는 NaCl을 첨가하였을

때 식물세포의 삼투작용에 의해 그 발현량이 증가하였고5)

rice의 CP는 wounding, salicylic acid에서 변화했고9) pea

CysP는 탈수에 의해 변화하며6) 토마토는 4oC에서 mRNA의

발현에 변화가 있었다.8) 다른 식물의 발현 양상을 근거하여

인삼에 NaCl, wounding, salicylic acid, 저온을 시간별로 처

리한 후 PgCysP1의 발현 양상을 확인하였다. 그 결과 상동

성이 높은 A. thaliana, pea 등의 CP와 유사한 변화를 나타

냈다. 

저온, 고온 및 건조 등의 환경 스트레스와 생물학적 자극에

식물이 노출되었을 때, 세포 내 단백질은 재형성되어야만 하

는데, CP가 외부 스트레스에 인해 형성된 비정상적인 단백질

Fig. 3. Phylogenetic relationship of PgCysP1 to other Cysteine
proteinases. Phylogenetic analysis is based on the
deduced amino acid sequences of cysteine proteinases
from various plant and animal species. The tree was
generated by MEGA3(MEGA software). The scale on
bottom shows similarity between two cluster and 0.2
means 0.2 nucleotide substitutions per site.

Fig. 4. Comparison of the secondary structures of CP A, Panax
ginseng PgCysP1; B, Arabidopsis. thaliana RD19 (P43296);
C, A. thaliana A494 (P43295); D, Zea mays CysP1
(Q10716); E, pea CysP (P25804) by SOPMA. The helix,
sheet, turn, and coil are indicated by blue, red, green, and
purple lines, respectively.

Fig. 5. RT-PCR analysis of the expression of the PgCysP1 gene
in hairy roots of Panax ginseng at various time point (h)
post-treatment with various stresses. A, 100 mM NaCl;
B, 4oC Cold; C, 100 mM SA; D, wounding with punch.
Actin was used as an internal contro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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들을 분해하는 데 작용하는 것으로 보인다.3) CP의 특정 기

질은 아직 밝혀지지 않았지만, 위와 같은 스트레스에 반응하

여 유도된다고 밝혀졌고, 이에 PgCysP1 역시, 인삼의 성장과

발달, 노화, 외부적인 자극들에 반응하여 단백질 성숙분열, 퇴

화, 단백질 재구성에 관여하며 비정상적인 단백질을 제거하는

CP gene으로 추정된다. 앞으로 PgCysP1과 스트레스 사이의

생리적 관계를 연구하기 위해서는 PgCysP1를 인삼에 도입하

여 유전자의 발현 증가와 내성 여부를 확인할 것이다.

 

 요 약

14년생 인삼의 뿌리로부터 cDNA library를 제작한 후 무

작위로 뽑은 EST clone 중에서 cysteine proteinase(CP)

유전자에 높은 상동성을 나타내는 clone 6개를 선발하였고

이를 바탕으로 PgCysP1을 제작하였다. 인삼의 CP 유전자는

전장의 길이가 1,398bp로 366개의 아미노산을 코딩하는

1,101bp의 ORF를 가지고 있다. PgCysP1의 아미노산 서열과

이차구조를 분석한 결과, 기존에 보고된 식물들과 높은 상동

성을 나타내었으며 PgCysP1는 papain family에 속하는 것으

로 확인되었다. RT-PCR 분석결과, 인삼의 PgCysP1는 NaCl,

저온, wound, salicylic acid에 대해 그 발현 양상이 상동성

을 나타내는 다른식물의 CP 유전자 발현과 유사한 양성을

보였고, 이에 PgCysP1은 CP gene으로 사료되며, 앞으로 인

삼 식물체의 환경 스트레스에 대한 내성 연구가 요구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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