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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etabolism of
3
H-castasterone in the presence of

32
P-ATP was examined by an enzyme solution pre-

pared from A. thaliana after a reversed phased HPLC, after which a polar metabolite labeled by both
3H and 32P was obtained, suggesting that 3H-CS is phosphorylated by 32P-ATP. To elucidate the struc-
ture of the phosphorylated CS, the same enzyme assay was carried out with non-isotopes labeled CS
and ATP. In GC-MS analysis the metabolite gave a molecular ion at m/z 664 as a bismethanboronate,
suggesting the metabolite is a CS phosphate. Treatment of wheat germ acid phosphatase that hydro-
lyzed phosphoester bond gave the same mass spectrum and GC retention time in GC-MS analyses,
confirming that the metabolite is phosphorylated CS. This is the first example of phosphorylated con-
jugates of CS in plant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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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 론

천연 brassinosteroids (BRs) 중 brassinolide (BL)의 직접적

인 생합성 전구체인 castasterone (CS)은 가장 많은 식물 종에

서 가장 높은 내생함량으로 존재하는 반면, BL는 많은 식물들

에 있어 동정되지 않을 뿐만 아니라 BL가 동정된 식물에서도

feeding에 의해서 CS의 BL로의 전환이 잘 일어나지 않는다

[16,18]. 이처럼 높은 내생함량의 CS가 존재함에도 불구하고

BL가 동정되지 않는 이유는 BL뿐만 아니라 CS 또한 생체 내에

서 활성형의 BRs로서 실제 작용하거나 CS의 BL로의 전환을

촉매 하는 효소(BL synthase)의 발현과 활성이 생체 내에서

어떤 조절기작에 의해 특이하게 조절되고 있는 것으로 생각된

다. 또한 BRs의 receptor로 알려진 BRI와 tritium-labeled BRs

와의 binding assay에서 BL뿐만 아니라 CS도 BRI와 binding

할 수 있으며 CS의 BRI 단백질에 대한 binding affinity가 BL보

다 4-5배 정도 낮은 것으로 보고되었는데[20]. 이는 일반적으

로 BRs의 bioassay에서 CS이 BL 보다 생리활성이 5배 정도

낮은 사실과 일치하여 식물체 내에서 CS 자체가 활성형의 BRs

로서 작용할 가능성을 뒷받침해준다. 또한, C27-, C28-, C29-BRs

의 생합성 과정에 관한 연구를 고려할 때 모든 생합성 과정이

CS으로 집중되는데 이는 CS의 식물체 내에 높은 내생 함량을

유지하기 위한 기작인 것으로 생각된다[8,9,10,14,18]. 이처럼

CS의 활성과 높은 내생 함량에도 불구하고 극히 일부의 CS만

이 BL로 전환되는 점을 고려할 때 CS 또한 활성을 나타낸 후

조직 내 일정한 농도를 유지하기 위해 BL와 유사한 생분해

과정이 존재할 가능성이 높다.

또 다른 BRs의 활성을 낮추는 것으로 conjugate 형태가 존

재하는 것이 알려져 있는데 현재까지 23-O-β-glucopyranosyl-

25-methyldolichosterone, 23-O-β-glucopyranosyl-2-epi-25-

methyldolichosterone, TE-3-myristate, TE-3-laurate, TE-3-O-

β-D-glucoside 등의 5 종류의 화합물이 내생의 BRs conjugate

로서 보고되었다[3,4]. 또한, 30 종류 이상의 BRs metabolites가

알려졌는데 이들은 대부분 A ring과 side chain의

epimerization, hydroxylation 등의 반응을 거쳐 다른 식물 호

르몬에서도 일반적으로 나타나는 glucose 또는 fatty acids가

결합된 형태로 전환되는 알려졌다[1,2,5,6,11,12,13].

최근, 유채의 sulfotransferase가 일부 BRs의 C-22

sulfonation을 통해 BRs의 활성을 감소시키는 것으로 확인된

이후, 애기장대에서도 sulfotransferase가 동정되어 mammal

의 steroid hormone에서 일반적으로 나타나는 inactivation 과

정이 식물체에서도 존재함이 확인되었다[15,17,19]. 그러나, 이

상의 결과는 대부분 24-epi 형의 BRs 또는 BL의 생합성 중간체

들에 대한 metabolites로서 실제 식물체 내에서 활성을 나타내

는 CS이나 BL의 conjugation에 관한 보고는 거의 없었다.

본 연구에서는 BRs의 생분해 과정과 함께 아직까지 알려지

지 않은 CS이나 BL의 conjugation 과정 또한 식물체 내 활성형

BRs의 함량을 줄이는 기작으로써 중요하게 작용하리라 생각

되어 CS의 불활성화를 유도할 수 있는 새로운 형태의

conjugation type의 존재를 확인하고자 하였다. 이에 steroid성

화합물인 BRs의 구조적 특성을 토대로 BRs의 가능한

conjugation 형태를 예상하던 중 BRs와 구조적으로 매우 유사

한 곤충의 steroid성 호르몬인 ecdysone이 ATP/Mg
2+

-

dependent phosphotransferase에 의해 C-2 또는 C-22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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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hosphate가 결합되는 conjugation을 통해 생리활성이 낮아

지는 것이 보고되었다[7,21]. Edcysone과 BRs의 구조적 유사

성을 고려할 때 식물체 내에서 BRs 또한 conjugation을 통해 생리

활성이 낮아질 가능성을 예상하고 이를 확인하고자 하였다.

재료 및 방법

애기장대의 생육

애기장대의 종자는 70% ethanol과 bleach solution (30%

clorox, 0.025% Triton X-100)을 사용하여 표면 소독한 후, 4℃

암 조건에서 2일간 춘화처리 하였다. 춘화처리 후 peat moss와

vermiculite를 1:1로 혼합하여 만든 화분에 옮겨 growth

chamber 25℃를 유지하면서 약 6주 간 생육시켰다.

효소원의 조제

효소원의 조제는 harvest 된 대상식물(애기장대)을 해사

(sea sand)와 혼합한 뒤, 1.5배 volume의 cold homogenization

buffer (0.2 M Tris-HCl, 1 mM EDTA, 1 mM DTT, 0.1 mM

PMSF, 15 mM 2-mercaptoethanol, 15% glycerol, 250 mM

sucrose, 1% insoluble polyvinylpyrrolidone, 40 mM

ascorbate, pH 7.8)를 사용하여 cold pestle과 mortar로

homogenization 하였다. Homogenate를 8,000×g에서 10분간

원심분리 (Hicen 21, Herolab) 한 후 상층액 만을 모아 다시

20,000× g에서 30분간 원심분리 하였다. 상층액은 cold

acetone (final concentration 40%)을 첨가하여 -25℃에서 10분

간 배양한 후, 13,000 × g에서 10분간 원심분리하여 단백질을

침전시켰다. 이를 함유하는 resuspension buffer (50 mM

Tris-HCl, 1.5 mM 2-mercaptoethanol, 20% glycerol, pH 7.8)

로 재현탁하여 대상식물의 cytosol과 microsome을 모두 포함

하는 효소원(crude enzyme solution)으로 사용하였다.

Isotope을 이용한 BRs의 phosphorylation assay

애기장대 효소원에 γ-
32

P-ATP 1 ul (10 μCi)에 0.2 mM cold

ATP와 CS 10 μg을 넣어 준 mixture와 tritium labeled CS

(2Ci/mmol) 10 ul에 cold CS 2.5 μg과 2 mM ATP를 넣어

준 mixture를 각각 준비하여 37℃에서 30분간 반응하였다. 이

후 Sep-Pak C18 column을 통해 정제하였다.

Sep-Pak C18 cartridge column을 통하여 얻어진 농축분을

reversed phase HPLC (KNAUER HPLC system; Novapak

column, 8×10)를 이용해 정제하였다. 용출용매로 40% MeCN

을 등용매용리 하였으며 분당 1 ml씩 수집하였다. 얻어진 각

분획들로부터 1/5씩 취하여 scintillation용 cocktail (Ultima

Gold, Packard) 1.6 ml와 잘 섞은 뒤 liquid scintillation

counter를 이용해 radioactivity를 측정하였다.

BRs의 phosphorylation

BRs의 phosphorylation assay는 3-5 mg protein을 함유하

는 현탁 된 효소원 1 ml에 기질로서 CS을 넣어 주고 2 mM의

ATP와 10 mM의 MgCl2를 첨가하여 37℃에서 30 분간 효소반

응 하였다. 이들 효소반응 산물의 정제는 isotope assay에서와

동일하게 진행하였다. 단, HPLC는 free CS의 정제방법과 동일

하게 진행하였다.

Wheat germ acidic phosphatase (WGAP) 처리에 의

한 CS의 회수

상기의 γ-32P-ATP를 사용한 assay에 대한 HPLC 분획 중

에서 radioactivity를 나타내는 분획만을 모아 농축하였다. 얻

어진 활성분획에 90 mM sodium citrate buffer (pH 4.8) 1 ml

에 녹인 wheat germ acidic phosphatase (Sigma, 100 μg/ml)

를 처리하여 37℃에서 24 hr 동안 shaking incubator로 효소반

응 하였다.

Sep-Pak (C18) cartridge column에 의한 정제

효소반응 산물은 Sep-Pak C18 cartridge (Waters) column

에 직접 loading한 후 H2O 10 ml, 50% methanol (MeOH) 5

ml를 차례로 흘려주었으며 90% MeOH 5 ml로 최종적으로

elution하여 농축 건조하였다.

애기장대에서의 내생 BRs 분리 및 정제

애기장대 내생의 BRs 정제는 Fig. 1에 도식화한 것과 같은

방법으로 수행하였다. 야생형인 columbia ecotype-0 (col-0) (3

kg)를 이용하여 80% MeOH로 분쇄하고, 80% MeOH (1 l)로

3회 반복 추출하였다. 이 추출액들은 rotary evaporator로 감

압 농축 건조한 후, 얻어진 추출물들에 대하여 증류수와

chloroform으로 4회 반복 solvent-partitioning 하였고, 모아진

chloroform 가용 분획을 감압 농축 건조하였다. 건조된

chloroform 가용 분획은 다시 n-hexane과 80% MeOH로 4회

반복 solvent-partitioning하여 80% MeOH 가용 분획을 감압

농축 건조한 후 이는 다시 ethyl acetate와 0.1 M sodium

phosphate buffer (pH 7.8)로 4회 반복 solvent-partitioning하

여 최종적으로 BRs를 함유하고 있는 ethyl acetate 가용분획을

얻었다.

얻어진 ethyl acetate 가용 분획을 최소량의 100% chloro-

form에 녹여 silica로 채워진 column (250×28 mm)에 loading

하였다. 이때 internal standard로 1 μg의 deuterium labeled

CS ([
2
H4]-CS)를 넣어 주었다. Elution은 chloroform과 MeOH

의 비율이 100% chloroform, 1, 2, 3, 4, 5, 6, 7, 8, 9, 10, 20,

50, 100% MeOH까지 차례로 흘려주었다. 얻어진 분획들은

1/100을 취하여 rice lamina inclination bioassay를 통해 BRs

활성을 측정하였다.

CS conjugate의 hydrolysis

Rice lamina inclination assay를 통해서 내생 CS와 interna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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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1. Purification procedures to obtain endogenous BRs

fraction from A. thaliana.

standard로 넣어 준 deuterium labeled CS ([
2
H4]-CS)가 존재

하는 것으로 확인된 4-6% 분획 이외에 이들보다 높은 극성을

띄는 8% 이후의 분획들을 8-9, 10-20, 50-100% MeOH 3개의

묶음으로 모은 후에 CS conjugate체가 존재하는지 조사하였다.

각각의 silica 분획으로부터 얻어진 3개씩의 분획은 Buffer,

Wheat Germ Acid Phosphatase (WGAP, Sigma) 처리하여

Phospho-BRs가 존재할 경우 이들로부터 phosphate가 떨어지

도록 유도하였다. 이때 WGAP는 2 mg/ml (1 unit: 2.5 mg)의

농도로 50 mM sodium acetate buffer pH 4.8 에 녹여 처리한

뒤 37℃에서 120 rpm을 유지하며 overnight 하였다. 반응 종료

후 internal standard로 [
2
H4]-CS를 첨가하였다.

Reversed phase HPLC에 의한 대사산물의 정제

Free CS와 conjugated CS의 HPLC 분석은 다음의 조건으로

수행하였다. 1) For free CS - 45% MeCN; 0-20 min. gradient

to 100%; 20-40 min, flow rate: 2.5 ml/min). 2) For

CS-conjugate-45% MeCN; isocratic elution, flow rate; 1

ml/min.

GC-MS를 이용한 내생 BRs conjugate의 확인

HPLC 후 얻어진 분획 중 동일조건 하에서 authentic CS과

동일한 retention time (Rt)에 해당하는 분획들 (19-21)만을 모

은 후 BMB체화 하였다. Free CS BMB체의 합성은 20 μg

methaneboronic acid/10 μl pyridine을 시료에 25 μl 첨가하였

고, CS-conjugate의 분석은 BMB체화 한 후 20 μl의 MSTFA

(Pierce, USA)를 첨가하여 70℃에서 30분간 반응시켜

BMB-TMSi체화 하였다.

분석은 GC-MS (HP 6890 GC, 5973 MS)를 사용하였다. GC

column으로는 0.25 mm×30 m, 0.25 μm film thickness의 HP-5

(19030-433J, 5% PHME siloxane) column을 사용하였으며, 이

때 GC의 조건으로 ionization voltage 70 eV, on-column

injection mode, carrier gas는 He 1 ml/min, inlet temperature

는 280℃, oven temperature는 175℃에서 2분간 유지시킨 후,

280℃까지 매분 40℃씩 상승시켜 280℃로 유지시켰다.

BRs 활성검색을 위한 bioassay

벼 (Oryza sativa, Koshihikari)의 종자를 2일간 28℃에서

soaking 한 후 눈이 나온 종자 만을 골라 0.8% 한천배지에

심고 dark에서 28℃로 습도를 유지하며 생육하였다. 생육기간

동안에는 매일 한 시간씩 적색광을 조사하였으며 7일 후 제

3엽이 생기지 않은 lamina joint를 포함하는 벼의 유식물을

상부에서 4~5 cm 정도의 길이로 잘라 증류수에 띄우고 24시간

동안 dark에서 배양하였다. 24시간 후 lamina joint 부위가

15°~20° 정도로 굴곡이 생긴 유식물 절편만을 골라 일정량의

시료(1/100)가 20 ml의 H2O에 처리된 petri-dish에 10~15개씩

넣어 주고 동일 조건 하에서 2일간 배양하였다. 2일 후 배양한

유식물들의 꺾인 각도를 측정하여 BRs의 활성을 조사하였다.

결 과

γ-32P-ATP와 tritium labeled CS을 이용한 phos-

phorylation assay

γ-
32

P-ATP와 tritium labeled CS을 이용한 phos-

phorylation assay 결과, Fig. 2과 같이 CS에 γ-
32

P-ATP을 넣

어 준 효소변환 산물에 대한 HPLC 분획들 중에서 CS보다

앞쪽 분획인 4-10 분획이 강한 radioactivity가 나타났는데 이

는 CS에 결합한 phosphate에서 유래하는 radioactivity로 생

각되었다. 또한tritium labeled CS을 넣어준 효소반응 산물에

대한 HPLC 분획에서도 상기와 동일한 4-10 분획에서

radioactivity를 나타내었는데 이는 tritium CS에서 기인하는

radioactivity로서 효소반응을 통해 CS에 ATP로부터 유래한

phosphate가 결합된 CS-phosphate가 생성되었음을 알 수 있

었다. 이에 애기장대 현탁 배양세포 내에는 CS이 phos-

phorylation되는 과정이 존재함을 확인할 수 있었다.

Wheat germ acidic phosphatase를 이용한 phos-

phorylation의 기질 확인

상기의 실험에서 CS에 γ-
32

P-ATP를 넣어 준 효소반응 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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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3. Mass spectrum of WGAP treated CS-phosphate ester in Arabidopsis.

Fig. 2. Distribution of radioactivity after reversed phase HPLC

in Arabidopsis.

물의 HPLC 분획 중 radioactivity를 나타내는 활성 분획들만

을 수집하여 phosphate를 다시 제거하고 난 뒤 CS이 검출되는

가를 조사하였다. 그 결과 CS BMB체의 특징적인 ions을 확인

하였는데 이를 authentic CS BMB체와 비교한 결과 동일한

Rt과fragmentation pattern을 나타내어 WGAP를 처리한 분획

에서 CS이 존재함을 확인할 수 있었다(Fig. 3). 이러한 결과는

liquid scintillation counter에서 활성을 나타낸 분획의 CS

phosphate가 WGAP에 의해 dephosphorylation되어 다시 CS

으로 전환된 것으로서 이는 CS이 실제 식물체 내에서 phos-

photransferase의 활성에 의해 phosphorylation됨을 증명하는

직접적인 증거라 사료된다.

내생 CS conjugate 동정

애기장대(3 kg)의 용매추출을 통해 얻어진 분획들은 각각

1/100씩 취하여 rice lamina inclination bioassay를 통해 BRs

활성을 측정하였다. 그 결과 4-7% 분획에서 높은 생리활성을

나타내었는데 이는 내생의 free BRs과 internal standard로서

넣어 준 [2H4]-CS 에서 기인한 활성으로 생각되었다(Fig. 4).

한편, 4-7% 분획 이외에 CS conjugates가 존재할 것으로 생각

되는 다른 분획에서는 활성이 거의 나타나지 않았다.

Fig. 4. Distribution of biological activity for endogenous BRs

after SiO2 column chromatography. Biological activity

was measured by rice lamina inclination test.

내생 CS conjugates의 분리 및 hydrolysis

CS의 hydroxyl 기에 phosphate가 결합되어있는 구조의 특

징을 고려할 때 이들 화합물은 CS보다 더 큰 극성을 나타낼

것으로 예상하여 silica column을 통해 얻어진 분획 중에서

free CS가 용출되는 4-7% MeOH 분획보다 뒤쪽 분획에 CS

conjugates가 존재할 것으로 예상하였다. 이에 4-7% MeOH분

획을 제외한 나머지 분획(8-10%, 20-50%, 100% MeOH)들을

합하여 감압농축 하였다. WGAP를 처리한 후 얻은 반응 산물

을 Sep-Pak C18 column으로 정제하여 90% MeOH 분획만을

모아 농축 건조하였다. 얻어진 각 분획들은 모두 1/50씩 취하

여 rice lamina inclination bioassay를 통해 BRs 활성을 측정하

였다. 그 결과 Table 1에 나타낸 것과 같이 8-10% MeOH 분획

의 경우에 buffer만을 처리한 control에 비하여 WGAP를 처리

할 경우 매우 높은 생리활성을 나타내었다.

이는 8-10% MeOH 분획에 BR-phosphate 체가 존재하였음

을 의미하는 것으로 phosphatase 처리에 의해 유리된 BR에

의한 활성인 것으로 생각되었다. 이들 분획에 대하여 HPLC로

정제한 후 얻어진 분획을 BMB체화 한 후 GC-MS로 분석하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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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2. GC-MS data for WGAP treated putative CS-phosphate compound in A. thaliana

Compound Rta on GC Prominent ionb (m/z, relative intensity)

CS-phosphate after WGAP treatment

Authentic CS

32.10

32.10

512(M+, 80), 441(20), 399(18), 358(33), 327(12), 287(32), 155(100)

512(M+, 78), 441(19), 399(17), 358(30), 327(11), 287(34), 155(100)
a
Rt: Retention time (min)

bThe samples was analyzed by a capillary GC-MS as BMB.

Fig. 5. GC-MS spectrum of putative CS-conjugate and their proposed structure.

Table 1. Biological activity of enzyme treated BR-conjugates

after SiO2 column chromatography

Compound

Biological activity in SiO2 fraction

(% of MeOH)

8-10% 20-50% 100%

No WGAP treatment 40 43 39

WGAP treatment 72 50 48

The activity of each fraction was measured by rice leaf angle

(degree).

다. 그 결과 HPLC 분획 19-21에서 authentic CS와 동일한

mass spectrum을 확인하여 8-10% MeOH에 존재하는 BR

conjugate는 CS-phosphate일 가능성을 확인하였다(Table 2).

애기장대의 효소원을 이용한 CS의 phosphorylation

assay

효소반응 후 Sep-Pak (C18) column으로 정제하여 얻어진

90% MeOH 분획을 농축하여 reversed phase HPLC를 통해

정제를 시도하였다. CS가 phosphorylation 될 경우 phosphate

group에 의해 polarity가 더 커질 것으로 예상하여 reversed

phase HPLC로 얻어진 분획 중 기질로 넣어 준 CS의 retention

time보다 앞쪽의 분획들을 대상으로 각각 BMB-TMSi체화하

여 GC-MS 분석을 시도하였다. 그 결과 CS 대사산물의 HPLC

9-10 분획과 11-12 분획에서 CS phosphate BMB-TMSi체의 분

자량으로 예상되는 ion m/z 664를 나타내는 2개의 서로 다른

spectrum이 얻어졌는데 이를 해석한 결과 Fig. 5에 나타낸 것

과 같이 CS의 side chain에서 22-OH와 23-OH가 각각

phosphorylation된 화합물일 가능성이 크다고 사료되었다. 비

록 CS-phosphate의 표준 물질이 없는 관계로 CS phosphate체

의 정확한 구조는 결정하지 못하였으나 식물체 내에서 CS이

phosphorylation되는 기작이 존재할 가능성을 확인할 수 있었다.

고 찰

본 연구에서는 CS의 내생함량을 감소시킬 수 있는 또 다른

기작으로서 CS의 conjugation 과정을 조사하였다. 특히,

steroid성 호르몬인 BRs과 구조적으로 매우 유사한 곤충의 탈

피 호르몬인 ecdysone의 conjugation 과정 중 phos-

phorylation을 통한 불활성화 기작에 주목하여 식물체 내에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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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6. Possible conjugation of castasterone in A. thaliana.

CS의 phosphorylation과정이 존재할 가능성을 확인하였다.

이러한 반응은 아직까지 알려진 적이 없는 새로운 과정으로

표준 물질이 존재하지 않는 관계로 정확한 구조를 결정하지는

못하였으나 side chain의 C-22와 C-23의 OH기에 phosphate

가 결합한 형태일 것으로 예상되었다. 또한 이 과정은 강낭콩

뿐만 아니라 애기장대에서도 확인되어 식물체 내에는 CS이

phosphorylation되는 과정이 존재하고 있음을 증명하였다. 이

상의 결과를 통해 본 연구에서는 이 앞장에서 기술한 생합성

과정뿐만 아니라 BRs의 생분해 과정을 통한다는 기존연구 결

과에 더하여 conjugation을 통하여 식물체 내에 BRs의 내생

함량조절 혹은 활성조절이 일어날 가능성을 증명하였다.

BRs conjugate으로부터 phosphate를 분리하기 위하여

wheat germ acid phosphatase를 사용하였는데 이는 이미

ecdysone phosphate ester의 연구를 통해서 매우 효율적임이

증명되었으며[21], CS이 phosphorylation되는 형태의 대사과

정이 존재할 가능성을 예상하였다. 이에 BRs과 구조적으로 매

우 유사한 곤충의 호르몬인 ecdysone이 phosphate가 결합되

는 conjugation 과정을 가지고 있음에 착안하여 BR을 이용한

애기장대 cell-free system에서 CS 또한 phosphorylation될 수

있음을 증명하였다. 비록 관련 표준화합물이 없는 관계로 정

확한 CS phosphate의 정확한 구조를 결정하지는 못하였으나

ecdysone phosphate의 연구 결과를 고려할 때 CS side chain

의 C-22 또는 C-23의 수산화기에 phosphate가 결합할 가능성

이 높은 것으로 생각된다(Fig. 6). 향후 CS-phosphate 유도체

를 대량 확보한 후, high resolution MS, NMR 분석을 통해

정확한 구조를 결정하는 것과 CS-phosphate 표준화합물을 합

성하여 GC-MS 결과를 비교하는 과정이 반드시 필요하다 생

각된다.

이상과 같은 CS을 중심으로 한 conjugation에 대한 본 연구

의 결과를 기존에 알려진 애기장대 식물체의 다양한 BRs 생합

성 경로와 함께 고려하면 애기장대 유식물은 생분해 과정 이

외에 conjugation 과정으로서 CS phosphorylation을 통해서

도 조직 내 활성형의 CS의 함량을 감소시키게 된다. 이처럼

애기장대 조직 내에서는 자신의 생리활성을 나타내는 활성형

의 BR인 CS을 중심으로 하여 생합성, 생분해, conjugation 등

과 같은 다양한 대사경로를 통해 homeostasis를 유지하고 있

는 것으로 판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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