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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사시나무에서 Basic Leucine Zipper 유전자의 분리와 특성 구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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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 약: Basic leucine zipper(bZIP) 단백질은 식물의 성장과 발달 그리고 스트레스 반응을 조절하는 전사인자이다. 본

연구에서는 현사시나무(Populus alba × P. glandulosa)에서 SE3 그룹에 속하는 bZIP인 PagbZIP1 유전자를 분리하여

구조와 발현 특성 등을 조사하였다. 현사시나무의 PagbZIP1 유전자는 844개의 염기쌍으로 이루어져 있으며, 144개

의 아미노산으로 구성되는 예상 분자량 16.6 kDa의 단백질을 암호화한다. PagbZIP1은 보존영역인 basic domain과

leucine zipper domain을 가지고 있으며, 현사시나무의 염색체에 2 copy가 존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PagbZIP1은 현

사시나무의 뿌리와 배양세포에서 특이적으로 발현하며, 배양세포의 생장주기에서는 정지기에 높게 발현하였다. 또한

건조와 염 그리고 저온 스트레스 뿐 아니라 식물호르몬인 ABA 처리에 의해서도 발현이 유도되어, ABA를 경유한

신호전달경로를 따라 유전자 발현을 조절하는 것으로 판단되었다. 본 연구결과는 PagbZIP1 유전자의 도입과 발현조

절을 통한 바이오매스 증진 및 스트레스 내성 나무의 개발에 도움을 줄 것으로 생각된다.

Abstract: Basic leucine zipper (bZIP) protein is a regulatory transcription factor that plays crucial roles in

growth, development and stress response of plant. In this study, we isolated a PagbZIP1 gene that belonged to

Group SE3 of bZIP from Populus alba × P. glandulosa, and investigated its expressional characteristics. The

PagbZIP1 is 844 base pairs long and encodes a putative 144-amino-acid protein with an expected molecular

mass of 16.6 kDa. The PagbZIP1 has two conserved domains including the basic and leucine zipper portions.

Southern blot analysis revealed that two copies of the gene are presented in the poplar genome. PagbZIP1 was

specifically expressed in the root and suspension cells. Moreover, the expression of PagbZIP1 was induced by

drought, salt, cold and ABA. Therefore, our results indicated that PagbZIP1 might be expressed in response to

abiotic stress through the ABA-mediated signaling pathway in poplar. 

Key words: ABA, abiotic stress, PagbZIP1, Populus alba × P. glandulosa, transcription factor

서 론

식물은 일생 동안 끊임없이 환경 스트레스에 노출된다.

환경 스트레스는 생물적 스트레스와 비생물적 스트레스

로 구분되는데, 고온과 저온, 건조, 고염, 오존 등의 비생

물적 스트레스는 식물의 성장과 발달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친다(Atkinson and Urwin, 2012). 더욱이 지구온난화와

물 소비량의 급증 등에 따른 사막화 현상이 가속화면서

건조와 고염 스트레스가 농업생산성을 감소시키는 가장

큰 요인으로 주목받고 있다(Golldack et al., 2011). 최근

유전체학 기술의 발전을 바탕으로 식물의 환경 스트레스

내성을 조절하는 유전자에 대한 연구가 많이 이루어지고

있다(Ballen-Taborda et al., 2013; Gong et al., 2010;

Luo et al., 2010; Wang et al., 2013). 특히 유전자의 전

사조절 부위에 특이적으로 결합하여 그 유전자의 전사를

활성화시키거나 억제시키는 단백질인 전사인자에 대한 연

구가 활발하다(Jaradat et al., 2013; Riano-Pachon et al.,

2007; Xu et al., 2013). 전사인자는 생물체의 발생에서부

터 성장과 발달, 세포 사이의 신호 및 환경변화에 대한 반

응 등 거의 모든 생리적 대사과정을 조절한다(Moore et
*Corresponding autho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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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l., 2011). 따라서 전사인자의 발현을 조절함으로써 나무를

포함한 식물의 성장과 발달을 좋게 하고, 바이오매스 생산

성을 높이며 환경 스트레스 내성의 획득이 가능할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Jeong et al., 2012; Lindemose et al., 2013).

Basic leucine zipper(bZIP) 단백질은 식물에서 잎과 종

자의 형성, 꽃의 발달, 에너지 대사, 광반응, 병원균 방어

와 스트레스 신호전달 등을 조절하는 전사인자이다(Jakoby

et al., 2002; Schutze et al., 2008). bZIP 단백질은 특정

DNA 서열과 결합하는 basic domain과 이합체화 반응에

관여하는 leucine zipper domain을 가지고 있다(Ying et

al., 2012). bZIP 단백질은 보존영역과 생리적 기능 등을 바

탕으로 13개의 그룹으로 구분되는데, 애기장대(Arabidopsis

thaliana)에 77개, 벼(Oryza sativa)에 92개, 그리고 포플러

(Populus trichocarpa)에는 89개가 존재하는 것으로 알려

져 있다(Correa et al., 2008; Vincentz et al., 2003).

bZIP 전사인자가 식물의 스트레스 반응을 조절하는 것

으로 알려지면서 다양한 식물에서 이 유전자의 조절을 통

한 스트레스 내성 획득연구가 활발히 이루어지고 있다.

bZIP 유전자의 발현 증가는 벼(Chen et al., 2012), 애기장

대(Kirchler et al., 2010), 콩(Gao et al., 2011), 밀(Kobayashi

et al., 2008) 그리고 옥수수(Ying et al., 2012) 등의 작물

에서 건조, 염 및 결빙 등의 비생물적 스트레스에 대한 내

성을 증가시키는 것으로 보고되었다. 그러나 기후변화 대

응 및 대체에너지 자원으로서 그 중요성이 커지고 있는

나무에서는 bZIP 전사인자에 대한 연구는 미미한 실정이

다. 나무는 수백 년에 걸친 긴 수명과 고착생활로 인하여

예측할 수 없이 변화하는 다양한 환경 스트레스에 반복적

으로 노출된다. 생물자원으로서 중요한 나무의 생존과 번

식 및 이용을 위해서는 환경 스트레스 반응을 조절하는

유전자의 기능을 분석하고 이용하는 기술의 개발이 중요

하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현사시나무(Populus alba ×

P. glandulosa)에서 bZIP 유전자를 분리하여 유전자의 서

열과 구조 및 발현특성을 조사하였다.

재료 및 방법

1. 식물재료

식물재료로 현사시나무(Populus alba × P. glandulosa)

를 사용하였다. 배양세포는 현사시나무의 잎에서 유도하

였다(Choi et al., 2001). 정지기에 도달한 0.4 g의 현사시

나무 배양세포를 100 mL의 현탁배양배지(MS배지 + 1

mg/L 2,4-D + 0.1 mg/L NAA + 0.01 mg/L BA)에 3~4

주 간격으로 계대배양 하였다(Lee et al., 2005). 세포는

22±1oC의 약한 광조건(20 µmol·m−2·s−1)에서 120 rpm으로

현탁배양 하였다. 생장주기에서의 발현 분석을 위해 계대

후 배양 26일까지 2일 간격으로 세포를 취하여 무게를 측

정하고 액체질소에 얼린 다음 -70oC에 보관하였다. 조직

특이성 분석을 위하여 잎, 줄기 및 뿌리는 1년생 삽목묘로

부터, 꽃은 25년생 나무로부터 채취하였다. 

2. bZIP 유전자의 분리 및 염기서열 분석

계대 후 배양 8일째의 현사시나무 배양세포에서 분리

한 mRNA를 사용하여 제작한 cDNA library 유래의

EST(expressed sequence tag) 클론 분석(Lee et al.,

2005)을 통하여 식물에서 보고된 bZIP 유전자와 높은 상

동성을 나타내는 클론을 선발하였다. 선발된 cDNA 클론

의 전체 염기서열을 결정한 다음 Vector NTI advance

10.0(Invitrogen, USA)을 이용하여 예상 아미노산 서열과

분자량 등을 조사하였다. 단백질의 상동성 분석에는 Uniprot

program(http://www.uniprot.org/align/)의 ClustalW algorithm

을 사용하였고, domain 분석은 Prosite(http://www.expasy.

org/prosite/)에서 실시하였다(Hulo et al., 2006). Phylogenetic

tree는 MEGA4.1(http://www.megasoftware.net/index.html30)

을 사용하여 NJ method로 작성하였다. 

3. Southern blot 분석

현사시나무의 잎에서 MegaExtractor plant genome

kit(MegaExtractor plant genome kit, Toyobo, Japan)를

사용하여 genomic DNA를 분리하였다. 10 µg의 genomic

DNA를 제한효소 BamHI, EcoRI 및 HindIII로 각각 완전

히 절단하였다. 1% agarose gel에 전기영동한 다음 capillary

transfer 방법으로 gel 상의 DNA를 Hybond-XL nylon

membrane(Hybond-XL nylon membrane, Amersham-

Pharmacia Biotech, UK)에 전이시켰다. Membrane을 0.1

mg/mL의 변성된 연어 정소 DNA가 첨가된 1× PerfectHYB

plus hybridization buffer(PerfectHYB plus hybridization

buffer, Sigma, USA)에 넣고 68oC에서 30분간 전처리하였

다. a-32P로 표식된 bZIP cDNA probe를 첨가한 다음

68oC에서 12시간 동안 hybridization 하였다. 반응이 끝난

membrane을 0.2× SSC-0.1% SDS 용액으로 15분간 3회

세정한 다음 X-ray 필름에 노출시켰다.

4. 스트레스 처리 및 northern blot 분석

계대 후 배양 4일째의 배양세포에 mannitol(250 mM),

NaCl(150 mM) 및 ABA(25 µM)를 각각 처리한 다음 2시

간과 10시간 후에 세포를 회수하였다. 저온처리는 배양세

포가 들어있는 삼각 플라스크를 얼음에 꽂아 배지의 온도

가 약 2oC가 되게 조절한 후 2시간과 10시간 동안 진탕배

양 하였다. 대조구로는 스트레스 처리에 사용된 것과 동일

한 배양세포를 아무런 처리 없이 2시간과 10시간 후에 각

각 회수하였다. 모든 실험은 3반복으로 수행하였고, 회수한

시료는 즉시 액체질소에 얼린 다음 -70oC에 보관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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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otal RNA는 TRI Reagent(TRI Reagent, Molecular

Research Center, USA)를 사용하여 사용자 매뉴얼에 따라

분리하였다. 10 µg의 total RNA를 1.2% formaldehyde

agarose gel에 전기영동 하였다. Probe의 합성, hybridization

및 membrane 세정 등은 Southern blot 분석과 동일한 방법

으로 실시하였다. 

결과 및 고찰

1. bZIP 유전자의 분리 및 구조 분석 

식물에서 보고된 bZIP 유전자와 높은 서열 상동성을 나

타내는 cDNA 클론을 현사시나무 배양세포 유래의 cDNA

library에서 선발하였다(Lee et al., 2005). 선발된 클론의

전장 cDNA를 분리하여 염기서열을 결정하고 분석한 결

과, P. trichocarpa의 PtrbZIP69 mRNA(XP_002314935)와

DNA 수준에서 96%의 높은 상동성을 나타내어 PagbZIP1

(Populus alba × P. glandulosa basic leucine zipper 1)

로 명명하였다. DNA 염기서열 분석 결과 PagbZIP1의 길

이는 844 base pair(bp)로, 290번째 nucleotide(nt)에서

개시코돈이 시작하여 721번째 nt에서 종결되는 432 bp

길이의 ORF를 가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PagbZIP1에 의

해 암호화되는 예상 단백질은 144개의 아미노산으로 구

Figure 1. (A) Multiple alignment of the deduced amino acid sequences of the PagbZIP1 with bZIP proteins from Populus
trichocarpa (PtrbZIP68, PtrbZIP69), Arabidopsis thaliana (AtbZIP1, AtbZIP53) and Oryza sativa (OsbZIP86, OsbZIP87). The

basic and leucine repeat regions of leucine zipper domain are boxed and shaded, respectively. (B) Phylogenetic tree of amino
acid sequences of the PagbZIP1 with other bZIP proteins from Arabidopsis thaliana (At) and Populus trichocarpa (P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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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되며, 예상 분자량은 16.6 kDa으로 나타났다. 

PagbZIP1 단백질은 P. trichocarpa에서 보고된 PtrbZIP69

와 98%의 가장 높은 아미노산 서열 상동성을 나타내었다.

또한 애기장대의 AtbZIP53과는 70% 그리고 벼의 OsbZIP86

과는 68%의 상동성을 나타내었다. 아미노산 서열 분석 결

과, PagbZIP1은 28~43번째 아미노산에 N-X7-R/K 구조의

basic domain이 존재하고, 51~100번째 아미노산에 leucine

zipper domain이 존재하였다(Figure 1A). Leucine zipper

domain에는 8개의 leucine 잔기(51, 58, 65, 72, 79, 86,

93, 100번째)가 L-X6-L-X6-L의 구조로 반복된다. 이는 대

부분의 식물에서 보고된 bZIP 단백질의 구조와 일치하는

것으로(Ying et al., 2012), 본 연구에서 분리한 PagbZIP1

이 bZIP 전사인자 임을 뒷받침하였다. bZIP은 보존영역의

구조적 특성 등을 바탕으로 13개의 그룹(A~L, S)으로 구

분된다(Correa et al., 2008). 계통 분석 결과 PagbZIP1은

그룹 S 중에서도 쌍떡잎식물의 bZIP으로 분류되는 SE3에

속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특히 P. trichocarpa의 PtrbZIP69

와 가장 높은 유연관계를 나타내었다(Figure 1B). 계통 분

석결과 나타나는 각 그룹은 생물학적 기능이 유사한 단백

질로 묶이는데, PagbZIP1이 속한 SE3 그룹은 에너지 대

사, 광반응, 노화, 건조 스트레스 반응과 ABA 신호전달에

관여한다(Jakoby et al., 2002). 

2. PagbZIP1 유전자의 genomic organization 

현사시나무의 염색체에 존재하는 PagbZIP1 유전자의

copy 수를 알기 위하여 Southern blot 분석을 실시하였다.

전장(full-length)의 PagbZIP1 cDNA를 probe로 사용하여

분석한 결과 제한효소 BamHI과 EcoRI으로 각각 절단한

genomic DNA에서는 2개의 hybridized band가 나타났고,

HindIII로 절단한 genomic DNA에서는 5개의 hybridized

band가 나타났다(Figure 2). PagbZIP1이 속한 그룹 S의

bZIP 유전자는 intron이 없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Correa

et al., 2008). 또한 PagbZIP1의 cDNA에는 제한효소

BamHI과 EcoRI의 절단부위는 없고, HindIII 절단부위는

540~545 nt의 위치에 한 개가 존재한다. 따라서 현사시나

무에서 PagbZIP1 유전자는 2 copy 정도가 존재하는 것으

로 추정되었다.

3. PagbZIP1의 조직 특이적 발현

PagbZIP1 유전자의 조직 특이적 발현 여부를 확인하기

위하여 현사시나무의 잎, 줄기, 뿌리, 꽃 그리고 계대 후

배양 14일째의 세포로부터 total RNA를 분리하여 northern

blot 분석을 실시하였다. 그 결과 PagbZIP1은 뿌리와 배양

세포에서 특이적으로 발현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특히

배양세포에서 높게 발현하였다(Figure 3A). 식물의 현탁

Figure 2. Genomic Southern blot analysis of the PagbZIP1

gene in Populus alba × P. glandulosa. Genomic DNAs digested
with BamHI (B), EcoRI (E) or HindIII (H) were fractionated
by electrophoresis on 1.0% agarose gel and transferred onto

a positively charged nylon membrane, and then hybridized
with P32-labeled full-length PagbZIP1 cDNA.

Figure 3. (A) Tissue-specific expression of PagbZIP1. Total

RNA was extracted from leaves (L), stems (S), roots (R),
flowers (F) and suspension cells (SC) of poplar. Full-length
PagbZIP1 cDNA was used as probe. (B) Growth kinetics of

suspension cells. After sub-culturing, fresh cellular mass was
determined every 2 days for 26 days. (C) Northern blot
analysis of the PagbZIP1 gene during suspension culture

period. Ethidium bromide-stained ribosomal RNA (rRNA)
was served as a loading contro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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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양세포는 진탕에 의한 물리적 스트레스를 받을 뿐 아니

라 이에 수반되어 생산되는 과산화수소에 의한 산화 스트

레스도 받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Legendre et al., 1993).

따라서 PagbZIP1이 배양세포에서 높게 발현하는 것은 조

직특이적인 발현이라기보다는 배양과정에서 발생하는 물

리적 환경인자에 의해 유도된 것으로 추정된다. 이러한 사

실은 본 실험에서 사용한 배양세포가 잎에서 유도된 것이

지만 PagbZIP1이 정상 상태의 잎에서는 거의 발현되지 않

는다는 사실이 뒷받침한다. 한편, 뿌리에서 PagbZIP1의

높은 발현은 콩(Phaseolus acutifolius)의 bZIP 유전자

(AY026054)에서 보고된 결과와 일치하는 것이다(Rodriguez-

Uribe and O'Connell, 2006). 

4. 배양세포의 생장주기에서 PagbZIP1의 발현

현사시나무 배양세포의 생장주기에서 PagbZIP1 유전자

의 발현양상을 분석하였다. 계대 후 배양 4, 8, 12, 16, 20

및 24일째의 세포로부터 RNA를 분리한 다음 northern

blot 분석을 실시하였다. 현사시나무의 배양세포는 식물

배양세포의 생장 패턴을 따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즉, 유

도기에 이어 배양 8~16일에 지수생장기를 거친 후 정지기

에 이르렀다(Figure 3B). PagbZIP1 유전자는 늦은 지수생

장기에 해당하는 배양 16일까지 낮은 발현수준을 유지하

다가 20일부터 발현이 증가하였고, 정지기인 배양 24일째

까지 높은 발현을 나타내었다(Figure 3C). 현사시나무의

배양세포에서는 유도기에 DNA가 합성되고, 초기 지수생

장기에 세포분열과 생장이 활발하며, 이후 정지기에 이르

러 배지 내의 양분이 고갈되며 생장이 정지된다(Lee et al.,

2007). PagbZIP1이 정지기에서 높게 발현하는 것은 이 유

전자가 세포의 노화 및 세포사 과정에서 일어나는 과정을

조절함을 의미한다. 이러한 사실은 식물에서 잎의 노화 및

세포예정사(programmed cell death)와 관련된 유전자의 발

현이 배양세포의 노화기 즉, 정지기에 발현되며, PagbZIP1

이 속한 SE3 그룹의 bZIP이 노화에 관여한다는 보고와 일

치하는 것이다(Correa et al., 2008; Hosseini and Mulligan,

2001). 

5. 스트레스 및 ABA 처리에 따른 PagbZIP1 유전자의

발현 

스트레스 및 ABA 처리가 PagbZIP1 유전자의 발현에

미치는 영향을 조사하였다. 현사시나무의 배양세포에

mannitol(250 mM), NaCl(150 mM), ABA(25 µM) 및

저온(2)을 처리한 다음 RNA를 분리하여 northern blot 분

석을 실시하였다. 그 결과 모든 처리구에서 PagbZIP1의

발현이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Figure 4). Mannitol 처

리에서는 처리 2시간에서 발현이 증가하기 시작하여 처리

10시간에서는 더 높은 발현을 나타내었다. 저온과 NaCl

처리의 경우 처리 2시간에서는 발현 수준의 차이가 없었

으나 처리 10시간 후에 증가하였다. 한편 식물 호르몬인

ABA 처리에서는 처리 2시간 후에 PagbZIP1의 발현이 급

격하게 증가하였고, 처리 10시간까지 높은 수준을 유지하

였다. 이러한 결과는 PagbZIP1이 현사시나무의 스트레스

반응에 관여함을 의미하며, PagbZIP1이 속한 SE3 그룹의

bZIP이 건조 스트레스 반응과 ABA 신호전달에 관여한다

는 보고와 일치하는 것이다(Correa et al., 2008). SE3 그

룹에 속하는 bZIP 유전자의 스트레스 반응은 벼와 옥수수

등에서 보고된 바 있다. 즉, 벼의 OsbZIP16과 옥수수의

ZmbZIP72 유전자의 발현이 건조와 염 스트레스 처리에

의해 증가하였고, 이들 유전자가 각각 형질전환된 벼와 애

기장대는 건조와 염 스트레스에 내성을 나타내었다(Chen

et al., 2012; Ying et al., 2012). 한편 식물호르몬인 ABA

는 건조, 염 및 저온 스트레스의 신호전달에 관여하여 스

트레스 반응 유전자의 발현을 조절한다(Shinozaki and

Yamaguchi-Shinozaki, 2007). 따라서 본 연구에서 분리한

현사시나무의 PagbZIP1 유전자는 건조, 염 및 저온 스트

레스 반응에 관여하며, ABA를 경유한 신호전달경로를 따

라 유전자 발현을 조절하는 것으로 판단되었다. 

이상의 결과를 종합하여 보면 bZIP 유전자가 식물의 성

장과 발달 뿐 아니라 스트레스 반응에도 관여하는 것이

분명해 보인다. 그러나 식물에서 bZIP 유전자의 발현특성

에 관한 정보는 많이 있지만 스트레스 반응에 관한 정보

는 여전히 부족한 실정이다. 식재 후 관리를 거의하지 않

는 나무의 특성상 생물적 및 비생물적 스트레스가 나무의

성장에 미치는 영향이 매우 크다. 따라서 PagbZIP1 유전

자의 스트레스 반응을 포함하여 그 기능을 밝힘으로써 생

명공학 기술을 이용한 신기능성 임목의 개발에 활용 가능

할 것으로 기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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