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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 약 문
1. 제목

Water stress 관련 신호전달체계 연구를 통한 가뭄내성 식물체 개발

2. 연구개발의 목적 및 필요성

고착 생활을 하는 식물은 외부환경의 변화를 늘 감지하여 그에 대해서
적절한 반응을 하면서 살아가게 된다. 여러 가지 다양한 외부 환경 중에
서 식물체에 대단히 커다란 영향을 미치는 외부 요인 중의 하나가 가뭄
현상이다. 가뭄현상은 식물체에 water stress를 초래하게 되는데 water
stress는 가뭄 뿐 만 아니라 높은 염도나 낮은 온도 등에 의하여 초래
되기도 한다.

water stress (또는 water deficit)은 식물의 성장, 발

육, 그리고 수확에 이르기까지 여러 방면에 대단히 크게 영향을 미치며
water deficit이 심할 경우에는 식물세포에 심각한 손상을 초래하게 되
며 식물체의 죽음에까지 이를 수가 있으므로, 특히 농업적인 관점에서
대단히 중요한 연구대상의 하나였다.

water deficit으로부터 세포가 손

상되는 것을 막는 것에 대하여 많은 연구가 되어져 왔는데 주로 생리적

인 변화나 생화학적인 변화가 주된 연구 대상 이었다. 반면 어떤 기작을
통해 식물체가 water deficit을 인식하고 그 스트레스에 대응하여 다양
한 세포 내 변화를 유도하여 water deficit으로부터 세포가 손상되는 것
을 막는지에 대하여 현재 잘 알려져 있지 않다. 본 연구과제에서는 식물
의 water stress관련 새로운 신호전달 유전자를 분리하고 그 기능을 탐
구 하므로서 식물세포의 osmotic stress 신호전달과정에 관하여 연구하
였다

3. 연구개발의 내용 및 범위

(1) 연구범위
가. 식물의 water stress 신호전달 기작의 이해
나. water stress 신호전달 component의 조작을 통한 가뭄내성 식물체
개발

(2) 연구내용

가. water stress관련 유전자군의 탐색과 단백질 분석

water stress에 전사가 유도되는 유전자의 screening과 yeast의 osmotic
stress mutant에 complementation 할 수 있는 식물유전자의 screening을
수행하여 NtCDPK1 (calcium-dependent protein kinase), NtTMK1
(receptor-like

kinase),

AtGSK1 (glycogen synthase kinase-like

protein kinase), AtCP1 (calcium-binding protein), AtSIZ1 (zinc
finger transcription factor) 유전자들을 cloning하였다. 그 후 이 유
전자들과 encode되는 각각의 단백질의 성질을 분자생물학적, 생화학적으
로

분석하였다. 이들

단백질들의 세포내

위치는

GFP tagging 및

immunocytochemistry를 이용하여 분석하였다.

나. water stress관련 단백질들의 세포내 기능조사 및 가뭄내성 식물체
개발

위에서 클로닝된 단백질들의 water stress에 관한 기능을 조사하기 위하
여antisense, sense transgenic plants를 제조하였고 T-DNA tagging
mutant를 screening하였다. 그 결과 NtCDPK1의 과대발현 형질전환체와
AtGSK1의 T-DNA tagging mutant는 고염도배지에서 엽록체발생과 뿌리발
달등 전반적인 식물체 성장에서 control보다 높은 내성을 보였다. 특히
AtGSK1의 mutant는 water stress에 유도되는 여러 방어 유전자들이 염처

리시 control보다 매우 높게 발현되어 AtGSK1의 본래의 기능이
stress

water

신호전달의 negative regulator 인 것을 제시한다. 현재 이러한

mutant의 염내성 기작을 연구하였다. 따라서 본 연구팀은 이 과제의 수
행을 통하여 water stress관련 신호전달체계를 연구하였고 그 결과 얻은
water stress 신호전달 component를 조작하여 model 식물에서 가뭄내성
이 증가된 NtCDPK1 과대발현 형질전환체와 AtGSK1 mutant 식물체를 제조
하였다. 결국 이러한 유전자들을 조절하여 경제적 주요작물의 염내성과
가뭄내성을 증가시킬 수 있으리라고 생각된다.

3. 연구개발결과

과제 수행 결과로 6편의 발표된 논문과 2편의 manuscript를 제출함.
1) Characterization of NtCDPK1, a calcium-dependent protein kinase
gene in Nicotiana tabacum, and the activity of its encoded protein
Gyeong-Mee Yoon, Hye-Sun Cho, Hyun-Jung Ha, Jang Ryol Liu, and
Hyun-sook
Pai*
Plant Molecular Biology 39: 991-1001 (1999)

2)An Arabidopsis GSK3/shaggy-like gene that complements yeast salt
stress-sensitive mutants is induced by NaCl and Abscisic acid.
Piao HL, Pih KT, Lim JH, Kang SG, Jin JB, Kim SH, Hwang I*
Plant Physiology 119:1527-1534 (1999)

3)Cloning

and

characterization

of

NtTMK1

gene

encoding

a

TMK-homologous receptor-like kinase in tobacco.
Hye Sun Cho and Hyun-sook Pai*
Molecules and Cells, 10: 317-324 (2000)

4) Molecular cloning of a novel Ca2+-binding protein that is
induced by NaCl stress.
Jang HJ, Pih KT, Kang SG, Lim JH, Jin JB, Piao HL, Hwang I*
Plant Mol Biol 37:839-847 (1998)
5) Expression patterns of the NPP1 protein phosphatase gene and
biochemical activity of its encoded protein.
Gyeong Mee Yoon, Sang Sook Lee, and Hyun-sook Pai*
Journal of Plant Biology 42: 247-251 (1999)

6) Structure and function of NtCDPK1, a calcium-dependent protein
kinase in tobacco.
Gyeong Mee Yoon, Sang Sook Lee, and Hyun-sook Pai*
Journal of Plant Biotechnology 2: 79-82 (2000)

7) constitutive overexpression of AtGSK1 induces NaCl stress
responses in the absence of NaCl stress and results in enhanced
NaCl tolerance in Arabidopsis.
Piao Hai Lan, Soo Jin Kim, Young A Kim, Gang-Won Cheong, Inhwan
Hwang
Manuscript submitted.

8) Expression of an ER-localized and osmotic stress-inducible
b-glucodidase

homolog

enhances

resistance

to

NaCl

stress

in

transgenic plants
Piao Hai Lan, Jeong Hwa Lim, Kyeong Tae Pih, Gang-Won Cheong,
Inhwan Hwang
Manuscript submitted.

4. 연구개발결과의 활용계획

1) 이 과제의 수행을 통하여 water stress 신호전달 관련 유전자를 분리
하여 단백질의 특성을 탐구하고 water stress 신호전달체계의 분자적 기
작을 조사하였다. 이 연구 결과는 osmotic stress 신호전달 component를
동정하고 신호전달의 flow를 이해하는데 중요한 결과이며 이 결과를 바
탕으로 osmotic stress 신호전달 component간의 상호조절작용과 신호전
달체계의 network를 탐구하는데 활용한다

2) 새롭게 분리된 water stress 신호전달 조절유전자를 조작하여 model
식물에서 가뭄내성이 증가된 NtCDPK1 과대발현 형질전환체와 AtGSK1
mutant 식물체를 제조하였다. 이러한 유전자들의 활성을 유전공학적으로
조절하여 경제적 주요작물에 도입 함으로서 염내성과 가뭄내성이 증가된
작물을 개발한다.

SUMMARY

1. Title

Study of water stress-related signaling mechanism and development
of drought-resistant plants

2. Purposes and necessities of the research project

Water stresses cause hyperosmotic stress, imbalance in the cellular
ion
plant

concentration,

and

development.

salinity

cause

general

Water

toxicity

stresses

significant

loss

that

including
of

adversely
drought

agricultural

affects

and

high

productivity

throughout the world. Thus extensive efforts have been put to
increase

drought-

and

high

salinity-resistance

through breeding and genetic engineering.

in

major

crops

Numerous studies have

been conducted to delineate the cellular changes that occur upon
exposure to osmotic stress. It has been noted that different plant

species employ a variety of different mechanisms to cope with
osmotic stress. Though responses are well understood with regard to
physiological and metabolic changes, the mechanisms of osmotic
stress signaling in plants are less well understood. The purpose of
our study was to investigate molecular mechanisms of osmotic stress
signaling by isolating new signaling components and probing their
functions in the signaling pathway in Arabidopsis and tobacco. The
second purpose of this study was to develop genetically engineered
plants with increased resistance to water stress by genetically
manipulating newly identified signaling components.

3. Contents and boundary of the research project

1)

Identification

and

molecular

characterization

of

water

stress-related genes and proteins

We screened cDNA fragments of which expression is stimulated by
salt stress or which complement yeast osmotic stress mutants. As a
result,

NtCDPK1

(calcium-dependent

protein

kinase),

NtTMK1

(receptor-like

AtGSK1 (glycogen synthase kinase-like

kinase),

protein kinase), AtCP1 (calcium-binding protein), AtSIZ1 (zinc
finger

transcription

AtBG1 (b-glucosidase) gene

factor),

were

cloned. Their protein products were biochemically characterized,
and their subcellular localization was investigated.

2) Investigation of gene functions related with water stress and
development of drought-resistant plants

To probe gene functions related with water stress, antisense and
sense transgenic plants that express a variety of newly cloned
genes were generated, and T-DNA tagging mutants were screened.
NtCDPK1-overexpressing transgenic plants and the T-DNA tagging
mutant

of

AtGSK1

showed

higher

resistance

to

high

salt

in

chlorophyll maintenance and root development when compared to the
wild

type.

Especially,

stress-inducible
treatment,

defense

suggesting

in
genes

that

the

AtGSK1mutant,

were

AtGSK1

highly
is

a

many

induced

negative

upon

regulator

salt
salt
in

osmotic stress signaling pathway. Thus by genetically manipulating

NtCDPK1 and AtGSK1 genes in plant cells, water stress resistance
could be enhanced in plants.

4. Results of the research project
As results of this research project, six published articles and two
manuscripts are attached behind. The list of the articles and
manuscripts is as follows.

1) Characterization of NtCDPK1, a calcium-dependent protein kinase
gene in Nicotiana tabacum, and the activity of its encoded protein
Gyeong-Mee Yoon, Hye-Sun Cho, Hyun-Jung Ha, Jang Ryol Liu, and
Hyun-sook Pai*
Plant Molecular Biology 39: 991-1001 (1999)

2) An Arabidopsis GSK3/shaggy-like gene that complements yeast salt
stress-sensitive mutants is induced by NaCl and Abscisic acid.
Piao HL, Pih KT, Lim JH, Kang SG, Jin JB, Kim SH, Hwang I*
Plant Physiology 119:1527-1534 (1999)

3)

Cloning

and

characterization

of

NtTMK1

gene

encoding

a

TMK-homologous receptor-like kinase in tobacco.
Hye Sun Cho and Hyun-sook Pai*
Molecules and Cells, 10: 317-324 (2000)

4) Molecular cloning of a novel Ca2+-binding protein that is
induced by NaCl stress.
Jang HJ, Pih KT, Kang SG, Lim JH, Jin JB, Piao HL, Hwang I*
Plant Mol Biol 37:839-847 (1998)

5) Expression patterns of the NPP1 protein phosphatase gene and
biochemical activity of its encoded protein.
Gyeong Mee Yoon, Sang Sook Lee, and Hyun-sook Pai*
Journal of Plant Biology 42: 247-251 (1999)

6) Structure and function of NtCDPK1, a calcium-dependent protein
kinase in tobacco.
Gyeong Mee Yoon, Sang Sook Lee, and Hyun-sook Pai*
Journal of Plant Biotechnology 2: 79-82 (2000)

7) constitutive overexpression of AtGSK1 induces NaCl stress
responses in the absence of NaCl stress and results in enhanced
NaCl tolerance in Arabidopsis.
Piao Hai Lan, Soo Jin Kim, Young A Kim, Gang-Won Cheong, Inhwan
Hwang
Manuscript submitted.

8) Expression of an ER-localized and osmotic stress-inducible
b-glucosidase

homolog

enhances

resistance

to

NaCl

stress

in

transgenic plants
Piao Hai Lan, Jeong Hwa Lim, Kyeong Tae Pih, Gang-Won Cheong,
Inhwan Hwang
Manuscript submitted.
5. Application of the results from the research project

1) The genes encoding novel signaling components were isolated by
screening water stress-inducible genes and genes that complement
yeast osmotic stress mutants. Those genes and their encoded

proteins were characterized, and their functions in water stress
signaling

pathway

were

examined

using

antisense

and

sense

transgenic plants as well as T-DNA tagging mutants in Arabidopsis.
The results provided important information on signaling components
involved in water stress and the action mechanism of the individual
component in the signaling pathway. Based on these results, further
investigation in water stress signal transduction will be carried
out to identify other signaling components that interact with the
components previously identified and to determine the hierarchy of
various components in the signaling network.

2) This study revealed that AtGSK1 and NtCDPK1 genes are useful to
enhance plants' resistance to water stress. NtCDPK1 overexpressing
transgenic plants and AtGSK1 T-DNA tagging mutants showed increased
resistance to high salt and drought. By introducing these genes
into

crop

plants

after

genetic

manipulation,

salinity-resistant crops may be developed.

drought

and

hig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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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론

고착 생활을 하는 식물은 외부환경의 변화를 늘 감지하여 그에 대해서
적절한 반응을 하면서 살아가게 된다. 여러 가지 다양한 외부 환경 중에
서 식물체에 대단히 커다란 영향을 미치는 외부 요인 중의 하나가 가뭄
현상이다. 가뭄현상은 식물체에 water stress를 초래하게 되는데 water
stress는 가뭄 뿐 만 아니라 높은 염도나 낮은 온도 등에 의하여 초래
되기도 한다. water stress는 이미 수 십년 동안 꾸준히 연구되어온 식
물에 있어서 대단히 중요한 연구 주제 중의 하나였다. water stress (또
는 water deficit)은 식물의 성장, 발육, 그리고 수확에 이르기까지 여
러 방면에 대단히 크게 영향을 미치며 water deficit이 심할 경우에는
식물세포에 심각한 손상을 초래하게 되며 식물체의 죽음에까지 이를 수
가 있으므로, 특히 농업적인 관점에서 대단히 중요한 연구대상의 하나였
다. 어떻게 water deficit을 식물체가 인식하고, 식물체 내에 그것에 대
응하여 다양한 변화를 일으키므로서 water deficit으로부터 세포가 손상
되는 것을 막는 것에 대하여 많은 연구가 되어져 왔는데 주로 생리적인
변화나 생화학적인 변화가 주된 연구 대상 이었다. 따라서 식물체에
water deficit이 왔을 때에 식물체에 일어나는 생리적인 변화나 생화학

적인 변화에 대해서는 대체로 잘 알려져 있다.
지금까지의 연구 결과에 의하면 식물들은 식물의 종류에 따라서 다른 다
양한 반응을 보이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식물체의 water stress에 대한
반응은 대체로 크게 나누면 세가지로 나눌 수가 있는데 그 중에 첫번째
는 drought escape mechanism이고, 두 번째는 drought tolerance at
high

tissue

water

potential

방법이고,

세

번째

것이

drought

tolerance at low water potential 방법이다. 또한 같은 식물이라고 할
지라도 water deficit의 정도나, 기간, 식물의 발육의 정도, 환경적인
요인 등에 따라서 다른 반응을 나타내는 것으로 알려져 있는데, water
deficit이 심하지 않을 때에는 단순히 기공을 닿아 수분의 증발을 막고
광합성 반응을 중지 하거나 식물의 성장 및 분화 등을 중단 하게 되며
점점 water deficit의 정도가 심해짐에 따라 osmotic pressure를 조절하
기 위해 osmotin이라는 단백질, proline과 같은 아미노산, osmolyte,
sugar등과 같은 여러 가지 물질을 만들어 water deficit에 의한 식물세
포의 손상을 막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그리고 위에서 열거한 여러 가지
water deficit에 대한 방어적인 반응들 뿐만 아니라 water deficit을 해
소하기 위한 능동적인 반응이 있는데 그 대표적인 것 중의 하나가 water
uptake를 증가 시키기 위하여 뿌리의 root hair를 많이 만들거나 뿌리의
길이를 길게 하여 뿌리의 표면적을 넓게 하는 반응이다.

위에서 열거한 여러 가지 연구들을 밑바탕으로 하여 식물체에 water
deficit (water stress 또 osmotic stress)가 왔을 때에 그에 대항하여
(식물 세포의 손상을 방지하기 위하여) 일어 나는 여러 가지 생리학적,
생화학적, 발생학적 반응에 대하여 많은 연구가 되어져 왔는데 그 대표
적인 것 중의 하나가 water deficit이 식물 세포에 가해지면 세포 내에
abscisic acid (ABA) 의 양이 대단히 많이 증가 된다는 것이다. 따라서
ABA가 drought response에 관여하는 secondary messenger 역할을 할 것
으로 추측되어지며 이에 대한 많은 연구가 되어져 왔다. 이러한 추측을
바탕으로 ABA의 binding protein 또는 receptor molecule을 찾고자 하는
노력이 있어 왔으며 몇몇 ABA binding 단백질들이 보고되어

졌지만 이

들이 ABA signal을 전달하는데 어떠한 역할을 하는지 아직 잘 알려져 있
지 않고, ABA의 생성과정 및 식물체 내에서의 이동, 세포 내에서의 분포
상황 등도 확실하지 않다.
1980년대 후반에 들면서 water stress에 대한 식물체의 반응을 분자 수
준에서 연구를 하려고 하는 새로운 경향이 나타났다. water stress에 대
한 이 새로운 연구 방향의 밑바탕에 깔려있는 중심 생각은 많은 생리학
적, 생화학적, 발생학적 반응들이 유전자 발현을 통해서 이루어질 것이
라는 것이다. 이러한 생각은 유전학적인 방법으로 여러 가지 식물들에서
water stress에 대단히 민감한 돌연변이종들을 만들어 냄으로서 확실한

지지를 받게 되었다. 잘 알려진 예로는 maize의 viviparous mutant와

Arabidopsis의 abi mutant들이 있다. 따라서 water deficit에 의해서 식
물체 내에 새로이 만들어지거나 만들어지는 양이 증가 되는 단백질이나
유전자들을 찾고자 하는 노력이 여러 방면에서 있어 왔다. 그러한 방법
들 중의 하나가 two dimensional PAGE를 이용하는 방법인데 drought
stress가 식물체에 주어졌을 때 two dimensional PAGE상에서 drought
condition에 의해서 새로이 나타나거나 발현이 증진된 단백질들을 볼 수
가 있다. 또 하나의 방법은 differential screening을 통해서 drought
condition에서 발현이 증진된 유전자를 찾는 방법이다. 이 방법을 통하
여 여러 가지 유전자들이 cloning 되어졌으며 그들이 coding하는 단백질
의 일차적인 구조가 DNA sequencing을 통하여 유추되어졌다. 그러나 그
렇게 찾아진 유전자들의 생물학적인 활성이나 생물학적인 기능에 대해서
는 아직 이렇다 하게 진전이 없다. 또한 그렇게 발현이 증진되어진 유전
자들이 모두 식물의 drought resistance나 drought tolerance를 증진 시
키는데 필요한 단백질들인지에 대해서는 확실하지 않다.
drought condition에 의해서 발현이 증진된 여러 가지 유전자들을 크게
세가지 유형으로 분류할 수가 있는데, 첫번째 그룹은 식물체를 drought
으로부터 보호하고 water stress에 식물세포가 적응하는데 필요한 단백
질을 coding하는 유전자들이며 두 번째 그룹은 drought condition에 식

물 세포들이 손상을 입어서 발현이 증진 된 것 들이며, 세 번째 그룹은
유전자의 발현이 증진되기는 하지만 drought resistance나 drought
tolerance에 직접적인 관련이 없이 간접적인 이유로 발현이 증진된 것
들이다. 첫번째에 속하는 유전자들 중에서도 기능에 따라서 이들을 다시
몇 개의 세부 그룹으로 나눌 수 있다. 어떤 유전자들은 수분의 손실에
대해서 세포내의 구조를 보호하는데 필요로 하는 단백질을 coding 하는
것들로,

대표적인

것으로

seed

maturation에

있어서

desiccation

process 동안에 발현이 증진되어지는 LEA protein을 coding하는 lea 유
전자들을 들 수 있겠다. 이러한 lea 유전자들은 발현이 발생학적인 조절
을 받고 있으며 water deficit에 의해서 많은 식물들에서 발현이 증진되
어 진다는 것이 알려져 있다. 어떤 세부 그룹은 삼투압을 조절하는데 필
요로

하는

polyamine,

sugar

alcohol과

같은

osmoprotectant나,

glycine-betaine, proline과 같은 osmolyte들을 만드는데 필요한 단백질
을 coding하는 것들, 삼투압 조절에 필요로 하는 channel protein
(water pump) 또는 H+-ATPase등을 coding하는 유전자들로 생각되어진다.
또 다른 하나의 세부 그룹은 water stress를 인식하여 이를 유전자 발현
에 전달하는 신호전달 체계에 관여하는 단백질들을 coding하는 유전자들
로 생각되어진다. 위에서 언급한 것과 같이 drought condition에 의해서
발현이 증진 되어지는 유전자들이 거의 모든 농작물이나 실험대상 식물

에서 알려져 있지만 아직 식물세포가 정확하게 어떻게 water stress를
인식하고 그 신호가 어떤 경로를 통하여 drought responsive한 유전자들
의 발현을 증진시키거나 하는 유전자 발현의 조절작용에 관여 하는지에
대해서는 거의 알려진 바가 없다. 단지 대단히 복잡하고 아마도 여러 가
지 여러 신호전달 체계를 통하여 이루어 질것이라는 것이 현재의 가장
주된 생각이다.
이러한 drought 신호전달에 관여 할 것이라고 생각되어지는 물질중의 하
나가 위에서 언급한 ABA이다. 식물체 내에 ABA의 농도가 drought
condition에서 크게 증가되어 지는 것은 잘 알려져 있다. 또한 drought
에 의하여 발현이 증진되어지는 유전자들이 외부에서 더해진 ABA에 의하
여 발현이 증진되어 질 뿐만 아니라 식물의 다른 여러 가지 drought
response를 유도할 수 있다는 것이다. drought 신호전달에 관여된
mechanism을 연구하기 위한 하나의 방법으로 어떻게 ABA가 유전자 발현
에 관여 하는지에 대하여 연구가 있어 왔다. ABA에 의해서 발현이 증진
되어지는 여러가지 유전자들 (Em, rab16, rab17, rab18, 등)이 cloning
되어졌으며 이들 유전자의 promoter에서 ABA에 의해서 유전자의 발현이
조절되어지는 것을 매개하는 cis-element가 ABRE라는 것이 밝혀졌으며
이 ABRE binding하는 transcription factor인 EmBP-1가 밀로부터
cloning 되어졌다. 그렇지만 drought signal transduction pathway가 그

렇게 간단하지는 않은 것처럼 보인다. 어떤 유전자들은 drought에 의해
서 발현이 증진되지만 ABA에 의해서 induction이 되지 않고, ABA에 의해
서 발현이 증진되지만 ABRE를 가지고 있지 않는 것도 알려져 있다. 따라
서

여러

가지

cis-element들이

있으며

이에

따라서

다양한

transcription factor들이 있을 것으로 생각되어진다. 또한 ABA 뿐만 아
니라 cytokinin이나 GA 같은 다른 식물 hormone도 식물의 drought
response에 관련이 있을 것으로 생각되는 실험 결과들이 계속 발표되고
있다.
이러한 많은 연구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신호전달 과정에 대하여 거의 이
해되지 않고 있다. 본 연구과제에서는 식물체에 있어서 osmotic stress
가 식물의 생식작용, 특히 개화 및 수분, 그리고 embryo 발육과정에 미
치는 영향을 생리학적, 분자생물학적으로 연구하고, 또한 이들 신호가
궁극적으로 세포 내로 전달되어 세포의 생리변화나 대사의 변화, 또는
유전자의 발현의 변화를 유도하는 식물세포의 osmotic stress 신호전달
과정에 관하여 연구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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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국외의 연구개발 실적

가) 식물의 water stress (dehydration stress) 신호전달 체계에 대한
연구

가뭄이나 높은 염도에 의한 water stress는 이미 수 십년 동안 꾸준히
연구되어온 식물에 있어서 대단히 중요한 연구주제 중의 하나였다.
Water stress (또는 water deficit)은 식물의 성장, 발육, 그리고 수확
에 이르기까지 여러 방면에 대단히 크게 영향을 미치며 water deficit이
심할 경우에는 식물세포에 심각한 손상을 초래하게 되며 식물체의 죽음
에까지 이를 수가 있으므로, 특히 농업적인 관점에서 대단히 중요한 연
구 대상의 하나였다.
물부족에 의한 dehydration stress를 식물체가 어떻게 인식하고, 식물체
내에 이에 대응하여 다양한 변화를 일으켜 water deficit으로부터 세포
가 손상되는 것을 막는 것에 대하여 많은 연구가 되어져 왔는데, 주로
생리적인 변화나 생화학적인 변화가 주된 연구 대상 이었다. 따라서 식

물체에 water deficit이 왔을 때에 식물체에 일어나는 생리적인 변화나
생화학적인 변화에 대해서는 대체로 잘 알려져 있다. 지금까지의 연구
결과에 의하면 식물들은 종류에 따라서 다양한 반응을 보이는 것으로 알
려져 있는데 대체로 크게 나누면 세가지로 나눌 수 있겠다.
첫번째는 drought escape mechanism이고, 두 번째는 drought tolerance
at high tissue water potential 방법이고, 세 번째 것이 drought
tolerance at low water potential 방법이다. 또한 같은 식물이라도
water deficit의 정도나 기간, 식물의 발육의 정도, 환경적인 요인 등에
따라서 다른 반응을 나타내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Water deficit이 심
하지 않을 때에는 단순히 기공을 닿아 수분의 증발을 막고 광합성 반응
을 중지 하거나 식물의 성장 및 분화 등을 중단 하게 되며, 점점 water
deficit의 정도가 심해짐에 따라 삼투압을 조절하기 위하여 osmotin과
같은 단백질들, proline과 같은 아미노산, osmolyte, sugar, 등과 같은
화학물질을 만들어 water deficit에 의한 식물세포의 손상을 막는 것으
로 알려져 있다. 그리고 위에서 열거한 여러 가지 water deficit에 대한
방어적인 반응들 뿐 만 아니라 water deficit을 해소하기 위한 능동적인
반응이 있는데 그 대표적인 것 중의 하나가 water uptake를 증가 시키기
위하여 뿌리의 root hair를 많이 만들거나 뿌리의 길이를 길게 하여 뿌
리의 표면적을 넓게 하는 반응이다.

1980년대 후반에 들면서 dehydration stress(water deficit)에 대한 식
물체의 반응을 분자 수준에서 이해하고자 하는 새로운 경향이 나타났다.
Water stress(dehydration stress)에 대한 이 새로운 연구 방향의 밑바
탕에 깔려있는 중심 생각은 많은 physiological, biochemical, 그리고
developmental response 들이 gene expression을 통해서 이루어질 것이
라는 것이다. 이러한 생각은 유전학적인 방법으로 여러 가지 식물들에서
water stress에 대하여 대단히 민감한 mutant들을 만들어 냄으로서 확실
한 지지를 받게 되었다.

잘 알려진 예로는 maize의 viviparous mutant

와 Arabidopsis의 abi mutant들이 있다. 따라서 water deficit에 의해서
식물체내에 새로이 만들어지거나 만들어지는 양이 증가 되어지는 단백질
의 유전자들을 찾고자 하는 노력이 여러 방면에서 있어 왔다.
그러한 방법들 중의 하나가 two dimensional PAGE를 이용하는 방법인데
dehydration stress가 식물체에 주어졌을 때 two dimensional PAGE상에
서 drought condition에 의해서 새로이 나타나거나 발현이 증진되어진
단백질들을 볼 수가 있다. 또 하나의 방법은 differential screening을
통해서 dehydration condition에서 발현이 증진되어진 유전자를 찾는 방
법이다. 이 방법을 통하여 여러 가지 유전자들이 cloning 되어졌으며 그
들이 coding하는 단백질의 일차적인 구조가 DNA sequencing을 통하여 유
추되어졌다.

Dehydration stress condition에 의해서 발현이 증진되어진 여러 가지
유전자들을 크게 세가지 유형으로 분류할 수가 있는데, 첫번째 group은
식물체를

water deficit (osmotic

stress)으로부터

보호하고 water

stress에 식물세포가 적응하는데 필요한 단백질을 coding하는 유전자들
이며 두 번째 group은 dehydration condition에 식물 세포들이 손상을
입어서 발현이 증진된 것 들이며, 세 번째 group은 유전자의 발현이 증
진되기는 하지만 dehydration resistance나 dehydration tolerance에 직
접적인 관련이 없이 간접적인 이유로 발현이 증진되어진 것들이다.
첫번째에 속하는 유전자들 중에서도 기능에 따라서 이들을 다시 몇 개의
세부 그룹으로 나눌 수 있다. 어떤 유전자들은

수분 손실에 대해서 세

포내의 구조를 보호하는데 필요로 하는 단백질을 coding 하는 것들로 대
표적인 것으로 seed maturation에 있어서 desiccation process 동안에
발현이 증진되어지는 LEA protein을 coding하는 lea 유전자들을 들 수
있겠다. 이러한 lea 유전자들은 발현이 발생학적으로 조절을 받고 있으
며 water deficit에 의해서 많은 식물들에서 발현이 증진되어 진다는 것
이 알려져 있다. 어떤 세부 그룹은 삼투압을 조절하는데 필요로 하는
polyamine, sugar alcohol과 같은 osmoprotectant나, glycine-betaine,
proline과 같은 osmolyte들을 만드는데 필요한 단백질을 coding하는 것
들, 삼투압 조절에 필요로 하는 channel protein (water pump) 또는

H+-ATPase등을 coding하는 유전자들로 생각되어진다. 또 다른 하나의 세
부 그룹은 water stress를 인식하여 이를 유전자 발현에 전달하는 신호
전달 체계에 관여하는 단백질들을 coding하는 유전자들로 생각되어진다.
이러한 dehydration signal transduction에 관여 할 것이라고 생각되어
지는 물질들 중의 하나가 위에서 언급한 ABA이다. 식물체 내에 ABA의 농
도가 dehydration condition에서 크게 증가되어지는 것은 잘 알려져 있
다. 또한 dehydration stress에 의하여 발현이 증진되어지는 유전자들이
외부에서 더해진 ABA에 의하여 발현이 증진되어질 뿐 만 아니라 식물의
다른 여러 가지 dehydration response를 유도할 수 있다는 것이다.
Dehydration signal transduction에 관여되어지는 mechanism을 연구하기
위한 하나의 방법으로 어떻게 ABA가 gene expression에 관여 하는지에
대한 연구 결과가 보고되었다.
ABA에 의해서 발현이 증진되어지는 여러 가지 유전자들 (Em, rab16,
rab17, rab18, 등)이 cloning되어졌으며 이들 유전자의 promoter에서
ABA에 의해서 유전자의 발현이 조절되는 것을 매개하는 cis-element가
ABRE라는 것이 밝혀졌으며 이 ABRE에 binding하는 transcription factor
인 EmBP-1가 밀로부터 cloning 되었다. 그렇지만 dehydration signal
transduction

pathway가

그렇게

간단하지는

않다.

어떤

gene들은

dehydration에 의해서 발현이 증진되지만 ABA에 의해서 induction이 되

지 않고, ABA에 의해서 발현이 증진되지만 ABRE를 가지고 있지 않는 것
도 알려져 있다. 따라서 여러 가지 cis-element들이 있으며 이에 따라서
다양한 transcription factor들이 있을 것으로 생각되어진다. 또한 ABA
뿐 만 아니라 cytokinin이나 GA 같은 다른 식물 hormone도 식물의
dehydration response에 관련이 있을 것으로 생각되어지는 실험 결과들
이 계속 발표되고 있다 .
이들 신호전달을 위한 신호 물질들에 대한 연구 외에도 신호전달 과정에
관여할 것으로 예측되어지는 단백질들에 대한 연구도 활발하게 진행되고
있다. 이들 중에 대표적인 것 중의 하나가 단백질의 인산화 과정에 관여
하는 protein kinase에 대한 연구이다. 대표적인 것으로는 밀에서 발견
되어진 protein kinase의 일종인 PKABA1과 Arabidopsis에서 cloning되어
진 ARSK1과 Ca2+- dependent protein kinase의 homolog들이 있다. 이 중
에서 Ca2+-dependent protein kinase의 homolog는 특히 흥미로운 kinase
의 일종이다. 이는 식물세포에서 가뭄에 의한 dehydration stress가
plasma membrane의 membrane potential의 변화를 유도하고 이 membrane
potential의 변화가 Ca2+의 농도의 변화를 초래할 것이라는 가설 때문이
다. 이 가설이 확실한 지지를 받기 위하여서는 좀더 실험적인 연구가 요
구된다.
나) 내염성 형질전환 식물체의 개발연구

아직 외국의 경우에도 전반적으로 이 분야에 대한 연구는 개념의 정립단
계에 머무르고 있다. 하지만 이 분야의 연구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활발
한 연구를 수행하고 있다. 이러한 연구의 중심에는 외부의 유전자를 도
입하여 이들 유전자를 overexpression 시키므로서 이들 overexpression
되어진 단백질들이 식물세포에서 osmoprotectant를 많이 만들어 가뭄이
나 높은 염도에 의하여 초래되어지는 dehydration stress에 대하여 내성
을 가지도록 하는 시도이다. 이들 연구는 제한적인 성공을 거두고 있는
것으로

보고되어지고

있다.

가장

중심에

있는

대상

중의

하나는

osmoprotectant의 일종인 betaine 계통의 물질을 생합성하는 단백질의
유전자를 식물체에 overexpression 시켜서 betaine의 농도를 높임으로서
가뭄내성 또는 내염성 식물체를 만들고자 하는 시도이다.

다)

water stress가 식물 생식과정에 미치는 영향 연구

여러 생리학적 연구를 통해 토양 내 존재하는 water level이 꽃발생, 수
분작용, male-sterility, 배발생 등의 식물 생식에 큰 영향을 미친다는
것이 보고되었다. 그러나 최근까지도 어떻게 water deficit의 신호가 꽃
에 전달되어 생식작용에 영향을 주는지 등 분자생물학적인 연구는 많이

되어 있지 않다.
cereal에서 어느 기간동안 water deficit이 계속되면 meristem에서
spikelet이 생성되는 것과 이미 생성된 spikelet이 분화하는 것이 모두
영향을 받는다. 특히 apical meristem은 가뭄에 매우 민감하여 water
stress에 의해 그 활성이 완전히 중지되는 경우도 있다.

이미 존재하는

meristem은 주로 적게 영향 받는다. water stress는 보리의 spikelet 원
기의 꽃기관 발생 속도를 더디게 하며 stress를 없앨 경우 spikelet이
빠르게 생성하게 된다. 옥수수에서는 tassel이 생성될 때 water stress
가 오면 tassel이 작아지고 성장도 더디게 된다. 또한 lateral branch의
spikelet에

불임이

gametogenesis가

높은
특히

확률로
영향을

일어난다.
받는다.

보리와

밀에서

밀에서는

premeiotic

Male
stage,

meiotic stage, 그리고 meiosis직후에 water stress를 받으면 화분이 정
상적으로 발생하지 못하고 웅성불임이 일어난다고 보고되었다.
일반적으로 토양의 수분함량이 높을 때 femaleness가 촉진된다고 보고되
었다. Moss와 Downey는 옥수수에서 발아한 후 59일간 물부족일 때
female influorescence (cobs) 안에서도 male organ이 발생하는 것을 관
찰하였다. 몇 열대성 식물에서는 화아의 dormancy에 토양의 수분함량이
영향을 미친다. 또한 담배등의 식물에서 개화기에 물이 부족할 때 개화
시기가 단축되고 종자의 발생이 방해되는 등 water stress가 식물생식에

미치는 영향이 관찰되었다.
식물의 호르몬인 ABA는 노화, stress반응, 성장 저해등에 관여하는데 외
부에서 ABA를 처리하면 종자의 발아가 억제된다. ABA를 합성하지 못하거
나 ABA에 반응하지 않는 Arabidopsis mutant는 종자가 성숙되지 않았을
때 발아하는 성질을 보인다. abi3 mutant의 배아는 미성숙 상태에서 발
아하며 건조에 매우 약하고 저장단백질이나 lea 단백질 등 종자의 성숙
기에 특이적으로 발현되는 mRNA를 합성 시키지 못하는 성질을 보인다.
그러므로 ABI3 유전자의 산물은 저장단백질의 축적, 종자의 건조,
dormancy등을 조절하는 것 같다. ABI3 유전자의 산물은 transcription
factor로 옥수수의 viviparous-1 유전자와 유사하다. abi3 mutant와는
반대로 abi1와 abi2 mutant의 배아는 저장단백질이나 lea 단백질의 합성
등 종자의 성숙과정이 정상적으로 일어난다. 그러므로 ABI1, ABI2 loci
는 배아의 dormancy에만 특이적으로 관여하는 것 같다. ABI1유전자는
Ca++-dependent phosphatase를

encode하는데 신호전달에 관여하는

serine/threonine phosphatase와 유사하다.

2) 국내 연구개발 실적

가) Water stress에 대한 식물체의 신호전달체계 및 신호전달 물질

이미 앞에서 기술한 바와 같이 선진 외국에서는 이미 수 십년 동안 식물
의 가뭄에 대한 반응에 관하여 많은 연구가 되어져 왔다. 특히 가뭄에
의해 농작물의 생산성이 크게 영향을 받으므로써 이 분야 연구의 중요성
은 일찌기 인식되어져 왔다. 1980년대 들어서 전반적으로 생명과학 분야
에 있어서 분자생물학적인 방법이 크게 발전함에 따라 1980년대 후반부
터 식물 연구에 분자생물학적인 방법들이 도입되어지기 시작하였다. 따
라서 식물의 가뭄에 대한 반응과 적응 기작을 연구 하는데 이러한 분자
생물학적인 방법들을 이용하여 molecular level에서 연구가 되어지기 시
작하였다. 하지만 국내의 이 분야에 대한 연구는 일천하다 하겠다. 아직
체계적으로 이 분야에서 연구를 수행하는 연구팀들이 많지 않으며 연구
결과의 국제학술회지나 국내전문학술회지에 발표 또한 많지 않은 상태이
다.

나) 앞으로의 전망

이미 앞에서 기술한 바와 같이 이미 수 십년 동안 식물의 dehydration
response에 대한 많은 연구가 되어져 왔다. 특히 가뭄에 의해 농작물의
생산성이 크게 영향을 받으므로써 이 분야 연구의 중요성은 일찌기 인식

되어져 왔다. 1980년대 들어서 전반적으로 생명과학 분야에 있어서 분자
생물학적인 방법이 크게 발전함에 따라 1980년대 후반부터 식물 연구에
분자생물학적인

방법들이

도입되어지기

시작하였다.

따라서

식물의

dehydration response를 연구하는데 있어서 이러한 분자생물학적인 방법
들을 이용하여 molecular level에서 연구가 계속되어질 것이다. 분자생
물학자들의 기본생각은 dehydration response가 gene expression을 통한
새로운

유전자들의

발현에

의하여

biochemical

및

physiological

response를 세포 내에 일어나게 할 것 이라는 것이다. 따라서 여러 가지
식물 system에서 dehydration에 의해서 발현이 증진되어지는 유전자들을
cloning하여 그들의 특성을 연구하고 이들이 식물체의 dehydration
stress에 어떠한 역할을 하고 있는지에 대하여 연구가 활발할 것으로 예
측된다.

특히 다른 신호전달체계에서 보여준 바와 같이 식물체의

dehydration response에도 단백질의 인산화가 중요한 조절 기작으로 작
용할 것으로 예측되어지고 있다. 본 연구팀 중에서 이미 이러한 단백질
의 인산화에 관여할 것으로 생각되어지는 유전자를 cloning하였다. 따라
서 이러한 부분에서 좀더 정확한 신호전달 체계에 대한 연구도 계속되어
질

것으로

사료된다.

그리고

이러한

식물의

dehydration stress나

osmotic stress에 대한 적응 기작을 이해하고 이들에 관여된 여러 가지
유전자들이 이용 가능해지면 이들 이용하여 형질전환식물체를 개발하고

자 할 것으로 예측되어진다.
제 3장 연구개발수행 내용 및 결과

제 1절 Characterization of NtCDPK1, a calcium-dependent protein
kinase gene in Nicotiana tabacum, and the activity of its encoded
protein

제 2절 An Arabidopsis GSK3/shaggy-like gene that complements yeast
salt stress-sensitive mutants is induced by NaCl and Abscisic acid.

제 3절 Cloning and characterization of NtTMK1 gene encoding a TMKhomologous receptor-like kinase in tobacco

제 4절 Molecular cloning of a novel Ca2+-binding protein that is
induced by NaCl stress.

제 5절 Expression patterns of the NPP1 protein phosphatase gene
and biochemical activity of its encoded protein.

제 6절 Structure and function of NtCDPK1, a calcium-dependent
protein kinase in tobacco.

제 7절 constitutive overexpression of AtGSK1 induces NaCl stress
responses in the absence of NaCl stress and results in enhanced
NaCl tolerance in Arabidopsis.

제 8절 Expression of an ER-localized and osmotic stress-inducible
b-glucosidase

homolog

transgenic plants

enhances

resistance

to

NaCl

stress

in

제 4 장 연구개발목표 달성도 및 대외기여도

(1) water stress 관련 신호전달 component의 분리 및 분자생물학적 생
화학적 분석

본 연구팀은 팀은 water stress관련 신호전달 component를 screen하여
NtCDPK1 kinase, NtTMK1kinase, AtGSK1 kinase, AtCP1, AtBG1, AtSIK1,
AtSIZ1등의 유전자들을 cloning하여 그 유전자와 단백질을 분자생물학
적, 생화학적으로 분석하였다. 또한 위의 단백질의 기질 및 조절 단백질
을 탐구하기 위해 yeast two hybrid system을 사용하여 NtCDPK1과 상호
작용하는 두 종류의 단백질을 구했으며 그 상호작용의 특이성을 증명하
였다. AtGSK1의 경우에는 yeast를 이용하여 연구를 계속하였고 이 결과
로부터 AtGSK1의 식물세포 내에서의 특성을 추정하였다. 본 연구팀은
water stress시의 식물반응의 분자적 기작과 신호전달체계 연구목표를
100% 달성했다고 생각한다.

(2) 형질전환 식물체의 제조

본 연구팀은 분리한 신호전달 유전자를 식물체에 도입하여 내염 내가뭄
성 형질전환 식물체를 제조하였다.
가. NtCDPK1 kinase의 water stress관련 기능을 탐침하기 위하여 세종류
의 형질전환 식물체 (antisense RNA 발현 식물체, 전체 NtCDPK1 cDNA 과
대발현 식물체, kinase domain 과대발현 식물체)를 제조하여 transgene
의 존재와 발현을 분석을 수행하였다. 그 중 전체 NtCDPK1 cDNA 과대발
현 식물체의 T1 seedling이 high salt 배지에서 control보다 높은 성장
을 보였다.
나. AtGSK1이 overexpression되는 Arabidopsis는 high NaCl condition에
서 잘 자란다는 것을 밝혔다.
다. AtCP1의 경우에는 담배에 넣었을 때에 NaCl stress resistance를 나
타내지 않았다. 또한 AtSIK에 T-DNA가 insertion된 mutant를 확보하여서
AtSIK의 특성을 연구할 수 있은 기틀을 마련하였다.
라. AtSIZ라는 새로운 water stress inducible 유전자를 cloning 하고
T-DNA insertion mutant 및 overxpression line을 구축하였다. 이들의
특성을 연구하여 이들 유전자를 overexperession하였을 때에 이들 유전
자가 식물체에 water stress에 저항성을 나타내는지를 계속 연구할 수
있는 기틀을 구축하였다. 그러므로 식물반응의 분자적 기작과 신호전달
체계를 이용한 osmotic stress 내성을 가진 식물체 제조 연구 목표를

100% 달성했다고 생각한다.
제 5 장 연구개발결과의 활용계획

가.

water stress (또는 water deficit)은 식물의 성장, 발육, 그리

고 수확에 이르기까지 여러 방면에 대단히 크게 영향을 미치며 water
deficit이 심할 경우에는 식물세포에 심각한 손상을 초래하게 되며 식물
체의 죽음에까지 이를 수가 있으므로, 특히 농업적인 관점에서 대단히
중요한 환경 요인이라 하겠다. 본 연구는 어떻게 water deficit을 식물
체가 인식하고, 식물체 내에 그것에 대응하여 다양한 변화를 일으키므로
서 water deficit으로부터 세포가 손상되는 것을 막는 것에 대한 연구로
서 이 과제의 수행을 통하여 water stress 신호전달 관련 유전자를 분리
하여 단백질의 특성을 탐구하고 water stress 신호전달체계의 분자적 기
작을 조사하였다. 이 연구 결과는 water stress 신호전달 component를
동정하고 신호전달의 flow를 이해하는데 중요한 결과로서, water stress
를 식물체가 인지하고 그 신호를 세포 내로 전달하는 기작에 관한 정보
를

제공하고

있다.

이

결과를

바탕으로

water

stress

신호전달

component간의 상호조절작용과 신호전달체계의 network를 구체적으로 탐
구하는데 활용한다

나.

본 연구팀은 새롭게 분리된 water stress 신호전달 조절유전자

를 조작하여 model 식물에서 가뭄내성이 증가된 NtCDPK1 과대발현 형질
전환체와 AtGSK1 mutant 식물체를 제조하였다. 이러한 유전자들의 활성
을 유전공학적으로 조절하여 경제적 주요작물에 도입 함으로서 염내성과
가뭄내성이 증가된 작물을 개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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