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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 약: Formaldehyde responsive protein1(FRP1)은 175개의 아미노산으로 이루어진 universal stress protein(USP)

family이며 대표적인 대기오염물질인 포름알데히드에 반응하는 단백질로 보고된 바 있다. 하지만 FRP1의 기능에 관

해서는 전혀 밝혀진 바가 없다. 본 연구에서는 FRP1의 대기오염관련 기능연구를 위하여 FRP1 유전자에 T-DNA가

삽입된 돌연변이체를 분리하여 휘발성 유기화합물에 대한 반응성 및 세포활성변화 등을 분석하였다. 총 4개의 T-

DNA 삽입 돌연변이 개체를 분석한 결과 3'UTR에 pROK2 vector가 삽입된 frp1-4 라인을 분리하였으며, frp1-4에서

의 FRP1 유전자의 발현을 전사수준에서 분석한 결과 분리한 frp1-4은 FRP1 기능파괴 돌연변이체임을 알 수 있었다.

FRP1의 전사가 억제됨에 따라 frp1-4(29.1±2.55 cm)은 대조구(33.75±1.55 cm)에 비해 키가 약간 작고 rosette leaves의

크기가 줄어드는 등 전체적으로 생장과 발달이 저해되는 것을 관찰할 수 있었다. 대조구와 frp1-4의 휘발성 유기화

합물에 대한 반응성 및 세포활성 변화를 분석한 결과, 대조구는 포름알데히드 처리에 의한 엽록소 함량 저하가 7.5%

임에 반해 frp1-4은 35%에 이르러 포름알데히드에 의한 엽록소의 파괴현상이 FRP1의 기능파괴체에서 더 심각하게

발생하는 것을 확인하였다. 또한 대조구에 비해 frp1-4에서 포름알데히드 처리에 의한 세포활성의 감소가 대조구에

비해 더 현저하게 나타나는 것을 세포수준에서 관찰할 수 있었다. 그러므로 FRP1은 식물의 발달과 생장에 영향을

끼칠 뿐만 아니라 대기오염물질에 대한 스트레스 저항성에도 관여하는 단백질임을 알 수 있었다. 

Abstract: Formaldehyde responsive protein(FRP) 1 belongs to the family of universal stress protein(USP) and

is known to respond to stress caused by fumigation of gaseous volatile organic compounds(VOCs) such as

formaldehyde and toluene. However, the molecular function of this protein is not well understood at cellular and

molecular level. In this study, loss of function mutant of FRP1 generated by T-DNA insertion(frp1-4) has been

isolated from Arabidopsis thaliana and the function of FRP1 was characterized. The loss-of-function mutant of

FRP1 appeared slight growth defects with shorter stem and rosette leaves compared to wild type. In addition,

the damage caused by exogenous VOCs was more severe in frp1-4 than in control. Therefore, Arabidopsis

FRP1 seems to be the protein involved not only in the growth and development of plant but also the stress

resistance against toxic volatile organic compound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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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 론

휘발성 유기화합물(volatile organic compounds, VOCs)

은 증기압이 높아 대기 중으로 쉽게 증발되고 실온에서

가스 상태로 방출되는 특정한 고체 또는 액체 물질로 포

름알데히드, 벤젠, 톨루엔, 클로로포름, 아세톤 등이 이에

속한다(환경부 고시, 2001). 휘발성 유기화합물은 대기 중

에서 질소산화물과 공존 시 태양광의 작용을 받아 광화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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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응을 일으켜 오존 및 PAN(peroxyacetyl nitrate)과 같은

광화학 산화성물질을 생성시켜 광화학스모그를 유발하는

물질로도 잘 알려져 있다. 대표적인 휘발성 유기화합물인

포름알데히드는 대기오염뿐만 아니라 새집증후군의 대표

적인 원인물질로도 잘 알려져 있는데, 사람의 호흡기, 피

부, 눈, 중추신경계, 생식 기능에 영향을 미치는 것이 동물

실험을 통하여 증명된 바 있다(Solomons and Cochrane,

1984). 포름알데히드와 함께 실내 공기에서 빈번하게 검

출되는 휘발성 유기화합물인 톨루엔 역시 피부, 눈, 기관

지 등을 자극하며 피부와 접촉하면 탈지작용을 일으키며

두통, 현기증, 피로, 평형장애 등을 일으키며 고농도에 노

출될 경우 마비상태에 빠지고 의식을 상실하며 때로는 사

망에 이르기도 하는 것으로 보고되고 있다(Wolkoff, 1995;

Weschler and Shields, 1996). 

휘발성 유기화합물은 동물과 인간뿐만 아니라 수목에도

많은 피해를 입히는 것으로 보고되고 있다. 하지만 일부 잎

이 넓은 관엽식물은 휘발성 유기화합물에 대한 저항성이

매우 뛰어난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일반적으로 식물의 대

기오염물질 흡수 경로는 이산화탄소의 흡수경로와 동일하

기 때문에 엽면적이 넓은 식물일수록, 그리고 높은 이산화

탄소 흡수율을 가진 식물일수록 정화효과가 클 것으로 알

려지고 있다(Wolverton et al., 1989). 또한 Agrawal와

Agrawal(1999)은 오염물질에 대한 식물의 반응은 기공을 통

해 유입된 오염원이 체내 수분에 녹아 조직으로 확산되어

제거되거나, 격리, 무독화 되며, CO
2
와 물을 생산하기 위한

원료 및 대사산물로 이용한다고 하였다. 하지만 Giese et

al.(1994)은 식물의 주야간에 따른 벤젠과 톨루엔 제거 실험

에서 주간과 야간 제거비율이 비슷하게 나온 결과로부터

식물에 의한 실내공기의 정화효과는 기공에 의한 흡수, 흡

착으로만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고 주장하였다. 또한 Wood

et al.(2002)은 대기오염물질이 식물에 의해서가 아니라 식

물주위의 토양 내 근권 부의 미생물에 의해 주로 제거된다

고 보고하였다. 이와 같은 상반된 의견에서 볼 수 있듯이

현재 식물의 대기오염 및 공기정화기능에 대한 메카니즘은

분자수준에서 거의 이해되지 않고 있는 실정이다. 

본 연구에서는 애기장대에서 독성의 휘발성 유기화합

물에 반응하는 유전자로 보고된 바 있는 universal stress

protein인 FRP1(권미 등, 2007)의 기능을 연구하기 위하여

3'untranslated region에 pROK2 vector가 삽입된 기능파괴

돌연변이체인 frp1-4를 분리하여 휘발성유기화합물에 대

한 FRP1 의 스트레스 저항성을 분석하였다. 

재료 및 방법

1. 식물 재료 및 생장 조건

애기장대(Arabidopsis thaliana, Columbia ecotype) 종

자를 9 cm 지름의 화분에 뿌리고 권미 등(2007)의 방법에

따라 4oC에서 3일간 춘화처리를 한 후 약 3주 동안 장일

처리(16시간 명조건, 8시간 암조건) 환경에서 생육하였다.

2. 휘발성 유기화합물 처리

대조구와 돌연변이체에 대한 휘발성 유기화합물을 이

용한 스트레스 처리 방법은 Park et al.(2009)의 방법을 따

라 실시하였다. 총 3,108 mL의 포름알데히드와 톨루엔을

8개의 tube에 나눠 담은 후 27.8 L 부피의 박스 안쪽 벽면

에 고정시킨 후 약 3주 정도 생육한 애기장대 5개체를 포

함한 화분 10개를 박스 중앙에 넣은 후 밀봉하여 24oC에

서 24시간 동안 fumigation처리하였다. 

3. PCR을 이용한 T-DNA 삽입 돌연변이체의 선발

Arabidopsis Biological Resource Center(ABRC)로부터

FRP1 유전자에 T-DNA vector(pROK2)가 삽입된 라인인

Salk_040288을 주문, 확보하였다(Alonso et al., 2003).

Salk_040288 라인으로부터 T-DNA 가 삽입된 동형접합자

개체를 분리하기 위하여 애기장대 database(http://www.

arabidopsis.org)의 FRP1 관련 유전정보를 이용하여 FRP1

specific primer를 제작하였다(Table 1). 또한 기능파괴 형

질전환 제작에 사용된 pROK2 vector의 left border specific

Table 1. Primers for isolation of homozygote line for the FRP1 knock-out mutant and semiquantitative RT-PCR for FRP1

expression analysis. 

Primer name Sequences (5'- 3') Experimental purposes

FRP1-geno-F AGAAGAGGAGATGACTCTTTCGTG genotyping 

FRP1-geno-R CACGGCTGAGAGCTTCTCTCA genotyping

LBb1 GCGTGGACCGCTTGCTGCAACT genotyping

actin*-F AAATACAGTGTCTGGATCGGA RT-PCR 

actin*-R ACCAGATAAGACAAGACACAC RT-PCR 

FRP1-RT-F CTTCGACGATCAAAGACTATCCT RT-PCR 

FRP1-RT-R CAGCTGGATCACTGGGAGTT RT-PCR 

FRP1-RT-2F ACAGGTGATCCCAAGGATGTCA RT-PCR 

FRP1-RT-2R GCACTCTCTCTCTGTATAGATC RT-PCR 

*Acession number for actin is AY0627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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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rimer를 이용하여 T-DNA 삽입 동형접합체의 분리에 활

용하였다(Table 1). PCR 반응은 XP thermal cycler(BIOER

technology, China)를 이용하였으며 PCR의 반응조건은

95oC에서 5분 동안 genomic DNA를 예비 분리한 후 94oC

30초, 55oC 30초, 72oC 2분을 1반응주기로 하여 35주기

동안 증폭하였고 마지막으로 72oC에서 7분간 연장반응을

시켰다. 최종 PCR 산물은 1%(w/v) agarose gel 상에서 전

기영동으로 분리하였고, etidium bromide로 염색하여 확

인하였다.

4. Genomic DNA 추출 

각 식물체의 rosette 잎 1~2개를 500 mL의 extraction

buffer(0.2M Tris-HCl pH9.0, 0.4M LiCl, 25 mM EDTA,

1% SDS)를 포함하고 있는 eppendorf tube에 넣고 Tissues

Grinder(BEL-ART, USA)를 이용하여 분쇄한 후 ethanol

precipitation과 phenol-chloroform을 이용하여 추출하였다

(Kwon et al., 2005). 

5. Total RNA 추출 및 RT-PCR

대조구와 FRP1 기능파괴 돌연변이체인 frp1-4의 잎 조

직으로 부터 total RNA를 분리하여 FRP1 유전자의 전사

수준에서의 발현을 분석하였다. RNA 분리, cDNA 합성

및 RT-PCR은 권미 등(2007)의 방법에 따라 실시하였으며

actin specific primer(Table 1)를 internal standard로 이용

하였다. 

6. 엽록소 함량 측정

애기장대 잎의 엽록소 함량을 측정하기 위하여 Hiscox

와 Israelstam(1979)의 방법을 사용하였다. 100 mg의 애기

장대 잎 조직을 7 mL DMSO에 넣은 후 60oC에서 30분

간 정치하여 엽록소를 추출한 뒤 총 부피를 10 mL로 맞

추었다. 1 mL의 상층액을 채취하여 645 nm와 663 nm에

서 spectrophotometer를 이용하여 흡광도를 측정한 뒤

Arnon's method(Arnon, 1949)를 이용하여 엽록소 함량을

계산하였다.

7. FDA(Fluorescein diacetate) test

휘발성 유기화합물 처리에 따른 세포의 활성을 측정하

기 위하여 FDA(Fluorescein diacetate, Sigma, USA) 염색

방법을 이용하였다(Sweetlove et al., 2002). 대조구와 처리

구 샘플 잎을 채취하여 0.002%(w/v) FDA용액에서 상온

에 30분간 정치 후 형광현미경(DM2500, Leica, Germany)

을 이용하여 관찰하였다. 

8. 오존 처리

약 3주 정도 생육한 애기장대 대조구와 frp1-4 식물체를

phytotron(가스폭로온실, 60×60×120 cm)로 옮기고 재순화

과정을 거친 후 오존처리를 실시하였다. 처리 시기는 광

합성이 활발한 여름으로(2009년 8월) 150 ppb의 농도로

30분 동안 오존을 처리하였다. Phytotron의 온실조건 및

광조건은 양 등(2007)에 나타난 조건과 동일하며, 유입한

오존의 농도 조절은 MFC(mass flow controller)를 장착한

PID controller를 이용하여 이루어졌으며 오존농도는 화학

발광식 자동측정기를 이용하여 모니터링 하였다. 

결과 및 고찰

1. FRP1 유전자 기능파괴 돌연변이의 표현형 

본 연구에서는 휘발성 유기화합물과 같은 독성의 대기

오염 물질에 의한 식물의 스트레스 반응에 미치는 FRP1

의 기능을 규명하기 위하여 T-DNA Express(http://signal.

salk.edu/)로부터 FRP1의 3'untranslated region (UTR) 부

근에 T-DNA가 삽입된 Salk_040288 라인(Figure 1A)을

ABRC 로부터 확보한 후(Alonso et al., 2003), PCR-based

genotyping을 이용하여 FRP1 돌연변이체의 homozygote을

분리하였다. Salk_040288 라인의 씨앗을 대량으로 파종한

후 약 3주 정도 생장한 4개체를 선발하여 genomic DNA

를 추출하였다. 추출한 네 개체의 genomic DNA는 FRP1

유전자 특이 프라이머와 Salk_040288에 삽입된 T-DNA인

pROK2 vector의 left boarder specific primer를 이용하여

T-DNA 가 삽입된 FRP1 기능파괴 돌연변이체 선발에 이

용하였다(Figure 1B). 우선, FRP1 specific primer와 T-

DNA left border specific primer를 이용하여 분석한 결과,

오직 4번 개체만이 T-DNA가 삽입된 라인인 것으로 판명

되었다(Figure 1B, upper panel). 그리고 FRP1 specific

forward/reverse primer로 분석한 결과 대조구에서는 1500

bp의 PCR product이 증폭되었으나 4번 개체에서는 대조

구와는 달리 1500 bp의 PCR product이 증폭되지 않았으

므로 4번 개체가 FRP1의 기능파괴 동형접합자(frp1-4) 임

을 최종 확인할 수 있었다(Figure 1B, lower panel).

Salk_040288 라인의 flanking sequence 분석을 통하여 T-

DNA가 FRP1 유전자의 exon 또는 intron에 삽입된 것이

아니라 3'UTR 부분에 삽입된 것으로 확인됨에 따라(Figure

1A), frp1-4 라인에서 T-DNA 삽입에 의해 FRP1 유전자의

기능이 파괴되었는지를 semi-quantitative RT-PCR을 이용

하여 전사수준에서 분석하였다. Figure 1C에서 제시된 바

와 같이 frp1-4는 야생형과는 달리 FRP1 유전자의 발현이

전사수준에서 억제된 것으로 나타냈다(Figure 1C). 따라서

FRP1 유전자의 3'UTR에 삽입된 pROK2 vector는 FRP1

의 기능을 효과적으로 억제하였으며, 분리한 frp1-4는

FRP1 유전자의 기능파괴체임을 확인할 수 있었다. 

흥미롭게도, FRP1 기능파괴 돌연변이체인 frp1-4는 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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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형에 비하여 전체적으로 식물 생장이 약간 저해되는 것

을 확인하였다. 예를 들면, 야생형의 줄기 길이는 약

33.75±1.55 cm 였으나 frp1-4의 경우 29.1±2.55 cm로 감

소하였다. 뿐만 아니라 rosette leaves의 개수와 잎의 전체

면적이 현저히 감소하였으며 엽병의 길이생장도 약간 감

소한 것으로 나타났다(Figure 1D). 그러므로 frp1-4과 대

조구의 표현형 분석 결과, universal stress protein으로만

알려졌던 FRP1이 식물의 발달과 생장에도 영향을 끼치는

단백질임을 분자수준에서 확인할 수 있었다. 

 

2. FRP1 기능파괴 돌연변이체의 휘발성유기화합물에

대한 반응성 연구

선행연구를 통하여 휘발성 유기화합물에 노출된 애기

장대에서 FRP1의 발현이 전사수준에서 감소하는 것이 보

고된 바 있다(권미 등, 2007). FRP1 발현의 감소가 스트레

스 상황에서 식물에 어떤 영향을 끼치는지 알기 위하여

FRP1의 기능파괴 돌연변이체인 frp1-4와 대조구에 포름

알데히드와 톨루엔을 각각 처리한 후 식물의 반응을 관찰

하였다(Figure 2A). 애기장대에 포름알데히드를 24시간동

안 실온의 밀폐된 공간에서 처리한 후 표현형을 관찰하면

황화현상 및 잎의 시들음 현상, 그리고 잎의 말림 현상이

발생하는 것이 이미 보고된 바 있다(권미 등, 2007). 본 실

험에서도 포름알데히드에 노출된 대조구와 frp1-4 모두에

서 황화현상 및 잎의 시들음 현상, 그리고 잎의 말림 현상

과 같은 피해 현상이 관찰되었다(Figure 2A, middle

panel). 같은 조건에서 포름알데히드 대신 톨루엔을 처리

하였을 경우, 대조구와 frp1-4에서 관찰된 피해현상은 이

미 권미 등(2007)과 Park et al.(2009)에 의하여 보고된 바

와 같이 포름알데히드 처리구와 비교할 때 경미한 수준이

었다(Figure 2A, bottom panel). 하지만 frp1-4와 대조구의

피해정도는 육안으로 관찰하였을 때 서로 크게 다르지 않

았다. 

휘발성 유기화합물에 대한 세포의 활성 변화를 좀 더 정

밀하게 분석하기 위하여 FDA 염색법을 이용하였다. FDA

Figure 1. PCR-based screening of FRP1 knock-out mutant. A, Schematic structure of FRP1 gene with indicated location of T-

DNA insertional site in the 3' UTR and primer binding site (solid line arrow, genotyping primer; dotted line arrow, primer

binding site for realtime PCR). White boxes and black lines between them indicate the exons and introns, respectively. B, The
result of genotyping with forward and reverse gene specific primers (upper panel) and with gene specific primer and T-DNA left

border specific primer (lower panel). C, RT-PCR shows that the FRP1 transcripts were not detected in isolated homozygous line

of frp1-4. The level of actin transcripts were used as internal control. D, Phenotypes of wild-type and frp1 homozygote line (# 4).
Scale bar = 2 c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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염색은 세포막이 건전한 세포만을 선택적으로 형광 염색

하는 기법이므로 독성의 휘발물질에 의해 손상된 세포와

건전한 세포의 구분이 가능한 기법이다. Figure 2B에서 보

는 바와 같이 정상적인 생장상태에서 대조구와 frp1-4 세

포의 활성에는 큰 차이가 없었다. 하지만 휘발성 유기화

합물에 노출시킨 후 대조구와 frp1-4 세포의 활성변화를

관찰한 결과, 포름알데히드와 톨루엔 처리에 의한 frp1-4

의 활성이 대조구에 비해 급격히 감소하는 것을 FDA 염

색 패턴 분석을 통해 알 수 있었다(Figure 2B). 그러므로

대조구와 frp1-4의 휘발성 유기화합물에 의해 초래되는 피

해는 육안으로는 크게 차이가 나지 않았으나 FDA 염색법

을 이용하여 세포수준에서 관찰 한 결과 야생형에 비해

frp1-4에서 그 피해 정도가 더 심각한 것을 확인할 수 있

었다. 또한 포름알데히드에 의한 frp1-4의 세포활성감소가

톨루엔 처리구에 비해 더 심각한 것을 세포수준에서도 확

인할 수 있었으며(Figure 2B), 이와 유사한 결과가 이미 보

고된 바 있다(Park et al., 2009). 그러므로 FRP1 유전자의

발현감소 또는 억제에 의해 애기장대의 세포활성이 크게

감소하였으며, 이는 FRP1이 휘발성 유기화합물에 대한 식

물세포막의 손상을 막아주는 스트레스 저항기능에 어느

정도 관여한다는 것을 짐작케 해주는 연구결과라 할 수

있다.

FRP1의 발현억제와 휘발성유기화합물에 노출된 식물에

서 관찰되는 황화현상과의 관계를 구명하기 위하여 대조

구와 frp1-4의 chlorophyll A/B 함량을 측정하였다(Figure

3). 휘발성 유기화합물에 노출되지 않은 대조구와 frp1-4

의 엽록소 함량은 비슷한 수준이었으며(Figure 3), 이는

Figure 2에서 육안으로 관찰한 표현형 분석결과와 일치하

는 결과이다. 하지만 휘발성 유기화합물에 노출된 frp1-4

의 엽록소 함량은 휘발성 유기화합물에 노출되지 않은 대

조구에 비해 현저히 감소하는 것으로 나타났다(Figure 3).

흥미롭게도 frp1-4에서 관찰된 휘발성 유기화합물에 대한

엽록소 파괴현상은 주로 chlorophyll A의 파괴에 기인하

는 것을 알 수 있었다(Figure 3). 또한 chlorophyll A의 파

Figure 2. Phynotypic changes of FRP knock-out mutant lines upon VOCs treatment (A) and differences of cell viability between
wild type and frp1-4 (B) using FDA staining. Scale bar for (A) is shown 2 cm, Scale bars represent 2 cm in A and 200 µm in B,
respectively.

Figure 3. Chlorophyll contents of FRP1 wild type (A) and frp1-4 (B) upon VOCs treatmen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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괴는 톨루엔 처리구보다 포름알데히드 처리구에서 더 심

각하게 관찰되어 포름알데히드가 톨루엔 보다 chlorophyll

A의 안정성에 더 심각한 피해를 끼친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그러므로 frp1-4 기능파괴 돌연변이의 표현형, 세

포활성, 엽록소 함량변화를 분석한 결과로부터 애기장대

FRP1은 포름알데히드와 톨루엔과 같은 휘발성 유기화합

물로부터 세포막 보호 및 chlorophyll A의 안정화를 통한

스트레스 저항성과 관련이 있는 단백질임을 예측할 수 있

었다. 

3. 오존에 대한 FRP1의 발현 변화

포름알데히드와 같은 휘발성 유기화합물에 의한 인체

질병에 oxidative stress 관련이 신호전달이 관여할 가능성

이 제기됨에 따라(Lim et al., 2010), 식물에 oxidative

stress를 유발하는 오존에 의해서도 FRP1의 발현이 변화

하는지를 전사수준에서 살펴보았다. 약 3주 정도 자란 대

조구와 frp1-4를 Phytotron에 옮겨 놓은 후 150 ppb의 오

존을 30분 동안 처리한 후 RT-PCR을 이용하여 FRP1의

발현변화를 관찰하였다. 포름알데히드와 톨루엔에 의하여

FRP1의 발현이 전사수준에서 감소하는 것이 이미 보고된

바 있으나(권미 등, 2007), 본 연구에서 오존을 처리한 결

과 대조구와 처리구에서 FRP1 유전자의 발현이 전사수준

에서 크게 차이가 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Figure 4).

그러므로 FRP1는 oxidative stress에 대한 광범위한 stress

저항성에 관여하기 보다는 휘발성 유기화합물에 의해 초

래되는 스트레스 저항성에 특이적일 수 있음을 예측할 수

있었다. 

결 론

애기장대 FRP1은 175개의 아미노산으로 이루어진

universal stress protein(USP)으로 알려져 있었으나 식물의

스트레스 저항성에 대한 FRP1의 연구는 거의 이루지지

않고 있는 실정이다. 본 연구에서 FRP1 유전자의 3'UTR

부위에 T-DNA 가 삽입된 돌연변이체로 분리된 frp1-4 라

인은 FRP1의 발현이 전사수준에서 억제된 기능파괴체라

는 것을 확인하였으며 FRP1 의 기능 분석에 매우 효과적

으로 활용할 수 있었다. FRP1의 발현은 휘발성 유기화합

물에 노출된 식물에서 현저하게 감소하는 것이 이미 보고

된 바 있는데, FRP1의 발현이 억제된 frp1-4의 스트레스

반응성을 분석한 결과로부터 FRP1 발현 감소가 휘발성

유기화합물에 대한 식물의 스트레스 저항성 감소와 연관

성이 있다는 것을 예측할 수 있었다. 실제로 포름알데히

드와 톨루엔과 같은 대기오염물질에 대한 반응성을 분석

한 결과, FRP1 기능파괴 돌연변이체인 frp1-4는 휘발성 유

기화합물에 대한 세포활성 감소 뿐만 아니라 chlorophyll

A 안정성 감소가 대조구에 비해 더 심각한 것으로 관찰되

었다. 하지만 오존처리에 의해서는 FRP1의 발현이 변화

하지 않는 것으로 보아 애기장대 FRP1은 oxidative stress

를 초래하는 대기오염물질에 비특이적으로 반응하는 단

백질이 아니라 포름알데히드와 톨루엔과 같은 휘발성 유

기화합물에 의한 스트레스 저항성에 특이적으로 관여하

는 단백질일 수 있음을 알 수 있었다. 뿐만 아니라 frp1-4

와 대조구의 표현형 분석을 통하여 FRP1 단백질이 식물

의 생장과 발달에도 어느 정도 영향을 끼칠 수 있음을 알

수 있었다. 하지만 FRP1 의 발달과 스트레스 관련 기능을

RNAi를 이용한 기능저하 형질전환체 및 과발현 형질전환

체 분석을 통할 경우 FRP1의 기능을 분자수준에서 더 정

밀하게 규명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되며 이를 통하여 식

물의 휘발성 유기화합물에 의한 대기오염 저항성 관련 임

목육종에 효과적으로 활용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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