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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uring the life cycle of plants, water deficit leads to an adverse effect on its growth and development.
To increase the productivity of crops, overcoming such drought stress is one of the most important
issues in the field of plant study. Among plant hormones, the phytohormone, abscisic acid (ABA)
plays a crucial role in eliciting resistance to drought stress as well as in multiple developmental proc-
esses, such as seed germination, stomatal closure, and seedling growth. Therefore, further under-
standing of the ABA-mediated signal transduction pathway in plants is an effective strategy to gen-
erate drought-tolerant plants. Posttranslational modification, such as phosphorylation and ubiquitina-
tion, is an efficient mechanism for plants to acquire quick adaptation against environmental stress con-
ditions since this process directly affects pre-existing signaling components by modulating protein ac-
tivity and stability. Here, recent reports on ABA signaling are reviewed, especially focusing on ABA
transport, perception, signaling, and posttranslational modification in ABA-mediated cellular responses.
Also, we present future prospects on how the control of such a mechanism can be applied to generate
useful agricultural crop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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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 론

세계기상기구(WMO)의 보고에 따르면, 환경의 변화, 인구

의 증가 등으로 인해 2025년까지 세계 인구 중 약 6억~9억명

이, 2050년까지 약 24억명이 물부족을 겪을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이러한 물부족 현상은 농업 측면에서도 심각한 문제를 

초래할 것으로 보이는데, 실제로 가뭄 스트레스(drought

stress)는 전세계 농경지의 약 50%에 해당하는 지역의 작물 

생산성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으며, 작물의 생산량을 

감소시키는 주요한 스트레스로서 지목되어 오고 있다[5]. 그러

므로, 환경 스트레스(abiotic stress)에 대한 식물의 대응 기작

을 연구하는 식물학자들에게 있어서, 이러한 가뭄 스트레스 

저항성 기작을 상세히 규명하는 것은 최근 들어 가장 주목을 

끌고 있는 연구 주제 중 하나이다. 식물 호르몬 중 앱시스산

(abscisic acid)은 식물의 가뭄 스트레스에 대한 저항성을 확립

하기 위하여 주된 역할을 하는 호르몬으로서, 그 산업적 연구 

가치를 높이 평가 받아 온 호르몬이다. 앱시스산은 가뭄저항

성 외에도 식물의 대사과정중 씨앗의 발아(seed germination),

휴면(seed dormancy), 기공의 개폐(stomata closure), 유묘의 

생장(seedling growth), 물부족 스트레스(drought stress) 과정

에 있어 중요한 조절 역할을 담당한다[13, 24].

앱시스산의 신호 전달 기작은 다른 호르몬과 비교할 때 최

근에 들어서야 비로소 구체적인 정립이 이루어지고 있다. 이

는 앱시스산 신호 전달에 관여하는 신호 전달 단백질들의 다

양한 보고에 의해 세포 내부에서의 전달 과정에 대한 규명은 

비교적 상세하게 이루어져 왔음에도 불구하고, 2009년 이전까

지 해당 신호 전달 과정을 개시하는 주 수용체에 대한 규명이 

이루어지지 않았기 때문이다. 이전에 보고된 앱시스산 수용체

의 경우 그 역할이 대단히 한정적이거나 다른 연구그룹들간의 

상충되는 연구 결과로 인해 전체 신호 전달 과정을 설명하기

에는 미흡한 실정이었다. 2009년 이후 PYR/PYL/RCAR

(Pyrabactin Resistant/PYR-Like/Regulatory Component of

ABA Receptors) 수용성 수용체 그룹의 분리로부터 기존에 알

려져 있던 PP2C (Protein Phosphatase 2C), SnRK2s (SNF1-

RELATED PROTEIN KINASE 2s), bZIP 타입의 전사조절인

자로 이어지는 앱시스산 경로의 상위를 비로소 연결시킬 수 

있게 되었으며, 이는 해당 호르몬 신호 전달 과정의 많은 부분

을 설명할 수 있도록 공헌하였다[19, 23, 26, 80]. 이러한 진전에

도 불구하고, 앱시스산 반응 유전자 발현을 조절하는 다수의 

전사 조절 인자(AREB/ABF/ABI5, AtMYC2, ABI3, ABI4 등)

의 활성 조절에 관한 연구 및 그 하위단계 유전자들의 역할 

및 기능에 대한 구체적 연구는 상당부분 미흡한 상태로 남아

있는데, 이는 앱시스산 신호 경로와 관련되어 아직도 많은 풀

- Review -



Journal of Life Science 2014, Vol. 24. No. 2 197

어야 할 숙제가 남아있음을 의미한다.

앞서 언급한 바와 같이 식물은 물부족 스트레스에 대한 대

응을 위하여, 관련 조절 시스템의 많은 부분을 앱시스산의 증

가를 통한 신호전달 과정을 통해 구축해 왔다. 이러한 대응과

정에 있어서, 조절과정에 필요한 단백질을 해당 전사체의 증

가를 통해 축적하는 것보다(transcriptional regulation), 이미 

축적되어 있는 관련 단백질을 빠른 시간 내에 변형시키는 것

이 자극에 대한 신속한 반응을 위해 효율적일 것이다. 이에 

최근 들어 앱시스산에 의해 매개되는 세포 내 반응에서, 단백

질의 번역 후 변형과정(post-translational modification)을 통

해 이루어지는 부분을 이해하고자 하는 연구 접근이 급격히 

증가하고 있는 실정이다. 본 총설에서는 최근까지 업데이트된 

식물의 앱시스산에 의한 세포 내 반응 기작을 앱시스산의 수

송, 인지, 신호전달 측면에서 접근하여 탐색하고자 한다. 또한,

해당 신호 전달에 관여하는 신호전달 단백질의 조절 기작을,

그들의 활성 및 안정화에 영향을 미치는 번역 후 변형과정에 

초점을 맞추어 알아보고자 한다. 이는 앱시스산에 대한 보다 

상세한 이해를 통해 물부족 스트레스에 의한 피해를 최소화 

할 수 있는 방안 제시에 도움이 될 것이라 사료된다.

본 론

앱시스산 수용체

호르몬 연구에 있어서 가장 출발점이 되는 부분은 세포 내

에서 해당 호르몬을 처음으로 인지하는 수용체에 대한 동정 

및 상세규명이라 할 수 있는데, 다른 식물 호르몬과 비교하여 

앱시스산의 수용체는 오랜 기간 동안 명확히 규명되지 못했

다. 이는 해당 수용체가 다수의 유전자족(gene family)으로 존

재함으로써 생기는 기능적 중복성(functional redundancy)에 

기인하거나 혹은 상기 수용체의 돌연변이가 개체의 치사

(lethality)를 유래하기 때문일 것으로 예상되어 왔다[49]. 이에 

기존의 호르몬 수용체를 분리하기 위하여 주로 사용되었던 

순유전학(forward genetics) 기법과는 다른 전략을 통해 ABA

수용체를 분리하고자 하는 노력이 진행되어 왔으며, 그 결과 

최근 들어 서로 다른 종류의 몇 가지 수용체가 분리되었다.

앱시스산 수용체로 보고된 첫번째 단백질은 ChlH (Mg-

chelatase H subunit) 단백질로서 잠두(Vicia faba)로부터 친화 

크로마토그래피(affinity chromatography)를 이용하여 분리

되었으며, 이후 애기장대에서 보고된 상동 단백질인 ChlH/

ABAR (Abscisic Acid Receptor)/CCH (Conditional Chlorina)/

GUN5 (Genome Uncoupled 5)가 실제로 앱시스산과 관계된 

세포내 다양한 반응에 실질적으로 관여함이 밝혀졌다[74, 83,

89]. 흥미롭게도 이들의 세포 내 위치는 엽록체막(chloroplast

envelope)로 밝혀졌는데, 이러한 사실을 통해 해당 소기관막

에 위치하는 이들이 어떻게 ABA 신호를 전달할 수 있는지에 

대한 궁금증이 대두되었다. Zhang 그룹은 특정 WRKY그룹의 

단백질(WRKY40 등)이 ABI5, DREB2A와 같은 앱시스산 반응 

유전자의 발현을 억제하며, 이들 전사 조절인자가 앱시스산 

존재 시 발생하는 ChlH의 핵에서 세포질로의 격리(sequester)

에 관여함으로써 해당 반응을 가능케 함을 제시하였다[72]. 그

럼에도 불구하고, 보리의 ChlH 상동 단백질은 앱시스산에 실

제로 결합하지 않으며, 애기장대의 WRKY40 돌연변이체가 

ABA 과다 감수성 및 ABI5, DREB2A의 전사 촉진을 유발하지 

않는다는 상충된 보고들은 ChlH 그룹이 실제 ABA 수용체로

서의 생체 내 역할을 수행하고 있음을 명확히 하기에 어렵도

록 하고 있다[6, 52].

G 단백질 연계 수용체(G protein-coupled receptor, GPCR)

와 상동성을 보유하였으나, 기능적 차별성을 갖는 새로운 형

태의 막단백질인 GTG1 (GPCR-type G proteins 1), GTG2 단

백질이 또다른 잠재적인 앱시스산 수용체로서 보고되었다

[64]. 이들은 기존의 GPCR과는 달리 자체적으로 GDP/GTP

결합 활성과 GTP 분해 효소(GTPase) 활성을 보유하고 있으

며, 이종삼량체 G 단백질의 α-소단위체(heterotrimeric G-pro-

tein α-subunit)와 결합할 수 있다. 앱시스산과의 결합은 GDP

와의 결합형태에서 더 강하게 나타나는 것을 볼 수 있는데,

이는 GTP보다는 GDP와의 결합이 앱시스산 신호 전달 과정을 

위해 요구됨을 보여준다. 이들의 이중 돌연변이체인 gtg1gtg2

가 앱시스산 반응성의 완전한 소실을 보이지 못하고 감소된 

앱시스산 반응성을 보이는 것은, 또다른 앱시스산 인식 기작

이 존재하고 있음을 보여준다. 또한 이들이 9개의 막통과 도메

인을 갖는 전형적인 G 단백질 연계 수용체에 비해 단지 7개의 

막통과 도메인을 보유하고 있다는 사실은 해당 단백질의 독특

한 세포 내 역할을 암시하고 있다.

앞서 기술한 바와 같이 앱시스산 신호 전달 분야의 급격한 

진전을 이루는 새로운 수용체의 존재가 합성 앱시스산 경쟁자

(agonist)인 pyrabactin에 불감성을 가지는 돌연변이체인 pyr1

으로부터 2009년에 밝혀졌다[66]. 해당 산물인 PYR1은 START/

Bet v I 거대 유전자족에 속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비슷한 시기

에, 초기 앱시스산 반응에 중요한 역할을 하는 탈인산화 효소 

2C (Protein Phosphatase 2C, PP2C)인 ABI2와 HAB1 (HOM-

OLOGY TO ABI1)를 이용한 효모이중잡종 분석법(yeast two

hybrid)으로부터 상호 구조적 유사성을 보이는 RCAR1 및 

PYL5, PYL6, PYL8을 분리하였으며, ABI1 복합체 결합 단백질 

분리법으로부터 상기 RCAR/PYL 그룹에 속한 일련의 9개 단

백질(PYR1, PYL1, PYL4, PYL5, PYL6, PYL7, PYL8, PYL9,

PYL10)을 선별하였다. 유전체(genome) 분석결과 이들은 애기

장대 내에 총 14개의 유전자족으로 구성되어 있음이 확인되었

다. 이들이 앱시스산과 결합할 수 있고, 앱시스산에 의한 탈인

산화 효소 2C의 조절에 관여하고 있음을 통해 PYR/PYL/

RCAR 그룹의 앱시스산 수용체로 최종 분류되었다[47, 59, 70].

다양한 유전학 연구는 앱시스산 신호 전달 기작에서 이들이 

주요한 역할을 수행함을 강력하게 보여주고 있다. 일례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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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yr1pyl1pyl2pyl4 4중 돌연변이체(quadruple mutant)의 경우 

강력한 앱시스산 불감성(씨앗의 발아, 기공 개폐, 유묘의 뿌리 

생장, SnRK2에 의한 전사 발현의 변화 등과 관련하여)을 보여

주고 있으며, pyr1pyl1pyl2pyl4pyl5pyl8 6중 돌연변이체의 경우 

야생종에서는 발아가 되지 않는 조건인 100 μM의 앱시스산 

존재 하에서도 발아가 가능한 강력한 앱시스산 불감성을 보이

는데, 이는 기존에 보고된 앱시스산 신호 전달 물질 및 하위 

단계 반응과 해당 그룹의 앱시스산 수용체가 기능적으로 연계

되어 있음을 제시한다[22, 59]. 또한 해당 단백질 그룹이 앞서 

말한 ABA 반응의 초기 단계에서 중요한 역할을 하는 탈인산

화 효소 2C 그룹의 단백질(ABI1, ABI2, HAB1 등)과 직접적인 

결합을 이루고 있다는 점에서, PYR/PYL/RCAR을 통해 매개

되는 신호 전달 기작이 세포 내 앱시스산 반응 경로의 주요한 

축을 구성하고 있음을 보여준다. 구조적, 생화학적 분석을 통

해 PYR/PYL/RCAR 그룹의 단백질은 이량화(dimerization)

를 이루어 작용함을 알 수 있으며, 이중 한 subunit으로의 앱시

스산 결합은 이량체(dimer)의 분리를 유발하는 것으로 보인

다. 그 결과 야기된 구조 변화가 ABI1, ABI2 등의 결합을 위한 

부위 노출을 야기하게 되며, PYR/PYL/RCAR와 PP2C간의 

결합은 PP2C로부터 억제되던 SnRK2의 유리를 촉진함으로써 

ABA 매개 반응을 개시하게 된다[58, 59, 70, 84] (Fig. 1). 최근

의 연구는 pyr1pyl1pyl2pyl4 4중 돌연변이체가 죽은 숙주조직

에서 자라는 곰팡이(necrotrophic fungus)에 저항성을 보임을 

보여주는데, 이는 살리실산/자스몬산/에틸렌(SA/ JA/ET)에 

의해 매개되는 저항성 과정에 앱시스산 신호 과정이 음성적으

로 관여할 수 있음을 암시한다[69].

앱시스산 수송

상기 기술한 PYR/PYL/RCAR 앱시스산 수용체들은 수용

성 단백질로서 세포내에 위치 (세포질/핵)한다[47, 66]. 또한 

앱시스산의 주합성 장소는 유관속 조직인데 반하여, 주된 역

할을 하는 주요 세포 중 하나는 이와 멀리 떨어져 있는 공변세

포(guard cell)인데, 이러한 결과는 세포간의 효율적 커뮤니케

이션을 위해 세포 내/외로 앱시스산을 운반하는 별도의 기작

이 필요함을 암시한다[62]. 최근 들어 원형질막에 존재하는 

ABC (ATP-binding cassette) 타입 수송체인 ABCG25, ABCG

40이 앱시스산 수송에 관여함이 돌연변이체 스크리닝(screen-

ing) 과정을 통해 보고되었다[27, 34]. ABCG25의 경우 식물의 

기관 내 물질 운송을 담당하는 조직인 유관속 조직(vascular

tissue)의 원형질막에서 주로 발현되며, 앱시스산 합성 세포에

서 ATP 의존적으로 앱시스산을 배출하는데 중요한 역할을 

하는 유출운반체로서 기능한다. 해당 유전자가 결여된 abcg25

돌연변이체는 ABA에 과다감수성을 보이며, 공변세포로의 앱

시스산 전달에 결함을 야기한다. 그에 반하여 아포플라스트

(apoplast)로부터 세포질로의 앱시스산 유입은 ABCG40에 의

해 매개됨이 보고되었다. abcg40 돌연변이체의 경우 앱시스산 

존재 시 가공닫힘이 감소되고 물부족 저항성이 떨어지는 형질

을 보이는데, 해당 돌연변이체에서 앱시스산 반응 유전자의 

발현 감소가 공변세포 이외에서도 발견되는 것으로 보아 

ABCG40은 공변세포 이외에서도 그 기능을 수행할 것으로 예

상된다[24, 30]. 또다른 형태의 ABC 타입 수송체인 ABCG22는 

아직 세부 기작이 명확히 알려져 있지 않다. 그러나, 해당 기능 

소실 돌연변이체가 증가된 수분 소실을 통해 보다 민감한 가

뭄 스트레스 저항성을 보이며, 앱시스산 신호 전달 돌연변이

체인 srk2e/ost1 및 앱시스산 합성 돌연변이체인 nced3과의 이

중 돌연변이시에 증가된 앱시스산 결여 형질을 보임에 근거할 

때, ABCG22가 앱시스산 수송과 관계하여 잠재적 역할을 수행

할 수 있음이 기대된다[35].

탈인산화 효소 2C

1990년대 중반에, 돌연변이체 스크리닝의 결과 앱시스산 신

호전달 기작 규명에 중요한 지평을 연, 두가지의 돌연변이체

인 abi1과 abi2가 발견되었다[40, 50]. 해당 유전자 산물인 ABI1

(ABA-INSENSTIVE 1)과 ABI2 는 하위그룹(subgroup) A에 

해당하는 탈인산화 효소 2C (protein phosphatase 2C)임이 밝

혀졌으며, 해당 돌연변이체인 abi1-1과 abi2-1은 전반적인 앱시

스산 반응의 비감수성을 부여하는 것으로 확인되었다[41]. 그

러나 이후 분리된 다수의 해당 유전자 기능상실 돌연변이체

(loss-of-function mutant)의 경우 오히려 앱시스산에 대한 과

다 감수성을 보이는 것으로 알려졌는데, 이는 abi1-1과 abi2-1

이 우성 음성 돌연변이체(dominant-negative mutant)임을 보

여준다 할 수 있다. abi1-1과 abi2-1은 각각 180번째와 168번째

의 글라이신(glycine)이 아스파르트산(aspartic acid)으로 변이

된 돌연변이체로서, 오랜 기간 동안 이들의 dominant neg-

ative 형질이 어떻게 부여되는지는 알려지지 않고 있었는데,

앞서 기술한 PYR/PYL/RCAR 단백질의 분리를 통해, 해당 

아미노산의 돌연변이가 ABI1/ABI2와 PYR/PYL/RCAR간의 

결합을 방해함이 알려지면서 이러한 의문은 비로소 풀리게 

되었다[47, 66]. 또한 PYR1의 88번째 프롤린(proline)의 세린

(serine)으로의 변이 및 152번째 세린(serine)의 류신(leucine)

으로의 변이는 탈인산화 효소 2C 그룹 단백질 중 하나인 

HAB1의 탈인산화 활성 억제를 불가하게 만드는 결과를 초래

하였는데, 상기 결과들을 종합하여 볼 때 ABA와 PYR/PYL/

RCAR 수용체 간의 결합은 수용체-탈인산화 효소 2C간의 결

합 유발 및 탈인산화 효소 2C 활성 억제를 유발함을 알 수 

있다[66] (Fig. 1). 앱시스산 신호에 관여하는 탈인산화 효소 

2C 그룹의 단백질들은 다수가 알려져 왔다. 앞서 언급한 ABI1,

ABI2, HAB1와 이에 높은 상동성을 보이는 HAB2, 유전적 스

크리닝 방법을 통해 선별된 AHG1 (ABA-HYPERSENSITIVE

GERMINATION 1), AHG3 등이 그들인데, 이들은 상기 신호 

전달 과정에서 기능적 중복성을 보이는 것 이외에도 조직 특

이적 발현을 통해 각 조직에서 특이적인 기능을 하는 것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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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인다[33, 60, 87]. 일례로 ABI1이 다양한 조직에서 발현되며 

대부분의 조직에서 기능하는 것과 달리, AHG 유전자들은 씨

에서 특이적으로 발현되어 그 역할을 수행한다[50, 60, 87]. 이

러한 특이적 기능은 세포 내에서의 위치 차이에 의해서도 유

추될 수 있다. AHG1 및 AHG3의 경우 단지 핵 내에 존재하여 

기능하는 반면, ABI1은 세포질과 핵 내에서 모두 발견되는데,

이는 공변세포에서의 단시간 내에 이루어지는 앱시스산의 반

응(세포막을 경계로 이루어지는 이온 흐름의 변화)에 관여하

는 것으로 보고된 ABI1의 세포질내 추가적인 역할과 맥락을 

같이 한다[81].

SnRK2 인산화 효소

애기장대는 3개의 하위 클래스로 분류되는 10종류의 

SnRK2 인산화 효소(sucrose non-fermenting-1 related protein

kinase 2, SnRK2)를 보유하고 있다. 이중에서 하위 클래스 III

에는 3종류의 SnRK2인 SRK2D/SnRK2.2 (이하 SnRK2.2),

SRK2I/SnRK2.3 (이하 SnRK2.3), OST1 (OPEN STOMATA1)/

SnRK2.6/SRK2E (이하 SnRK2.6)가 속해있으며, 이들이 ABI1

으로 대표되는 탈인산화 효소 2C 단백질들과 직접적인 결합을 

이룰 수 있음이 보고되었다[18, 86]. 또한 야생종에서 앱시스산

에 의해 증가되는 SnRK2 인산화 효소의 활성이 abi1-1하에서

는 일어나지 않는 결과를 보였으며, 상기 탈인산화효소가 in

vitro 상에서 SnRK2.2, SnRK2.3, SnRK2.6의 탈인산화를 직접

적으로 촉진하고 그러한 탈인산화 부위가 SnRK2 인산화 효소

의 비활성화에 직접적으로 영향을 미침이 관찰되었는데, 이는 

두 그룹의 단백질들이 기능적으로 연계되어 있음을 보여준다

[81, 86]. 그렇다면 3종류의 SnRK2가 실제로 앱시스산 신호전

달 과정에서 어떠한 세부 역할을 수행하는가? 이는 각각의 기

능소실 돌연변이체 및 2중, 3중 돌연변이체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SnRK2.6의 기능 소실 돌연변이체의 경우 공변세포에서

의 앱시스산에 대한 감수성 감소와 가뭄저항성 감소의 성질을 

보였으나, 유묘의 뿌리 성장과 발아과정에는 별 영향을 미치

지 않았다[85]. 반면 SnRK2.2, SnRK2.3의 단일 기능소실 돌연

변이체는 가뭄저항성에 영향을 미치지 않았으며, 2중 돌연변

이체의 경우 종자 휴면(seed dormancy)의 감소와 유묘의 초기 

유묘(seedling) 성장시 앱시스산에 대한 비감수성을 초래했다

[16]. 이는 앱시스산에 의한 가뭄저항성 과정에 있어 SnRK2.6

가, 앱시스산에 의한 초기 발생 과정에서는 SnRK2.2, SnRK2.3

가 보다 더 중요한 역할을 하는 양성 조절자임을 암시한다.

SnRK2.2, SnRK2.3, SnRK2.6이 모두 결여된 3중 돌연변이체는 

단일, 2중 돌연변이체에 비해 가뭄스트레스 대한 과도한 민감

성을 보였으며, 실리크(silique) 내에서의 모체발아(vivipary)

및 씨 발생 과정의 심각한 결함 형질을 나타내었는데, 이는 

해당 3종의 유전자가 앱시스산에 의해 매개되는 세포 내 다양

한 이벤트(event)에서 중요한 역할을 협동적으로 하고 있음을 

암시한다[18, 56]. 세 종류의 인산화 효소가 어떠한 방식으로 

앱시스산 신호를 전달하는지는 하위단계에서 그들과 결합하

여 인산화되는 bZIP 전사조절인자들과 연관되어 보다 상세히 

설명되어질 수 있는데, 이는 아래에서 자세히 기술하고자 한

다[28]. 이와 별개로, SnRK2는 기공세포에서 이루어지는 원형

질막, 액포막의 이온 흐름 변화에도 관여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SnRK2.6의 기질 중 하나로 알려진 SLAC1 (SLOW

ANION CHANNEL-ASSOCIATED 1)은 기공 닫힘시에 요구

되는 원형질막의 탈분극화를 유발하는 음이온 통로(anion

channel)로 보고되었는데, SnRK2.6에 의한 인산화가 SLAC1

을 통한 이온의 움직임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보인다[7, 39,

82]. 공변세포의 K+ 수송체인 KAT1 역시 SnRK2.6과 직접 결

합하며 해당 단백질의 인산화에 의해 음성적으로 조절되는데,

SnRK2에 의해 매개되는 이러한 이온수송체 활성 조절은 해당 

인산화 효소가 상대적으로 장시간에 의해 매개되는 세포내 

반응(앱시스산 수용체-탈인산화 효소 2C-SnRK2 인산화 효소

-bZIP 전사조절인자에 의해 이루어지는) 뿐 아니라 공변세포

에서 앱시스산에 의해 매개되는 빠른 세포 내 반응에도 관여

하고 있음을 보여준다[71].

bZIP (basic leucine zipper) 전사조절인자 활성에 관여

하는 인산화/탈인산화

앱시스산에 의해 전사량이 증가하는 앱시스산 반응 유전자

들의 프로모터 분석 결과, 이러한 증가에 관여하는 일련의 

cis-acting element들이 발견되었는데, 그 중에서 앱시스산에 

대한 발현 유도성에 가장 주요한 역할을 하는 부위로 ABRE

(ABA-responsive element, PyACGTGG/TC)가 보고되었다

[21, 48, 53]. 많은 경우 이러한 ABRE는 한 유전자의 프로모터 

내에서 다수로 발견되거나, 혹은 다른 cis-acting element (CE,

coupling element)와 조합을 이루어 발견된다[55]. 2000년대 

초에 두 그룹에 의해 ABRE에 의해 결합되는 일련의 bZIP

(basic leucine zipper) 전사조절인자 단백질이 yeast one hy-

brid 테크닉을 통해 보고되었으며 이들은 AREB (ABRE-bind-

ing protein) 혹은 ABF (ABRE binding factors)로 명명되었다

[9, 79]. 실제 애기장대의 경우 9종류의 해당 유전자족 단백질

이 존재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는데, 이들은 다시 상동성에 의

거하여 AREB/ABFs 및 ABI5/AtDPBFs (ABA-INSENSITIVE

5/ Arabidopsis Dc3 promoter-binding factors)인 두개의 하위 

그룹으로 나누어 질 수 있다[19]. 다수의 연구 보고에 의하면,

AREB/ABFs 그룹의 주요 전사 조절인자들(AREB1/ABF2,

AREB2/ABF4, ABF1, ABF3)은 가뭄 스트레스시 영양조직

(vegetative tissue)에서 주로 발현되어 앱시스산에 의해 매개

되는 가뭄, 고염(high salt) 스트레스시 그 역할을 수행하는 것

으로 생각되어지는데, 실제로 이러한 기능은 세 종류 단백질

간의 핵에서 형성되는 동형 이량체(homodimer) 혹은 이형 이

량체(heterodimer)에 기인한다. areb1areb2abf3 3중 돌연변이체

의 경우, 단일 돌연변이체 및 2중 돌연변이체에 비해 강화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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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1. Proposed model of the ABA-PYR/PYL/RCAR-PP2C-SnRK2-bZIP core signaling pathway. The binding of ABA onto ABA

receptor (PYR/PYL/RCAR) triggers the association of ABA-ABA receptor with PP2C and the dissociation between PP2C

and SnRK2. SnRK2 proteins dissociated from PP2C are activated by autophosphorylation and phosphorylate various bZIP

proteins such as ABI5, ABF1/2/3/4 and DPBF2/3/4. The activated bZIPs bind to cis-acting element for

ABA-responsiveness, ABRE, and are involved in the regulation of various ABA-responsive genes. Finally, up-regulated

ABA-responsive genes are responsible for diverse ABA responses in plant cells.

앱시스산에 대한 비감수성과 가뭄저항성 감소 형질을 보이는

데, 이는 상기 3종류의 단백질이 상호 협동 과정을 통하여 앱

시스산 신호 전달 과정에 양성적으로 기여하고 있음을 나타낸

다[17, 28, 30, 79, 88]. 반면, ABI5/AtDPBFs 그룹의 전사 조절

인자들(ABI5/AtDPBF1, AtDPBF2, AREB3/AtDPBF3, EEL/

AtDPBF4)은 씨의 발생, 발아 과정에서 중요한 역할을 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는데, 특히 이 중에서도 ABI5는 앱시스산에 

의해 매개되는 씨의 발아 지연 및 발아 직후 성장 억제 과정에

서 주요 조절자로 작용한다[12, 14, 30, 38, 44].

각 bZIP 단백질들의 활성을 조절하는 번역 후 변형 과정으

로 인산화과정이 관련되어 있음이 다수의 보고를 통해 알려져 

왔다(Fig. 1, Fig. 2). 이들의 인산화 및 활성화에 앞서 기술한 

SnRK2 인산화 효소가 연관되어 있으며, 실제로 앱시스산 의

존적인 bZIP 단백질내에 존재하는 다수의 RXXS/T 지역의 인

산화가 SnRK2 인산화 효소에 의해 이루어지는 것으로 보인다

[16]. 또한 상기 클래스 III에 해당하는 3종류의 SnRK2가 식물 

세포의 핵 내에서 bZIP 단백질들과 함께 존재하는 것으로 보

아, 이러한 인산화 과정은 핵 내에서 실행되는 것으로 여겨진

다[88]. SnRK2.2, SnRK2.6, SnRK2.3를 이용한 이중, 삼중 돌연

변이체를 사용해 연구한 결과, SRK2D/SnRK2.2, SRK2E/

SnRK2.6/OST1, SRK2I/SnRK2.3들이 ABF1, AREB1/ABF2,

ABI5, AREB3/AtDPBF3 등과 직접적으로 결합하여, 해당 

bZIP 단백질의 인산화와 활성, 그리고 앱시스산에 대한 감수

성 등에 직접적으로 영향을 미침이 확인되었다[16, 56]. 또한 

해당 3중 돌연변이체를 대상으로 수행한 마이크로어레이

(microarray) 분석 결과, 감소되는 유전자들의 목록은 AREB1/

ABF2, AREB2/ABF4, ABF3의 3종류 유전자가 결여된 3중 돌

연변이체에서 감소하는 유전자의 목록과 상당부분 일치하였

다[18]. 이러한 결과들은 클래스 III의 SnRK2 인산화 효소가 

앱시스산 신호 전달과정에서 bZIP 단백질의 기능 수행을 위해 

중요한 역할을 수행하고 있음을 검증해주고 있다. 흥미롭게도 

3중 SnRK2 돌연변이체내에서 특이적으로 PDF를 포함한 9종

류의 자스몬산(Jasmonic acid) 반응 유전자와 AP3, SEP2를 포

함한 5종류의 꽃발생 관련 유전자의 발현량 중가가 관찰되는

데 이는 앱시스산 신호 과정이 다른 호르몬 신호 과정 및 세포

내 발생 과정과 복잡하게 연계되어 상호 영향을 끼치고 있음

을 암시한다. 또한 상기 돌연변이체에서는 bZIP 단백질의 인

산화 결여뿐만 아니라, AREB1/ABF2, ABF3의 mRNA 발현 

또한 억제됨이 관찰되는데 이는 해당 인산화 효소가 bZIP 단

백질의 번역 후 조절 뿐 아니라 전사 수준에서의 조절에도 

관여할 수 있음을 보여준다[18]. 최근의 보고에서, Sirichandra

(2010) 등은 SnRK2.6이 ABF3 단백질의 451번째 트레오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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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2. Post-translational modifications that affect the activity of various signaling components in ABA signal transduction

pathway. Several E3 ligases such as KEG, CRL4DWA1/2, CRL3ARIA and SDIR1 modulate the stability/activity of various

bZIP proteins. Besides SnRK2, additional kinases such as CPK4/11/32 also positively regulate several ABFs via

phsphorylation. FyPP1/3 and AFPs act as the signaling components to inhibit ABI5 activity via dephosphorylation and

by the unknown mechanism, respectively. (+) and (-) indicate positive and negative regulation, respectively. Dotted lines

indicate the possible involvement of CRL4
DWA1/2

in the regulation of ABF1/2/3/4 suggested by Lee et al. [38], since

dwa1dwa2 exhibited a drought-tolerant phenotype. Questionmarks indicate that the detail action mechanism has not been

identified. Ub: ubiquitin. P: phosphate.

(T451) 인산화를 통해, 인산화된 단백질과 결합하는 조절 단백

질 중 하나인 14-3-3 단백질의 결합 지역을 생성하는데 역할을 

함을 보고하였다. T451이 ABF3의 인산화를 통한 활성화 및 

단백질 안정성에 중요한 역할을 함에 의거하여 볼 때, 14-3-3

단백질이 ABF3를 포함한 bZIP 전사 조절 인자의 활성/안정성

을 증가시키는데 기능을 할 수 있음이 예상된다[75].

한편, SnRK2 인산화 효소에 의해 야기되는 bZIP 단백질의 

활성화 신호는 어떻게 중지되는가? 이에 대한 해답은 최근에 

Wang 그룹에서 발표한 두 종류의 탈인산화 단백질인 FyPP1

(Phytochrome-associated serine/threonine protein phospha-

tase 1)과 FyPP3로부터 찾을 수 있다. FyPP1, FyPP3는 세린/

트레오닌 탈인산화 효소(serine/threonine protein phospha-

tase)의 활성 소단위체를 발현시키는 유전자로서, 해당 유전자

가 결여된 돌연변이체의 경우 증가된 앱시스산 감수성, 앱시

스산에 의해 매개되는 씨의 발아 및 유묘 생장 억제 형질을 

보인다. 또한, 이들은 ABI5와 직접적인 결합을 통해 ABI5를 

탈인산화시키는데, 이러한 결과들은 두 단백질이 ABI5의 불활

성화를 통해 관련 앱시스산 반응의 음성 조절자로서 역할을 

수행함을 제시한다[11].

상기 다수의 결과들은 bZIP 단백질의 활성 조절에 인산화/

탈인산화 사이클(cycle)이 관여하고 있음을 보여주는데,

SnRK2 인산화 효소 이외에도 일련의 칼슘 의존적 인산화 효

소(calcium-dependent protein kinases, CPKs)가 해당 bZIP

단백질의 활성에 영향을 줄 수 있음이 보고되었다. CPK4와 

CPK11은 앱시스산 존재 시 ABF1 및 AREB2/ABF4를 인산화

시키며, cpk4cpk11 이중 돌연변이체가 ABA에 대한 다면적인

(pleiotropic) 비감수성을 유발함을 통해 해당 두 단백질이 앱

시스산 신호 전달 과정의 양성 조절자로서 작용을 함을 알 

수 있다[93]. 또한, CPK32는 AREB2/ABF4과 직접적으로 결합

을 하며 해당 유전자의 과다발현체가 앱시스산에 대해 증가된 

감수성(hypersensitivity)를 보임에 의거할 때, 역시 해당 신호 

전달 과정의 양성 조절자로서 기능을 함을 알 수 있다[10]. 최

근의 연구는 놀랍게도 탈인산화 효소 2C 단백질들이 일련의 

bZIP 단백질 및 CPK11과 직접적으로 결합하여 탈인산화를 

통해 해당 전사조절인자들을 비활성화시킬수 있음을 제시하

고 있는데, 이는 탈인산화 효소 2C-SnRK2 인산화 효소(및 

FyPP1/3)-bZIP 전사조절인자로 이루어지는 주요 인산화/탈

인산화 과정을 우회하는 별도의 인산화/탈인산화 과정이 존

재함을 보여준다[3, 46].

bZIP (basic leucine zipper) 전사조절인자 안정성/기능

에 관여하는 유비퀴틴화

앞서 기술한 내용을 통해 앱시스산 신호전달에 주요기능을 

수행하는 bZIP (basic leucine zipper) 전사조절인자들의 활성

화에 인산화가 필요함을 알 수 있다. 이외에도, 최근 들어 해당 

단백질의 안정성 조절이 앱시스산 신호전달에 주요한 영향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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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침을 보여주는 일련의 연구가 보고되고 있다(Fig. 2). 이러한 

단백질 안정성 조절은 유비퀴틴화를 통해 매개되어지며, 주로 

ABI5를 중심으로 연구되어져 왔다. 먼저 ABI5 결합 단백질을 

찾기 위한 효모이중잡종 분석법을 통해 AFP (ABI5 binding

protein)가 분리되었다[45]. AFP1, AFP2의 돌연변이체 분석을 

통해 해당 유전자는 앱시스산 신호의 음성 조절자로 작용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afp 돌연변이의 앱시스산에 대한 과다 민감

성(hypersensitivity)이 ABI5의 과다 축적에 기인하며, ABI5가 

유비퀴틴화 의존적 경로(ubiquitination-dependent pathway)

에 의해 분해 가능한점, AFP와 ABI5가 핵내에 함께 위치하는 

결과 등을 통해 AFP는 ABI5 단백질의 유비퀴틴화 의존적 기

작을 통한 분해에 관여하는 것으로 보인다. 뿐만 아니라 총 4개

의 애기장대 AFP 단백질들이 다양한 AREB/ABF 및 AtDPBF

그룹 단백질들과 다양한 조합을 통해 결합함을 볼 때 AFP 들

이 다수 bZIP 단백질의 기능에 영향을 미칠 수 있음이 예상된

다[20]. 그럼에도 불구하고 AFP 단백질들이 기존의 단백질 분

해에 관여하는 E3 유비퀴틴 연결효소(E3 ubiquitin ligase)들

이 보유한 어떠한 특징적인 도메인을 소유하고 있지 않다는 

점에서 이들의 상세 분해 기작은 아직 명확히 밝혀지지 않은 

상태이다. ABI5의 단백질 안정성을 직접 조절하는 세 종류의 

E3 유비퀴틴 연결효소로 KEG (KEEP ON GOING)과 DWA1

(DWD hypersensitive to ABA 1), DWA2가 보고되었다[38,

77]. KEG는 RING (Really Interesting New Gene) 도메인을 

보유한 단일체 E3 연결효소로서(single subunit E3 ligase), 앱

시스산 부재시 ABI5와 직접적으로 결합한 후 폴리유비퀴틴화

를 통해 ABI5를 분해함으로써 핵내에 존재하는 ABI5의 단백

질 축적량을 감소시키며, 앱시스산의 존재시에는 자체 유비퀴

틴화(self-ubiquitination)을 통해 스스로 분해됨으로써 ABI5

의 축적을 야기한다[42, 43]. 최근의 연구 결과를 통해 KEG는 

ABF1 및 ABF3의 분해에도 직접 참여함을 알 수 있다[8].

DWA1, DWA2는 컬린(cullin) 단백질을 중심으로 복합체를 

형성하는 복합체 E3 연결효소(multi-subunit E3 ligase 혹은 

cullin-RING E3 ligase, CRL)의 기질 수용체로 보고되었다. 이

들은 동질이량체(homodimer) 혹은 이질이량체(heterodimer)

로서 cullin4-RING E3 연결효소 복합체(CRL4 complex)와 결

합 후, ABI5와의 직접적인 결합을 통해 해당 단백질을 분해하

는 음성 조절자로서 알려져 있다[37, 38, 91]. SDIR1 (SALT-

AND DROUGHT-INDUCED RING FINGER 1)의 경우 RING

도메인을 보유한 단일체 E3 연결효소로서 과다발현시 앱시스

산에 의한 과다 감수성 형질을 발아 지연 및 기공 닫힘 증가,

가뭄 저항성 증가 등을 통해 보여주고 있는데, 이를 통해 상기 

E3 유비퀴틴 연결효소들과는 달리 앱시스산 신호 전달의 양성 

조절자(positive regulator)로서 작용하는 것으로 보인다.

SDIR1은 ABI5, ABF3, AREB2/ABF4의 상위에서 작용하는데,

아마도 해당 bZIP 단백질의 음성 조절자 분해에 관여할 것으

로 예상된다[92]. AREB1/ABF2와 결합하는 단백질로서 동정

된 ARIA (ARM REPEAT PROTEIN INTERACTING WITH

ABF2)는 카르복시 말단(C-terminus) 부위에 CRL3 복합체의 

기질 수용체에서 공통적으로 발견되는 BTB/POZ (broad

complex, tramtrak, and bric-a-brac/poxvirus and zinc fin-

ger) 도메인(domain)을 보유하고 있다. Cullin3-RING E3 연결

효소 복합체(CRL3 complex)가 흔히 폴리유비퀴린화(polyu-

biquitination)을 통해 단백질의 안정성을 감소시키는 기능을 

수행함에도 불구하고 ARIA의 과다발현체가 앱시스산의 과다

감수성을 유발함을 볼 때, ARIA는 AREB1/ABF2의 활성을 

양성적으로 조절하고 있음을 알 수 있는데, 이는 ARIA가 보편

적으로 기능하는 폴리유비퀴린화 과정을 통해 ARIA-AREB1/

ABF2와 결합하는 제 3의 단백질의 안정화에 영향을 미치거나,

혹은 모노유비퀴틴화(monoubiquitination)을 통한 ARIA 단

백질 안정성의 양성적 조절에 관여할 가능성을 암시한다[31].

앞서 기술한 바와 같이, ABI5/AtDPBFs 그룹과 AREB1/

ABF2, AREB2/ABF4, ABF1, ABF3 그룹으로 분류되는 bZIP

단백질들은 구조적 유사성과 앱시스산 신호 전달 과정에서의 

중복되는 기능을 보유하고 있는데, 이는 이들의 활성 및 단백

질 안정성 조절이 많은 경우 유사한 방식을 통해 조절받을 

가능성이 높음을 의미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현재까지 

ABI5를 제외하고 bZIP의 유비퀴틴화에 의한 음성적 조절에 

대한 보고는 활발히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실정이다. 유비퀴

틴화 활성을 보이는 앱시스산 신호 조절 단백질의 선별을 위

해 가장 효과적인 방법은 특정 E3 유비퀴틴 연결효소의 기능 

소실로부터 앱시스산 감수성의 변이를 유발하는 기능 소실 

돌연변이체를 분리하는 것이다. 문제는 애기장대에 존재하는 

E3 유비퀴틴 연결효소가 약 1,400여 개에 이르기 때문에 이들

의 돌연변이체를 대상으로 앱시스산 감수성을 추적하는 것은 

물리적 한계가 따른다는 것인데, 한가지 제안될 수 있는 방법

은 앱시스산에 의해 전사량이 증가하는 E3 유비퀴틴 연결효소 

유전자를 추적 후, 이들을 대상으로 감수성을 조사하는 것이

다. 일례로, 애기장대 단일체 E3 연결효소 유전자 중 470개의 

RING E3 연결효소 유전자를 대상으로 앱시스산 반응성을 조

사했을 때, 이 중 13개의 유전자가 앱시스산에 의해 5배 이상

의 전사량 증가를 보임을 알 수 있다[29, 76](Table 1). 이러한 

전략은 앱시스산 신호전달 과정에서 유비퀴틴화에 관여하는 

잠재적인 후보자의 범위를 좁히고, 이를 선별하는데 있어 효

율적인 방법 중 하나가 될 수 있으며, bZIP 전사 조절 인자를 

포함한 다른 앱시스산 신호 전달 단백질의 안정성 조절 기작 

규명과 연계될 수 있다.

ABI3, ABI4, AtMYC2, AtMYB2

위에서 언급한 bZIP (basic leucine zipper) 전사조절인자 

이외에 앱시스산 신호전달에 중요한 기능을 하는 전사조절인

자들이 보고되어 왔다. ABI3 (ABA-INSENSITIVE 3)는 4개의 

도메인(A1, B1, B2, B3)을 보유한 단백질인데 이중, B1, B2 도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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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1. Gene list of RING-type ubiquitin ligases that are in-

duced by ABA. From total 470 genes, the genes are

increased by more than five-times under ABA treat-

ment have been selected, based on AtGenExpress

Visualization Tool (AVT) [29, 76]

AGI
Induction

fold
Induced condition

At1g04360

At1g30860

At1g32740

At2g22680

At2g37150

At3g09770

At3g10910

At4g23450

At4g35070

At4g35480

At5g01520

At5g42200

At5g55970

7.8

129.4

7.6

9.9

11.8

6.7

13.9

159.7

7.2

15.1

5.5

17.2

32.5

seedling, 3 hr, 10 μM ABA

seed, 24 hr, 30 μM ABA

seedling, 3 hr, 10 μM ABA

seedling, 3 hr, 10 μM ABA

seedling, 3 hr, 10 μM ABA

seedling, 3 hr, 10 μM ABA

seedling, 3 hr, 10 μM ABA

seedling, 3 hr, 10 μM ABA

seed, 24 hr, 30 μM ABA

seedling, 3 hr, 10 μM ABA

seedling, 3 hr, 10 μM ABA

seedling, 3 hr, 10 μM ABA

seedling, 3 hr, 10 μM ABA

인이 핵으로의 이동 및 다른 단백질(ABI5를 포함한 일련의 

bZIP 전사조절인자)과의 상호작용에 중요한 역할을 하는 반

면, B3 도메인은 RY 모티브(CATGCA)라 불리는 cis-acting el-

ement와의 결합을 통해 특정 유전자의 활성 증가에 중요한 

역할을 하는 부위로 알려져 있다[36, 51, 54, 78]. ABI3에 의해 

조절되는 다수의 유전자들의 프로모터내에 RY 모티브외에도 

G-box (혹은 ABRE)를 포함하는 것으로 보아 해당 유전자의 

발현을 위해 ABI3와 상기 bZIP 단백질들간의 상호 작용이 중

요함을 알 수 있다. 돌연변이체 연구를 근거하여 볼 때, ABI3는 

식물의 씨 발달 단계, 씨 휴면, 발아 및 앱시스산 반응성에 

관여하며 중요한 역할을 하며, 배의 발달 단계 관련 유전자인 

LEA (late embryogenesis abundant)의 발현 조절에 중요한 역할

을 하는 것으로 보인다[65]. ABI5와 유사하게, ABI3 역시 의존

적인 26S 프로테아좀 의존적 경로(26S proteasome-dependent

pathway)에 의해 단백질의 음성적 조절을 받는다. AIP2

(ABI3-interacting protein 2)는 RING 타입의 단일체 E3 연결

효소로서 ABI3의 A1, B1 도메인을 유비퀴틴화시키는데, aip2-1

돌연변이체의 앱시스산 과다감수성 및 ABI3 단백질의 과다축

적 등은 AIP2가 ABI3 단백질 분해에 직접적으로 기능함을 보

여준다[90].

ABI4는 식물에서 다유전자족(multigene family)로 존재하

는 AP2 (APETALA2) 유전자족(Drought Response Element

Binding factors, DREBs와 Ethylene Response Element

Binding Proteins, EREBPs 그룹을 포함)에 속하는 전사조절 

인자로 알려져 있다[15]. 해당 유전자족 대부분의 전사조절인

자들이 DRE, GCC box로 알려진 cis-acting element에 결합하

는 것과 달리, ABI4는 이와 다른 별도의 프로모터 지역인 cou-

pling element 1 (CE1, CACCG), S-box (CACYKSCA)에 결합

하는 것으로 보고되어 왔다[4, 61, 63, 68]. 돌연변이를 이용한 

생리학적 연구를 통해 ABI3, ABI4, ABI5 전사 조절 인자들은 

앱시스산 감수성, 발아 및 씨 발달 과정에 공통적으로 중요한 

역할을 하는 것으로 알려져 왔으며, 앱시스산에 의한 유전자 

조절에 적어도 부분적으로는 상기 전사조절 인자들의 조합을 

통한 조절 복합체의 존재가 관여할 것이라 예상되어지고 있다

[14, 15, 57, 65]. 최근의 연구는 ABI4에 반응하는 유전자들 중 

다수가 상기 알려진 CE1, S-box를 갖는 대신 ABRE를 보유하

고 있으며 실제로 ABI4와 일부 ABRE 보유 유전자간의 결합이 

가능함을 보여주는데, 이는 ABI4의 프로모터로의 결합능이 유

연성을 보임을 암시한다[67]. 일부 ABI4는 전사 조절시 ABI5

및 bZIP과 함께 해당 유전자의 발현을 협동적으로 조절하는 

것으로 보이는데, 실례로 스트레스 조건하에서 트리아실글리

세롤(triacylglycerol) 합성의 주 효소인 DGAT1 (Diacylglycerol

acyltransferase 1) 유전자의 발현을 ABI4, ABI5가 함께 상승적

으로(synergistic) 조절한다[32, 67].

비생물적(abiotic) 스트레스 관련 유전자를 조절하는 대표

적인 전사조절인자로 MYC/MYB 그룹이 존재한다. 이중 애기

장대의 AtMYC2, AtMYB2는 앱시스산 반응성에 관여하는 전

사조절인자로 보고되었으며, 각각 MYCRS 및 MYBRS (MYC-

혹은 MYB-recognition sequence)를 앱시스산 반응 유전자의 

프로모터내 인식부위로 보유하고 있다[2]. 두 유전자의 과다발

현 형질전환체는 앱시스산에 대한 과다감수성 형질을 보이며,

주요 앱시스산 반응 유전자 중 하나인 RD22 유전자의 발현을 

증가시킴을 통해, 해당 단백질들이 앱시스산 반응성의 양성조

절자로 작용함을 알 수 있다[1]. 앞서 언급한 DWA1, DWA2의 

돌연변이체는 앱시스산 존재 하에서 야생종과 비교시, AtMYC2

전사량의 차이는 보이지 않았으나 AtMYC2의 단백질의 과다

축적을 유발했는데, 이는 DWA1, DWA2가 AtMYC2 단백질

의 음성적 조절에 관여될 수 있음을 암시한다. DWA1, DWA2

와 AtMYC2 간의 직접적인 결합이 이루어지지 않는 것으로 

보아, 이러한 조절은 다른 단백질의 매개하에 이루어질 가능

성이 높다[38].

결 론

식물은 동물과 달리 외부 환경으로부터의 스트레스를 피해 

이동할 수 있는 능력을 보유하고 있지 않으므로, 환경적 스트

레스에 대해 효율적인 저항성을 나타내기 위한 정교하고 체계

적인 생체 내 조절 시스템을 구축하여 왔다. 다양한 환경적 

스트레스 중 식물이 가장 빈번하게 경험하게 되는 스트레스는 

물부족으로 인해 유래되는 가뭄 스트레스로서, 실제로 지구상 

다수의 국가가 이러한 스트레스에 의해 작물 생산량의 심각한 

손실을 겪고 있다. 이에 가뭄 저항성과 관계된 신호전달 기작

을 명확히 이해하고자 하는 연구가 활발히 진행되고 있으며,

상기 신호 전달에 관여하는 신호전달 물질의 분리 및 기능 

규명에 많은 에너지가 투입되고 있는 실정이다. 가뭄 스트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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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 신호 전달 물질의 분리를 위해서 가장 빈번하게 사용되는 

연구 기법은 기능 소실 혹은 기능 획득 돌연변이의 형질 스크

리닝을 통한 관련 유전자의 선별이며, 이러한 과정을 통한 가

뭄 저항성 돌연변이의 신속하고 효율적인 선별은 가뭄 저항성

과 관계된 앱시스산 감수성 변이 돌연변이체의 추적을 통해 

보다 용이해질 수 있다. 앱시스산은 가뭄저항성 뿐 아니라 초

기 씨앗의 발달(씨앗의 성숙, 발아, 휴면 등) 과정에서도 중요

한 역할을 담당하므로 산업적 응용 가치가 높은 호르몬이라 

할 수 있으며, 이에 앱시스산 신호전달 기작의 명확한 규명은 

필수적이라 할 수 있다. 다른 호르몬과 달리 앱시스산의 경우 

하위단계 신호전달물질의 및 전달 체계는 활발히 연구된 반

면, 수용체의 발견은 오랜 기간동안 이루어지지 않아왔는데,

2009년부터 분리되기 시작한 주요 앱시스산 수용체의 발견은 

앱시스산의 주신호전달과정을 비로소 정립하는데 크게 공헌

하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앱시스산 수용체-탈인산화 효소 

2C-SnRK2 인산화 효소-bZIP 전사조절인자로 이루어지는 주

요 신호전달과정에서 풀어야 할 숙제는 여전히 많이 남아있

다. 상기 기술한 바와 같이, bZIP 전사조절인자 중 ABI5를 제

외하고 나머지 단백질들의 유비퀴틴 의존적인 안정성 조절에 

대한 보고는 아직도 미흡한 실정이며, ABI5/AtDPBFs 그룹이 

주로 담당하는 씨의 발생, 발아 과정과 AREB/ABFs 그룹이 

주로 담당하는 스트레스 저항성이 어떠한 세부 기작에 의해 

구별되어 조절되는지에 대한 연구도 아직 체계적으로 정립되

어 있지 않다. 게다가 bZIP 전사조절인자의 하위 단계에서 전

사량을 조절받는 다수의 앱시스산 반응 유전자들의 상세 기능

에 대한 연구 역시 부족한 실정이다. 다수의 앱시스산 반응 

유전자의 프로모터 지역에는 bZIP 전사조절인자가 인지하는 

ABRE 외에도 CE1, CE3, DRE, RY 등의 다양한 cis-acting ele-

ment 부위가 짝지어 존재하는데, 이는 다양한 그룹의 전사 

조절 인자간의 상호 작용을 통한 세밀한 조정(fine-tuning)이 

앱시스산 반응 유전자의 발현 조절에 있어 요구됨을 암시하므

로 관련 기작의 상세한 규명 역시 필요할 것으로 여겨진다[25,

51, 55, 73, 78].

본 총설을 통해 최근까지 업데이트된 앱시스산 신호 전달 

기작을 상세히 이해하고자 하였다. 상기 기작의 상세한 이해

를 기반으로 하여, 이를 가뭄 저항성과 관련된 작물 유전자의 

선별 및 해당 유전자 발현량 조절을 통한 형질전환체의 제작

(혹은 모델 식물 유전자 선별 후 작물로의 적용을 통한 형질전

환체의 제작)에 적용할 수 있다면, 재배 지역의 확장 및 유용한 

약용, 식량, 에너지 작물의 생산량 개선에 크게 도움이 될 것이

다. 이는 국내외 농업 분야의 발전 및 농가의 소득 증대에 긍정

적 효과를 산출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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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록：식물의 앱시스산 신호 전달 기작: 앱시스산 수송, 인식, 신호 전달 및 번역 후 변형 과정에 관하여

이재훈*

(부산대학교 사범대학 생물교육과)

식물의 생활사 동안 물부족 스트레스는 식물의 생장과 발달에 해로운 영향을 끼치는 대표적인 스트레스이다.

유용 작물의 생산성을 증가시키기 위하여, 물부족 스트레스를 극복하는 일은 식물학 연구 분야에서 가장 중요한 

이슈로 대두되어 왔다. 식물의 호르몬 중에서 앱시스산은 물부족 스트레스에 대해 식물이 저항성을 나타내는데 

가장 중요한 호르몬으로서 역할을 수행하며, 씨앗의 발아, 기공의 개폐, 유묘의 성장과 같은 다양한 발달 과정에도 

관여하고 있다. 그러므로, 앱시스산에 의해 매개되는 식물의 신호전달 기작을 명확히 이해하는 것은 물부족 스트

레스에 대한 내성을 갖는 유용 식물을 생산해내기 위해 가장 효과적인 방법이 될 것이다. 한편, 인산화, 유비퀴틴

화와 같은 번역 후 변형 과정은 식물이 다양한 환경적 스트레스 하에서 신속하게 적응을 하기 위해 가장 효율적인 

기작으로 인식되어 왔는데, 이는 전사수준에서의 조절과 달리 이미 존재하는 신호전달 물질의 활성과 안정성을 

직접적으로 빠르게 조절할 수 있기 때문이다. 본 총설에서는 앱시스산의 신호전달 과정과 관련된 최근 연구 동향

을 업데이트하고자 하며, 특히 이러한 신호전달 과정을 앱시스산 수송, 인식, 신호전달 및 번역 후 변형 과정에 

초점을 맞추어 알아보고자 한다. 또한 그러한 조절 기작이 농업분야에서 유용 작물을 생산하는데 어떻게 적용될 

수 있는지에 대한 향후 전망에 대해서도 기술하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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