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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mong a variety of environmental stresses heat, cold, chilling, high salt, drought, and so on exposed 
to plants, drought stress has been reported as a crucial factor to adversely affect the growth and pro-
ductivity of plants. Therefore, to understand the mechanism for the drought stress signal transduction 
pathway in plants is more helpful to develop useful crops that display the enhanced tolerance against 
drought stress, and to expand crop growing areas. The signal transduction pathway for the drought 
stress in plants is largely categorized into two types; ABA-dependent pathway and ABA-independent 
pathway. It has been reported that two transcription factors, AREB/ABF and DREB2, play predom-
inant roles in ABA-dependent and ABA-independent pathways, respectively. In addition to transcrip-
tional regulation mediated by AREB/ABF and DREB2 transcription factors, post-translational mod-
ification (such as phosphorylation and ubiquitination) and epigenetic control are importantly involved 
in the signal transduction for drought stress. In this paper, we review current understanding of signal 
transduction pathway on drought stress in plants, especially focusing on the biological roles of a vari-
ety of signaling components related to drought stress response. Further understanding the mechanism 
of drought resistance in plants through this review will be useful to establish theoretical basis for de-
veloping drought tolerant crops in the futur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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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   론

식물이 맞닥뜨리는 환경 스트레스 가운데, 물부족 스트레스

(drought stress)는 식물의 생장, 생산량 등을 제한하는 대표적

인 비생물학적 스트레스(abiotic stress)로 보고되어 왔다[7, 

16]. 이러한 물부족 스트레스는 2050년까지, 경작 가능 지역 

중 50% 이상 지역의 식물 생장 및 작물 생산량에 심각한 문제

를 초래할 것으로 예상된다[80]. 이에, 식물이 발달시켜 온 물

부족 스트레스 저항성 기작에 대한 분자생물학적, 생화학적, 

유전학적인 이해와 이를 응용한 저항성 작물 개발은 작물의 

재배 지역 확대 및 이를 통한 생산량 증대와 직결되는 중요 

연구분야라 할 수 있다. 

물부족 스트레스는 기본적으로 식물의 수분 포텐셜 및 팽압

에 영향을 미치게 되며, 그결과 식물의 정상적인 기능 수행을 

방해한다[55]. 물부족 스트레스로의 노출시, 식물은 활성산소

종(ROS, reactive oxygen species)의 생성, 필요 단백질의 변성

/응집/분해 과정 등을 통해 물리적 손상을 입게 되며, 이러한 

물부족 환경이 지속될 경우 야기되는 세포 손상은 궁극적으로 

개체의 죽음을 유발하게 된다[58]. 또한 물부족 스트레스는 토

양에 존재하는 양분(nutrient)의 수송 및 가용성에 영향을 미

치며, 그 결과 식물 생장을 위해 요구되는 다양한 양이온

(cation), 질소원(nitrogen source) 등의 식물내로의 유입을 감

소시킴으로써, 식물의 적절한 성장을 저해한다. 

물부족 스트레스에 대한 저항성을 증가시키기 위하여 식물

은 증산작용(transpiration)의 감소, 지상부(aerial part)의 성장 

지연, 다양한 삼투물질(osmolyte)들의 축적, 항산화(antiox-

idant) 체계 개선 등의 다양한 과정을 발달시켜왔다[33, 58]. 

물부족 스트레스 감지시에 식물 세포 내에서 일어나는 가장 

초기 변화 중 하나는 내부 앱시스산(endogenous ABA)의 급격

한 증가이다. 실제로 물부족 스트레스 및 이와 연관된 고염 

스트레스(high salt stress), 삼투 스트레스(osmotic stress) 등

에 노출시, 영양조직에서 약 40배에 이르는 앱시스산 농도 증

가가 일어나는 것을 관찰할 수 있다[87]. 앱시스산의 물부족 

스트레스 저항성과 관련된 역할은 기공의 개폐와 기능적으로 

연관되어 있다. 즉 앱시스산은 기공의 닫힘을 유도하여 증산

률을 억제함으로써 물부족 스트레스로부터 야기되는 세포 내 

손상을 지연시키게 된다. 애기장대의 경우, 전체 단백질 코딩 

유전자의 약 10%가 앱시스산에 의해 조절받는 것으로 알려지

고 있으며, 이러한 앱시스산 조절 유전자 중 상당수가 물부족 

스트레스 저항성에 관여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상기 앱시

스산에 의한 조절 유전자의 비율은 다른 식물 호르몬에 의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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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1. ABA-dependent and ABA-independent drought signal transduction pathway in plants. Core ABA-dependent drought signaling 

are composed of PYR/PYL/RCARs as ABA receptor, PP2Cs as negative regulator, SnRK2s as positive regulator, AREB/ABF 

transcription factors as positive regulator and AREB/ABF regulon. AREB/ABF transcription factors utilize ABRE as a cis-acting 

element to express downstream drought-inducible genes. In the case of ABA-independent drought signaling, DREB2A 

transcription factor functions as a central regulator through binding to DRE cis-acting element. In addition to AREB/ABF 

and DREB2A, several transcription factors (such as NAC, WRKY, NF-Y, MYC2, MYB2 and AtERF53) and their regulons 

are involved in drought tolerance response in plants. The activities of AREB/ABF, DREB2A and MYC2 are regulated by 

phosphorylation. The stabilities of AREB/ABF, DREB2A and AtERF53 are negatively regulated by UPS (ubiquitin-proteasome 

system). Red and blue lines indicate ABA-dependent drought signaling and ABA-independent drought signaling, respectively. 

‘U’ and ‘P’ mean ubiquitination and phosphorylation, respectively. ‘(+)’ and ‘(-)’ represent positive and negative regulation, 

respectively.

조절 유전자 비율보다 더 높은데, 이는 식물의 다양한 생리학

적 반응을 위해 앱시스산이 주도적인 역할을 하고 있음을 암

시한다[47, 49, 75]. 식물은 물부족 스트레스 저항성을 위해, 

앱시스산 의존적인(ABA-dependent) 신호 과정뿐 아니라, 앱

시스산 비의존적인(ABA-independent) 신호 전달 체계 역시 

확립해 왔다[85](Fig. 1). 물부족 스트레스 신호 전달 과정의 

앱시스산 의존적 경로와 비의존적인 경로는 각각 ABRE 

(ABA-responsive element)라 불리는 cis-acting element에 결

합하는 AREB/ABFs (ABRE-binding protein/ABRE-binding 

factors) 전사조절인자와 DRE/CRT (dehydration-responsive 

element/C-repeat)라 불리는 cis-acting element에 결합하는 

DREBs (DRE-/CRT-binding proteins) 전사조절인자에 의해 

주로 매개되는 것으로 보고되어 왔다[82, 85]. 이러한 주요 전

사조절인자 그룹 외에도 NAC (NAM, ATAF, and CUC), 

WRKY, MYB/MYC, NF-Y (nuclear factor-Y)와 같은 전자조

절인자들 역시 물부족 스트레스 저항성에 관여하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66](Fig. 1). 물부족 스트레스 신호 전달 과정에

는 앞서 언급한 다양한 전사조절인자들에 의해 매개되는 전사

수준의 조절(transcriptional regulation), 인산화(phosphoryla-

tion) 및 유비퀴티네이션(ubiquitination) 등에 의해 매개되는 

번역 후 변형 과정(post-translational modification)에 의한 조

절, 그리고 염색질(chromation) 변형에 의해 매개되는 후성유

전학적 조절(epigenetic control) 등의 다양한 조절 기작이 관

여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24, 50, 66]. 본 총설에서는 현재까

지 알려져 있는 식물의 물부족 스트레스 저항성을 위한 신호 

전달 과정을 앱시스산 의존, 비의존적인 과정으로 크게 나누

어 알아보고, 해당 과정에 관여하는 신호 전달 물질들의 상세 

조절 기작 및 이들의 세포 내에서의 세부 기능을 알아보고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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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다. 이에 대한 상세한 탐색은 향후 물부족 스트레스에 대해 

저항성이 증진된 유용 작물들을 개발하는데 있어 유용한 지적 

기반으로 활용될 수 있을 것이라 기대된다.

본   론

앱시스산 의존 인 물부족 스트 스 신호 달

물부족 스트레스 저항성과 관련된 다수의 연구는 식물 호르

몬 중 하나인 앱시스산과 연관되어 이루어져 왔다. 앞서 기술

하였듯 앱시스산은 물부족 스트레스 감지시 내생적 축적량의 

증가를 통해 기공의 닫힘을 유도함으로써 식물의 증산 작용을 

억제하기 때문이다[15]. 이에 앱시스산 의존적인 물부족 스트

레스 신호 전달 과정은 세포내 앱시스산 신호 전달 과정의 

연구와 그 맥락을 같이 한다. 물부족 스트레스에 의해 증가된 

앱시스산은 앱시스산 수용체인 PYR/PYL/RCARs(pyrabac-

tin resistance/PYR-like/regulatory components of ABA re-

ceptors) 그룹의 단백질들에 의해 초기 인지된다[45, 51]. 이러

한 앱시스산과 수용체간의 결합은 수용체와 ABI1 (ABA in-

sensitive 1), ABI2 등으로 대표되는 type 2C protein phospha-

tases (PP2Cs) 간의 결합을 유발하고, 앱시스산 부재시 PP2C

와 결합되어 활성이 억제되던 SnRK2 (sucrose non-ferment-

ing 1-related protein kinase 2)의 유리를 촉진함으로써 SnRK2

의 활성화에 기여하게 된다[15, 46, 76, 83]. 활성화된 SnRK2 

단백질은 하위 단계의 bZIP (basic leucine zipper) 전사조절인

자 그룹 단백질인 AREB/ABFs 전사조절인자들의 인산화 및 

활성화에 기능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21, 22]. 애기장대

(Arabidopsis)의 경우, 해당 bZIP 그룹 단백질은 총 9종이 존재

하며 AREB/ABFs 및 ABI5/DPBFs (ABA insensitive 5/Dc3 

promoter binding factors)라 불리는 두개의 세부 그룹(su-

bgroup)으로 다시 나누어진다. 이 중 ABI5/DPBF subgroup이 

씨앗의 발아 및 발달에 주로 관여하는 반면, AREB1/ABF2, 

AREB2/ABF4, ABF1, ABF3가 포함된 AREB/ABFs subgroup

의 경우 앱시스산에 의해 매개되는 물부족 스트레스에 주요한 

역할을 하는 것으로 보인다[77, 84]. 활성화된 AREB/ABFs 전

사조절인자들은 다양한 하위단계 물부족 스트레스 반응 유전

자의 상향 조절에 관여하며, 그 결과 해당 스트레스 저항성 

획득에 기여하게 된다. SnRK2 인산화효소 중 하나인 SnRK2.6

는 bZIP 단백질 외에도 음이온 통로(anion channel)인 SLAC1 

(slow anion channel-associated 1), K+ 수송체인 KAT1 (potas-

sium channel in Arabidopsis thaliana 1)의 인산화에도 관여하

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이러한 대상 단백질들의 인산화를 통

한 활성 변화는 공변세포막의 탈분극과정 및 포타슘 이온의 

움직임 조절을 유발하고, 궁극적으로 물부족 스트레스 저항성 

과정 중 빠른 반응으로의 개입을 가능하게 한다[59, 78]. AREB/ 

ABFs 전사조절인자들의 가뭄저항성 관련성에 대한 연구는 애

기장대뿐 아니라 다른 종에서도 보고되었다. 예를 들어, 애기

장대의 AREB/ABF 상동 유전자인 OsbZIP23의 과다발현체는 

증가된 앱시스산 감수성 및 물부족 스트레스와 연관된 고염 

스트레스에 대해 증가된 저항성을 보이며, OsbZIP23의 sub-

family에 속하는 OsbZIP46의 항시적 활성화형태인 OsbZIP46 

CA1 과발현체 역시 증가된 물부족 스트레스 저항성을 보인다

[70]. 이는 애기장대와 벼의 AREB/ABF 전사조절인자들이 물

부족 스트레스 저항성을 증가시키는데 있어 종간에 유사한 

기능을 보유하고 있음을 암시한다. 

앱시스산 비의존 인 물부족 스트 스 신호 달

앱시스산 의존적인 물부족 스트레스 신호 전달 과정에 주로 

관여하는 전사조절인자 그룹이 AREB/ABFs인 반면, 앱시스

산 비의존적인 물부족 스트레스 신호 전달 과정의 경우 DREBs 

전사조절인자 그룹이 관련된 유전자 발현에 주요 역할을 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66]. 물부족 스트레스 반응 유전자의 cis- 

acting element 중 하나인 DRE/CRT에 결합하는 단백질로서 

분리된 DREB는, 식물에만 특이적으로 존재하는 전사조절인

자 그룹인 AP2/ERF (APETALA2/ethylene-responsive fac-

tor) family의 하위 그룹으로 존재하며, 애기장대에 6개의 

DREB1/CBF-type, 8개의 DREB2-type 유전자를 보유하고 있

다. DREB1 subgroup 유전자의 일부(DREB1D/CBF4, DREB1E/ 

DDF2, DREB1F/DDF1)가 물부족 스트레스에 의해 증가된 발

현 양상을 보임에 의거할 때, 해당 유전자들과 물부족 스트레

스 간의 연관성을 예상할 수 있다[26, 60].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요한 DREB1 subgroup 유전자인 DREB1A/CBF3, DREB1B/ 

CBF1, DREB1C/CBF2의 경우, 물부족 스트레스보다는 저온

(cold) 스트레스에 의한 급격한 상향조절을 통해 저온 스트레

스 저항성에 관여하는 보고에 근거할 때, 세포내 DREB1 sub-

group 전사조절인자들은 저온 스트레스에서 주로 기능을 하

는 것으로 생각된다[48]. 반면 8개의 DREB2-type 유전자 중, 

DREB2A와 DREB2B는 물부족 스트레스에 의해 강하게 상향 

조절되며, 해당 스트레스 저항성에 양성 조절자(positive regu-

lator)로서 작용함이 보고되었다[60, 61]. DREB2에 의해 매개

되는 물부족 스트레스 반응 유전자의 상향조절은 앱시스산 

비의존적으로 이루어지는데, 이는 DRE cis-acting element가 

앱시스산 비의존적인 방식으로 물부족 스트레스에 의해 유도

되는 다수의 유전자 발현에 관여한다는 보고와 맥락을 같이 

한다[82]. DREB2A 유전자의 발현은 GRF7 (growth-regulating 

factor 7)이라 불리는 전사조절인자에 의해 음성 조절(nega-

tively regulation)되며, 그 결과 GRF7은 DREB2A에 의해 조절

되는 하위 유전자의 발현 억제에 기능을 한다[37]. 한편, DREB2 

subgroup에 속하지 않는 AP2/ERF 단백질 중 하나인 ERF53 

역시 물부족 스트레스, 고염 스트레스, 앱시스산에 의해 전사

량이 증가하며, 물부족 스트레스 저항성을 위한 양성 조절자

로 관여함이 보고되었는데, 이는 DREB2외에도 별도의 AP2/ 

ERF family 전사조절인자들이 스트레스에 기능적으로 연관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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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 있음을 보여준다[29]. AREB/ABF의 경우와 마찬가지로, 

AP2/ERF family의 물부족 스트레스 연관성은 애기장대뿐 아

니라 벼에서도 발견된다. AP2/ERF 그룹 전사조절 인자인 벼

의 OsERF3, OsERF4a 등은 해당 스트레스에 대한 식물의 저항

성을 조절하는 단백질로 보고되었다[32, 89]. 이러한 결과들은 

물부족 스트레스 인지에 의해 일어나는 식물 내 스트레스 적

응 과정이 여러 종에 걸쳐 유사한 기작으로 발달되어 왔음을 

의미한다. 

기타 물부족 스트 스 신호 달 

물부족 스트레스 신호 전달 과정에 관여하는 두 종류의 전

사조절인자 그룹인 AREB/ABFs, DREB 외에도, 추가적인 전

사조절인자들이 해당 스트레스 저항성에 관여하고 있음이 보

고되어 왔다. NAC 유전자족은 식물에 특이적으로 존재하며 

식물 내에 가장 다량으로 존재하는 그룹이다[53, 65]. 해당 전

사조절인자의 물부족 스트레스 저항성 관련 연구는 특히 벼에

서 활발하게 진행되었는데, 벼에 존재하는 151 종의 해당 유전

자들 중 약 40 종의 유전자들이 물부족 스트레스 저항성과 

연계되어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65]. 예를 들어 NAC 전사

조절인자 중 하나인 SNAC1 (stress-responsive NAC 1)의 경

우 앱시스산 비의존적인 경로를 통해 OsPP18 유전자 발현을 

조절함으로써 해당 스트레스 저항성 증가에 관여한다[86]. 

OsNAC5, OsNAC6/SNAC2 유전자의 발현량 조절 또한 물부족 

스트레스 저항성의 변화를 유발하는 것으로 보아, 해당 전사

조절인자 역시 관련 스트레스 저항성에 기능적으로 연관되어 

있음을 알 수 있다[68, 71]. 애기장대의 경우, 총 117 종의 NAC 

유전자 중 ANACO19, ANACO55, ANACO72의 발현량 증가

가 물부족 스트레스 저항성 형질 획득을 초래하는 것으로 알

려져 있다[73]. 

식물 특이적인 WRKY 전사조절인자 역시 물부족 스트레스 

신호 과정에 관여하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W box라 불리는 

cis-acting element에 결합하여 유전자를 조절하는 WRKY 그

룹은 원래 생물학적 스트레스(biotic stress)에 주요 역할을 하

는 인자로 초기 동정되었으나, 최근 들어 물부족 스트레스와

의 연관성이 보고되고 있다. WRKY18, WRKY40, WRKY60의 

경우 물부족 스트레스에 의해 유전자가 상향 조절되는데, 이

들의 기능소실 돌연변이체, 과발현체들이 앱시스산에 의해 감

수성 변화를 보임에 의거할 때, 앱시스산 의존적인 물부족 스

트레스 신호 과정을 통한 스트레스 저항성에 역할을 하는 것

으로 예상된다[9]. 이중 WRKY40의 경우, DREB2A 유전자의 

프로모터 부위에 결합하여 해당 유전자의 발현을 억제하는 

것으로 볼 때, 해당 전사조절인자는 앱시스산 의존적, 비의존

적인 신호 전달 간의 crosstalk을 위한 분지점 중 하나로 작용

할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된다[64]. AREB1/ABF2 유전자의 상향

적 전사 조절에 관여하는 WRKY63 역시 상기 스트레스 저항

성에 양성 조절자로 관여하고 있다[56]. 

일부의 MYC, MYB 전사조절인자 역시 물부족 스트레스 신

호 전달과 연계되어 있다. 애기장대의 MYC2, MYB2 단백질은 

각각 MYCRS (MYC-recognition sequence), MYBRS (MYB- 

recognition sequence)를 cis-acting element로 사용하여 앱시

스산 매개 스트레스 신호 전달에 역할을 한다[1, 2]. AtMYB2, 

AtMYC2 유전자 과다 발현시, 해당 형질전환체는 앱시스산에 

대한 과다감수성을 야기하며 앱시스산과 연계된 삼투 스트레

스 저항성을 보인다. 또한, AtMYB2에 의해 다수의 앱시스산 

반응 유전자의 상향 조절이 관찰되며, AtMYC2의 경우 대표적

인 앱시스산 반응 유전자인 RD22의 발현 조절에 직접적으로 

관여한다[1]. 뿐만 아니라, 앱시스산 신호 전달 과정의 음성 

조절자로 알려진 DWA1, DWA2의 이중 돌연변이체의 경우 

앱시스산에 의해 AtMYC2의 축적 증가가 일어나며, 동시에 

물부족 스트레스 저항성 증진 형질을 보인다[40]. 이러한 결과

들에 의거할 때, 상기 두 전사조절인자는 물부족 스트레스 저

항성 관련 유전자의 상향조절을 통해 해당 스트레스 저항성 

증가에 기여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이종 삼량체(heterotrimeric complex)의 형태로 존재하는 

NF-Y 전사조절인자 역시 물부족 스트레스 저항성 과정의 양

성 조절자로서 보고되었다. 애기장대의 NF-Y 유전자 중 하나

인 NFYA5의 경우 앱시스산에 의해 상향 조절되며, 과다발현

체는 감소된 수분 소실을 통해 물부족 스트레스 저항성 형질

을 보인다[42].   

물부족 스트 스 신호 달과 번역 후 변형 과정의 연계성

앞서 살펴본바와 마찬가지로 물부족 스트레스 신호 전달 

과정에는 다양한 그룹의 전사조절인자가 관여하며, 이들은 하

위단계 물부족 스트레스 저항성 관련 유전자의 상향 조절을 

통해 관련 형질 획득에 기능한다. 해당 과정에는 이러한 전사 

수준의 조절뿐 아니라 인산화(phosphorylatiom), 유비퀴틴화

(ubiquitiantion) 등으로 대표되는 번역 후 변형 과정 또한 관

여한다(Fig. 1). 

번역 후 변형 과정 중 가장 광범위하게 알려진 기작은 단백

질의 인산화 과정이다. 상기 언급한 바와 같이, 앱시스산 의존

적인 물부족 스트레스 신호 전달 기작의 경우 PP2C 그룹의 

탈인산화 효소들은 대상 단백질인 SnRK2 인산화 효소의 탈인

산화를 매개함으로써 해당 효소의 비활성화를 유도하고 그 

결과 관련 스트레스 신호 전달을 억제한다. SnRK 단백질들은 

자가 인산화(autophosphorylation) 과정을 통해 활성을 유지

할 뿐 아니라 하위 단계의 전사 조절 인자들인 AREB/ABF 

전사조절 인자들의 인산화를 통해 활성을 증가시킴으로써 물

부족 스트레스 신호를 전달한다[25, 75]. 앱시스산 비의존적인 

물부족 스트레스 신호 과정의 주요 전사조절 인자로 작용하는 

DREB2A의 경우, Pennisetum glaucum 종의 해당 단백질인 

PgDREB2A의 인산화가 관찰되었다. PgDREB2A 단백질의 인

산화는 DRE로의 결합을 억제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는데,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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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DREB2A의 경우 AREB/ABF의 경우와는 반대로 인산화 

과정이 음성 조절에 관여할 수 있음을 암시한다[5]. AtMYC2

의 경우 단백질 인산화 효소 중 하나인 AKIN10에 의한 인산화

가 AtMYC2에 의해 매개되는 고염 스트레스 저항성 및 RD22 

유전자의 발현을 음성적으로 조절하는데, 이는 물부족 스트레

스 신호 과정에 AtMYC2 단백질의 인산화가 매개될 수 있음을 

암시한다[31].

유비퀴틴화 과정과 물부족 스트레스 신호 전달 과정 간의 

연관성은 전사조절 인자를 대상 단백질로 한 연구에서 다양하

게 보고되어 왔다. 유비퀴틴화 과정은 E1 (ubiquitin-activat-

ing enzyme), E2 (ubiquitin-conjugating enzyme), E3 (ubiqui-

tin ligase)라 불리는 3종류의 효소가 개입하는 일련의 과정을 

통해 일어나며, 유비퀴틴화된 단백질은 이후 26S 프로테아좀

(proteasome) 복합체로 이동한 뒤 아미노산 수준으로 분해된

다[28, 79]. 유비퀴틴화 효소 중 분해할 대상과정에 최종적인 

유비퀴틴 사슬(ubiquitin chain)을 전달하는 효소는 E3이며, 

이에 대부분의 유비퀴틴화 매개 단백질 분해에 대한 연구는 

E3 ligase를 중심으로 이루어지고 있다. RING-type E3 ligase

로 알려진 KEG (keep on going) 단백질은 앱시스산 신호 과정

의 주요한 bZIP 전사조절인자들인 ABI5, ABF1, ABF3의 분해

에 관여한다[10, 69]. 상기 AREB/ABF 그룹에 속한 ABF1, 

ABF3가 앱시스산 의존적인 물부족 스트레스 저항성에 관여하

는 반면, ABI5의 경우 앱시스산 매개 신호 과정 중 물부족 스트

레스보다는 씨앗의 발아 억제 등 씨 발생의 초기 단계에 관여

하는 것으로 보고되었는데, 이러한 결과는 한 종류의 E3 ligase

가 서로 다른 종류의 대상 기질 단백질에 작용하여 단백질의 

수명을 조절할 수 있음을 보여준다. DWA1 (DWD hyper-

sensitive to ABA 1), DWA2와 ABD1 (ABA-hypersensitive 

DCAF 1)는 KEG의 경우와 유사하게 ABI5를 분해하는 E3 li-

gase로 보고되었다[40, 63]. KEG가 단일 단백질로서 기능을 

수행하는 RING-type E3 ligase인 반면, DWA1, DWA2, ABD1

은 복합체 형태의 E3 ligase인 CRL4 (cullin4-RING ubiquitin 

ligase 4)의 기질수용체로 기능한다[39, 40, 63]. DWA1과 

DWA2는 이종 이량체(heterodimer) 혹은 동종 이량체(homo-

dimer)의 복합체 형태로 작용하는 것으로 보이며 이중 돌연변

이체인 dwa1 dwa2의 경우 증가된 앱시스산 감수성 및 물부족 

스트레스에 대해 저항성을 보인다[40]. ABD1의 기능소실 돌

연변이체 역시 앱시스산 과다감수성, 기공 닫힘 증가 및 해당 

스트레스 저항성 형질을 보이는데, 이러한 결과들은 DWA1, 

DWA2, ABD1들이 앱시스산 의존적인 물부족 스트레스 저항

성 과정을 음성 조절함을 의미하며, ABI5뿐 아니라 AREB/ 

ABF bZIP 전사조절인자의 안정성 조절에도 관여할 수 있음을 

암시한다[63]. 앱시스산 비의존적인 물부족 스트레스 신호 전

달 과정에도 유비퀴틴화 과정은 연계되어 있다. Yeast two hy-

brid assay 를 통해 DREB2A에 직접적으로 결합하는 단백질인 

DRIP1 (DREB2A-interacting protein 1)와 이의 상동 단백질인 

DRIP2가 동정되었다. C3HC4-type RING E3 ligase으로 알려

진 DRIP1, DRIP2는 DREB2A를 대상 기질로 하여 해당 단백질

의 분해에 관여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과발현체와 기능소

실 돌연변이체를 통한 연구 결과, 해당 단백질은 DREB2에 의

해 매개되는 다양한 물부족 스트레스 반응성 유전자를 음성 

조절한다[54]. 상기 언급한 물부족 스트레스 저항성의 양성 조

절자인 ERF53와 결합하는 RGLG1 (RING domain ligase 1), 

RGLG2의 경우, DRIP1과 마찬가지로 C3HC4-type RING E3 

ligase로서 동정되었는데, 이는 ERF53 역시 유비퀴틴화 과정

을 통해 음성 조절됨을 보여준다[11]. RGLG1, RGLG2의 이중 

돌연변이체하에서 ERF53 단백질 축적량 증가 및 물부족 스트

레스 저항성 증가 형질은 실제로 해당 E3들이 UPS (ubiqui-

tin-proteasome system)을 통한 ERF53 분해과정에 직접적으

로 개입하고 있음을 나타낸다[11].  RING type E3 ligase 중 

하나인 NERF (NFYA5 enhancing RING finger)은 miR169과 

함께 기능하여 NFYA5 전사량의 증가를 유발하는 것으로 알

려져 있다. 해당 단백질의 분해 대상이 확실히 규명되지 않았

음에도 불구하고, 상기 결과는 단백질 분해에 관여하는 유비

퀴틴화 과정이 NFYA5 전사에 관여하고 있음을 보여준다[23].

앞서 언급한 물부족 스트레스 관련 전사조절인자들을 분해

하는 E3 ligase 외에도, 해당 스트레스에 관련된 다양한 E3 

ligase가 애기장대를 중심으로 보고되어 왔다. RING-type E3 

ligase의 변형된 형태인 U-box E3 ligase 그룹에 속하는 

AtPUB18 (Arabidopsis thaliana plant U-box 18), AtPUB19, 

AtPUB22, AtPUB23의 경우 앱시스산 의존적인 물부족 스트레

스 신호의 음성 조절자로 관여하며, 이중 AtPUB22, AtPUB23

은 RPN6, RPN12a의 유비퀴틴화과정을 통해 해당 과정에 기

능하는 것으로 알려졌다[12, 14, 44, 62]. 반면 또 다른 U-box 

E3 ligase인 PUB46 and PUB48의 경우에는 이와 반대로 물부

족 스트레스 저항성을 증진시키는 것으로 보여진다[4]. 애기장

대에 존재하는 U-box 유전자가 64여종에 국한됨을 감안할때, 

이러한 다수의 U-box 유전자들이 물부족 스트레스 저항성에 

연루되고 있음은 매우 주목할만하다[81]. 해당 스트레스 저항

성에 기여하는 다양한 RING type E3 ligase들 또한 추가적으

로 보고되어 왔다. RING-type E3 ligase인 SDIR1 (salt- and 

drought-induced RING-finger 1)의 경우, 과발현체가 앱시스

산 비감수성 및 물부족 스트레스 저항성을 증진시키는데, 이

는 SDIR1이 앱시스산 의존적인 물부족 스트레스 신호과정의 

양성 조절자로 작용함을 의미한다. ABF3, ABF4의 유전자 발

현이 SDIR1 기능소실 돌연변이체의 형질을 회복시킴에 의거

할 때, SDIR1은 상기 유전자들의 상위에서 작용하는 듯하다

[90]. SDIR1의 분해대상 단백질인 SDIRIP1 (SDIR1-interacting 

protein 1)이 동정되었음에도 불구하고, 해당 단백질이 물부족 

스트레스에 관여하는 ABF3, ABF4의 유전자 발현보다는 ABI5

의 발현을 조절함에 의거할 때, 물부족 스트레스 신호과정을 

위한 SDIR1의 기질은 별개로 존재하는 것으로 보인다[8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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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tAIRP1 (Arabidopsis ABA-insensitive RING protein 1), 

AtAIRP2, AtAIRP3 역시 유전자 발현 조절 형질 전환체 연구

를 통해 앱시스산 매개 물부족 스트레스 저항성을 양성 조절함

이 밝혀졌다[13, 34, 57]. RING-H2 finger E3 ligase인 RHA2a, 

RHA2b의 경우 ABI2의 하위 단계에서 앱시스산 신호 전달 

과정을 경유하여 물부족 스트레스 저항성을 증진시키는 것으

로 알려져 있다[41]. 또 다른 RING zinc-finger 단백질인 CHYR1 

(CHY zinc-finger and RING protein 1)도 물부족 스트레스 

저항성을 증가에 역할을 하는데, 흥미롭게도 이들은 앱시스산 

매개 물부족 스트레스 신호 과정의 주요 인산화 단백질인 

SnRK2.6을 통한 인산화에 의해 활성이 조절된다. 이는 SnRK2 

인산화 효소가 bZIP 전사조절인자뿐 아니라 특정 E3 ligase의 

활성을 조절하는 방식으로 앱시스산 매개 물부족 스트레스 

신호 과정에 기여할 수 있다는 점에서 주목할 만한 결과이다

[17]. F-box 단백질은 복합체 형태의 E3 ligase인 CRL1 (cullin1- 

RING ubiquitin ligase)의 기질수용체로 작용하는데, 이러한 

F-box 단백질 중, RIFP1 (RCAR3 interacting F-box protein 

1)는 앱시스산 수용체 단백질 중 하나인 RCAR3의 분해 과정

을 통해 앱시스산 신호를 음성 조절하고 그 결과 물부족 스트

레스 저항성을 감소시킨다. 해당 결과는 단량체 형태의 E3 li-

gase (RING-type E3 ligase, U-box E3 ligase 등)뿐 아니라 복

합체 형태의 E3 ligase 또한 물부족 스트레스 저항성에 기여할 

수 있음을 보여준다[43]. ATL78 (Arabidopsis Tóxicos en 

Levadura 78)로 명명된 RING type E3 ligase의 경우, knock- 

down 형질전환체가 저온 스트레스(cold stress)에 대해서는 

저항성을, 물부족 스트레스에 대해서는 과다 감수성 형질을 

보였다. 이는 해당 단백질이 저온 스트레스에 대해 음성 조절

자로, 물부족 스트레스에 대해 양성 조절자로 작용함을 보여

준다[38]. 상기 두 스트레스가 신호 전달 과정의 일부를 공유하

여, 일련의 공통된 유전자 발현 조절에 유사한 영향을 미칠 

수 있음을 감안할 때, ATL78이 보여주는 두 스트레스에 대한 

상반된 역할은 매우 흥미로운 결과라 할 수 있다[6]. 물부족 

스트레스와 관련되어 다수의 E3 ligase들이 활발히 보고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들이 앱시스산 의존적/비의존적인 물

부족 스트레스 신호 전달의 어떠한 지점에서 관여하는지의 

여부는 대부분 알려져 있지 않다. 대상 기질 단백질의 동정 

및 기능 분석은 이러한 의문을 해소시키는데 도움이 될 것으

로 사료된다. 물부족 스트레스 신호 전달과 관계된 E3 ligase에 

대한 동정 및 기능 연구는 애기장대 이외에도 고추(Capsicum 

annum), 벼(Oryza sativa) 등의 다양한 작물을 통해서도 활발히 

진행되고 있다. 해당 연구는 단백질 분해 유비퀴티네이션 과

정을 관련 스트레스 반응과 연관시킴으로써 물부족 스트레스

하에서의 생존률이 높은 양질의 작물 산출에 적절히 응용될 

수 있다. 

물부족 스트 스와 련된 기공 특이  신호 달

상기 기술한 물부족 스트레스 저항성에 가장 직접적인 영향

을 미치는 식물의 형태적 변화는 기공 직경의 조절이다. 즉, 

식물은 물부족 스트레스 감지시 기공의 직경 감소에 의한 기

공 닫힘을 통해 증산작용으로부터 야기되는 수분의 손실을 

최소화한다. 이에, 공변세포(guard cell) 내에서 진행되는 해당 

스트레스의 인지 및 신호 전달에 대한 연구는 물부족 스트레

스 신호 과정을 이해하기 위해 매우 중요한 분야이다. 관련 

스트레스 노출시 변화하는 기공 조절을 위해 초기 단계에서 

중요한 역할을 하는 것은 활성산소종(ROS, reactive oxygen 

species) 생성과 이온(ion)의 흐름이다. Hua 등에 의해 동정된 

GHR1 (guard cell hydrogen peroxide-resistant 1)은 애기장대

의 원형질막에 존재하는 수용체 인산화 효소(receptor kinase)

로서, 앱시스산과 H2O2 신호 전달 과정을 연계시켜주는 것으

로 알려져 있으며, S-type 음이온 채널(anion channel)의 활성

을 조절함으로써 이온의 항상성(ion homeostasis)에 기능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30]. 앱시스산 의존적인 물부족 스트레스 

반응의 중요 신호 전달 단백질인 SRK2E/SnRK2.6/OST1는 앱

시스산 신호와 기공의 움직임을 연계시키는 중요 조절 인자로 

알려져 있는데, 이들은 해당 신호 과정을 위해 NADPH oxi-

dase, K+ channel과 같은 양이온 통로, SLAC1 음이온 통로 

등을 인산화시킴으로써 ROS의 생성 및 다양한 이온의 이동

(K+, Cl- 등)을 조절한다[3, 67]. 이 중, SLAC1의 탈인산화 과정

에는 ABI1 단백질이 관여하는 것으로 보인다[8]. 엽록체

(chloroplast)에 존재하는 Mg-chelatase의 H subunit인 CHLH 

또한 앱시스산 매개 기공 닫힘에 역할을 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앱시스산은 공변세포 내에 존재하는 H+-ATPase의 탈인

산화/억제를 통해, 청색광에 의해 매개되는 기공의 열림 과정

을 저해하는데, 이러한 과정에 CHLH이 개입하는 것으로 보

인다[74]. 인 수송체(phosphate transporter)인 PHO1 역시 앱

시스산 매개 기공 닫힘에 기능한다[91]. 종합하여 볼 때, 기공

의 닫힘을 통한 물부족 스트레스 저항성 과정은 청색광 신호, 

앱시스산 신호, 이온의 항상성, 활성산소종 간의 복잡한 상호 

조절 네트워크를 통해 이루어지는 것으로 생각된다. 

물부족 스트 스 신호 달과 연계된 후성유 학  조

앞서 물부족 스트레스 저항성에 관여하는 다양한 전사조절

인자와 번역 후 변형 과정에대해 알아보았다. 해당 스트레스 

저항성 조절에는 전사 수준의 조절/전사, 번역 후 조절뿐 아니

라 후성 유전학적 조절(epigenetic regulation) 또한 개입되어 

있다. 이러한 후성 유전학적 조절은 주로 다양한 물부족 스트

레스 유도 유전자(drought stress-inducible gene)를 둘러싸고 

있는 히스톤(histone) 단백질의 변형과정 연구에 초점을 맞추

어 진행되었다[50]. 강한 물부족 스트레스 조건하에서, 히스톤 

H3의 4번째 라이신에 첨가되는 메틸기(H3K4me3) 및 9번째 

라이신에 첨가되는 아세틸기(H3K9ac)는 대표적인 물부족 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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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1. Arabidopsis transcription factors involved in drought signal transduction pathway, listed in this study

TFs Function Regulation pattern Reference

AREB

DREB2A

GRF7

AtERF53

ANACO19/55/72

WRKY18//60

WRKY40

WRKY63

AtMYB2

AtMYC2

NFYA5

Upregulation of drought-stress genes (ex. RD29B)

Upregulation of drought-stress genes (ex. RD29A)

Downregulation of DREB2A gene

Upregulation of drought-stress genes

Upregulation of drought-stress genes

Regulation of drought-responsive gene

Downregulation of drought-stress genes, Downregulation

  of DREB2A gene

Upregulation AREB1/ABF2 gene 

Upregulation of drought-stress genes (ex. RD22)

Upregulation of drought-stress genes (ex. RD22)

Upregulation of drought-stress genes

positive regulation

positive regulation

negative regulation

positive regulation

positive regulation

positive regulation

negative regulation

positive regulation

positive regulation

positive regulation

positive regulation

77, 84

60, 61

37

29

73

9

9, 64

56

1, 2

1, 2

42

트레스 유도 유전자인 RD20, RD29A 유전자의 상향 조절에 

관여한다. H3K9ac의 축적량은 물부족 스트레스 후 진행된 회

복기간동안 급격하게 감소되는데, 이는 상기 두 유전자 지역

에서의 RNA polymerase II 이탈을 유도함으로써, 해당 유전

자의 발현량 억제에 기여한다[35, 36]. 히스톤 메틸기 전이효소

(HMT, histone methyltransferase)의 일종인 ATX1 (Arabid-

opsis trithorax-like factor 1)에 의해 촉매되는 H3K4me3 과정

은 앱시스산 합성의 주요 효소를 암호화하는 NCED3 상향조

절에 관여한다[18]. 실제로 물부족 스트레스 조건에서 NCED3 

유전자 지역에서의 H3K4me3 증가가 관찰될 뿐 아니라, ATX1 

기능소실 돌연변이체에서 물부족 스트레스 반응 유전자인 

RD29A, RD29B 유전자 발현 감소가 일어나는 것을 볼 수 있는

데, 이러한 결과들은 ATK1이 다양한 물부족 스트레스 유전자 

발현을 위해 요구되는 H3K4me3 과정의 중요한 조절자로서 

작용하고 있음을 보여준다[19]. 물부족 스트레스에 의한 후성 

유전학적 조절은 상기 기술한 애기장대에서의 예뿐 아니라 

벼에서도 유사하게 진행된다. H3 단백질 내 다양한 라이신 

지역에서의 아세틸화(H3K9, H3K18, H3K27) 증가가 물부족 

스트레스 조건에서 관찰되는데, 실제로 해당 스트레스조건하

에서 상향 조절되는 4종류의 벼 히스톤 아세틸기 전이효소

(HAT, histone acetyltransferase) 유전자들이 이러한 과정에 

관여할 것으로 기대된다[20]. 물부족 스트레스와 후성 유전학

적 조절자 중 하나인 염색질 리모델링 복합체(chromatin re-

modeling complex)간의 기능적 연관성은 SWI/SNF-type 

ATP-의존적 염색질 리모델링 복합체의 구성 단백질 중 하나

인 BRM (brahma)를 중심으로 이루어졌다. BRM은 앱시스산 

반응 유전자의 발현을 억제하는 것으로 알려졌는데, 해당 단

백질의 활성은 인산화에 의해 조절되며, 이들의 인산화/탈인

산화에 앱시스산 주요 신호 전달자인 PP2C와 SnRK2가 관여

한다[27, 52]. 앱시스산 부재시 활성화된 PP2C에 의해 탈인산

화된 BRM은 활성 상태를 유지하며 앱시스산 반응 유전자를 

하향 조절하는 반면, 앱시스산에 의해 활성화된 SnRK2로부터 

인산화된 BRM은 그 기능이 억제된다[52]. 

결   론

식물이 생활사동안 경험하게 되는 다양한 형태의 생물학적, 

비생물학적 스트레스는 식물의 적절한 성장, 발달에 해로운 

영향을 미친다. 비생물학적 스트레스는 환경 스트레스로 불리

기도 하며, 이 중에서 물부족 스트레스는 작물의 생산량 감소

에 가장 치명적인 영향을 미치는 요인으로 지적되어 왔다. 예

를 들어 국내의 대표적인 소비 작물인 벼의 경우, 전세계 벼 

재배 면적의 50%에 해당되는 지역이 물부족 스트레스에 의해 

직접적으로 영향을 받는 것으로 알려져 있으며, 이에 해당 스

트레스는 벼의 수확량 감소에 직접적인 원인으로 지목되고 

있다. 물부족 스트레스에 대한 작물의 생존률, 생산률을 개선

하기 위해 가장 먼저 선행되어져야 할 것은 식물에 의한 물부

족 스트레스에 인지 기작, 스트레스 인지로부터 최종 저항성 

반응까지 진행되는 신호 전달 기작에 대한 명확한 이해이다. 

해당 스트레스 신호과정에 대한 이해는 모델식물인 애기장대

를 중심으로 폭넓게 수행되어 왔으며, 그 결과 관련된 다수의 

신호 전달 단백질, 스트레스 반응 유전자들이 동정되었다

(Table 1, Table 2). 상기 언급한바와 같이 물부족 스트레스 

반응은 식물 호르몬인 앱시스산의 개입 여부에 따라 앱시스산 

의존적/비의존적인 신호 과정으로 크게 분류되며, 각 신호 과

정은 관여하는 주요 전사 조절인자인 AREB/ABF, DREB과 

그들의 regulon에 대한 연구를 중심으로 진행되었다. 이러한 

전사 수준에 대한 연구뿐 아니라, 최근에는 상기 전사 조절인

자의 활성/안정성에 관여하는 번역 후 변형 과정, 스트레스 

반응 유전자의 발현량 조절에 관여하는 후성 유전학적 조절에 

대한 연구도 광범위하게 진행되고 있다. 이에, 관련된 새로운 

신호 전달 단백질들에 대한 동정 및 기능 규명이 활발히 보고

되고 있으며, 대상 단백질등의 발현량, 축적량 조절을 통한 

형질전환체 제작을 통해 물부족 스트레스 저항성이 개선된 

다수의 유용 유전 자원들의 확보가 이루어지고 있는 실정이

다. 해당 유전자들의 작물 상동 유전자 확보 및 기능 규명, 

상동 유전자 관련 형질 전환체 제작 등을 통해, 상기 연구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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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2. Arabidopsis E3 ligases involved in drought signal transduction pathway, listed in this study

E3 ligases Functions Regulation pattern Reference

KEG

DWA1/2

ABD1

DRIP1/2

RGLG1/2

NERF

AtPUB18/19

AtPUB22/23

PUB46/48

SDIR1

AtAIRP1/2/3

RHA2a/2b

CHYR1

RIFP1

ATL78

Degradation of ABF1 and ABF3

Inhibition of drought tolerance

Inhibition of drought tolerance

Degradation of DREB2A

Degradation of AtERF53

Upregulation of NFYA5 gene

Inhibition of drought tolerance

Degradation of RPN6 and RPN12a

Enhancement of drought tolerance

Enhancement of drought tolerance

Enhancement of drought tolerance

Enhancement of drought tolerance

Enhancement of drought tolerance

Degradation of RCAR3

Enhancement of drought tolerance

negative regulation

negative regulation

negative regulation

negative regulation

negative regulation

positive regulation

negative regulation

negative regulation

positive regulation

positive regulation

positive regulation

positive regulation

positive regulation

negative regulation

positive regulation

10

40

63

54

11

23

44, 62

12, 14, 62

4

90

13, 34, 57

41

17

43

38

를 유용 작물로 적용하는 것은 장기적으로 작물 재배 가능 

지역의 확대를 유발하여 생산량 증대에 기여할 수 있다. 

물부족 스트레스 신호 전달 과정에 관여하는 다수의 신호 

전달 단백질들에 대한 규명과 비교할 때, 물부족 스트레스 형

질의 최종 단계에서 기능하는 하위 스트레스 반응  유전자에 

대한 연구는 상대적으로 미흡한 실정이다. 물부족 스트레스 

저항성을 증진시키는 가장 효율적인 방법이 기공 폐쇄를 통한 

증산 작용 감소임을 감안할 때, 물부족 스트레스시 공변 세포

에서 일어나는 하위 유전자들의 expression profile 변화에 대

한 추적은 보다 활발하고 심층적으로 이루어져야 할 필요가 

있다. 앞서 소개된 다양한 유전자들의 경우 물부족 스트레스

에서의 세부 역할 및 관련 스트레스 신호 전달 하에서의 명확

한 위치가 아직 파악되지 않고 있다. 해당 유용 유전자(단백질)

들의 상세 규명 및 물부족 스트레스 유전자들간의 genetic 

combination을 통한 복합적 형질 전환체의 산출은 각 유전자

의 단일 형질전환체로서의 스트레스 저항성 형질을 보다 강화

시킬 수 있을 것이며, 이에 스트레스 내성이 한층 개선된 유용 

식물을 개발하는데 있어서 효율적인 연구 기반으로 활용될 

수 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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록：식물의 물부족 스트 스 신호 달 네트워크에 한 이해 

이재훈*

(부산대학교 생물교육과)

식물이 접하는 다양한 환경 스트레스(고온, 저온, 냉해, 고염, 가뭄 등) 중에서 물부족(가뭄) 스트레스는 식물의 

생장 및 생산성을 저해하는 가장 주요한 요인으로 보고되어 왔다. 그러므로, 물부족 스트레스에 대한 식물의 반응 

기작을 명확히 이해하는 것은 물부족 스트레스 저항성이 증가된 유용 작물 개발에 적용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되

며, 그 결과 작물 재배 가능 지역의 확대에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생각된다. 식물의 물부족 스트레스 신호 과정은 

크게 식물 호르몬인 앱시스산 의존적인 과정과 비의존적인 과정으로 분류되며, 각각 AREB/ABF, DREB2 전사 

조절 인자가 주요한 전사 조절 인자로 참여하여 하위 단계 반응 유전자의 발현 조절에 참여한다. 이러한 

AREB/ABF, DREB2 의존적인 regulon에 대한 연구를 통해 물부족 스트레스 신호 과정 중 전사 수준의 조절에 

대한 규명이 활발히 이루어지고 있다. 해당 신호 과정에는 전사 수준의 조절뿐만 아니라 인산화, 유비퀴틴화와 

같은 번역 후 변형 과정 및 염색질 변형에 의해 매개되는 후성유전학적 조절도 연관되어 있다. 본 총설에서는 

현재까지 보고된 물부족 스트레스 신호 전달 과정을, 이와 관련되어 보고된 다양한 신호 전달 단백질들의 기능과 

연계시켜 알아보고자 한다. 이러한 물부족 스트레스 신호 전달 과정에 대한 명확한 이해는 향후 유용 내건성 작물 

개발을 위한 이론적 기반 구축에 도움이 될 수 있을 것이라 생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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