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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re-mRNA splicing is a crucial step for the expression of information encoded in eukaryotic genomes. 
Alternative splicing occurs when splice sites are differentially recognized and more than one transcript 
and potentially multiple proteins are generated from the same pre-mRNA. The decision on which 
splice sites are selected under particular cellular conditions is determined by the interaction of pro-
teins, globally designated as splicing factors, that guide spliceosomal components, and thereby the 
spliceosome, to their respective splice sites. Abiotic stresses such as heat, cold, salt, drought, and hy-
poxia markedly alter alternative splicing patterns in plants, and these splicing events implement 
changes in gene expression for adaptive responses to adverse environments. Alteration of the ex-
pression or activity of splicing factors results in alternative splicing under cold, heat, salt, or drought 
conditions, and alternatively spliced isoforms respond distinctly in several aspects such as expression 
in different tissues or degradation via nonsense-mediated decay. Spliced isoforms may vary in their 
subcellular localization or have different biological functions under stress conditions. Despite numer-
ous studies, functional analyses of alternative splicing have been limited to particular abiotic stresses; 
the molecular mechanism of alternative splicing in abiotic stress response remains uncovered which 
suggests that further studies are needed in this are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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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   론

Precursor-mRNA (pre-mRNA)의 스플라이싱(splicing)은 

진핵생물의 암호화된 유전체 정보의 적절한 발현과 단백질의 

다양성 확보에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한다. 이 과정은 pre-mRNA

의 스플라이싱 위치(splice site)라고 불리는 서열을 인식하는 

스플라이소솜(spliceosome)이라는 거대분자 복합체에 의해 

이루어지며 비번역 인트론을 제거하고 주위의 엑손을 서로 

연결하여 성숙한 전사체를 형성하게 된다[7, 29].

선택적 스플라이싱(alternative splicing)은 스플라이싱 위

치가 서로 다르게 인식될 때 발생하며 동일한 pre-mRNA로부

터 둘 이상의 전사체와 단백질을 생성할 수 있다[47]. 선택적 

스플라이싱은 어떤 유전자의 조직별 차등 발현, 발달 단계별 

차등 발현, 외부 및 내부 환경에 대한 세포의 유전자 발현 조

절, 그리고 한 유전자로부터 합성되는 단백질의 다양성을 높

이는데 있어서 중요한 기전으로 작용한다[31]. 이 과정은 스플

라이싱 조절에 관여하는 서로 다른 스플라이싱 인자(splicing 

factor)가 pre-mRNA의 인트론 또는 엑손의 스플라이싱 증폭

(enhancer) 또는 억제(suppressor) 서열에 결합하여 서로 다른 

스플라이싱 위치로 스플라이소솜을 이끌어 발생하게 된다

[67]. 선택적 스플라이싱은 유전체의 번역 능력을 증대시키는

데 조직과 발달 단계, 환경 조건에 따라 다르지만 실제로 인간

(Homo sapiens)에서는 95% 이상의 전사체가 선택적 스플라이

싱에 의해 생성되며 식물에서는 상대적으로 늦게 알려지긴 

했지만 애기장대(Arabidopsis thaliana)의 경우 약 61%, 대두

(Glycine max)는 약 52%, 면화(Gossypium hirsutum)는 약 40%, 

옥수수(Zea mays)는 약 40%, 벼(Oryza sativa)는 약 33%의 인트

론을 가지는 유전자가 선택적 스플라이싱에 의해 조절된다고 

밝혀졌다[4, 33, 41, 42, 57, 60, 71].

고염, 건조, 저온, 고온, 저산소를 비롯한 다양한 환경 스트

레스는 식물의 성장과 발달을 저해하며 전세계적으로 작물의 

생산량을 감소시키는 주요 원인이다. 이러한 스트레스에 반응

하여 식물은 다양한 생리적, 생화학적 변화를 겪으며 스트레

스에 대한 저항성을 나타낸다. 지금까지 다양한 신호전달 조

절 경로, 스트레스 반응 유전자 및 전사인자가 환경 스트레스 

반응에 관여하는 것으로 밝혀졌다[45].

최근 연구에 의하면 환경 스트레스에 의해서도 식물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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많은 유전자의 선택적 스플라이싱이 나타나는 것이 알려졌다. 

예를 들면 고염 스트레스에 의해 약 6,000개 이상의 애기장대 

유전자의 스플라이싱이 변하였으며 포도(Vitis vinifera)에서는 

1,000개 이상의 유전자에서 스플라이싱이 변하였다. 이러한 

결과는 스트레스에 의해 변화된 유전체의 다양성을 보여준다

[13, 23].

본 논문에서는 식물의 환경 스트레스 반응에 있어서 선택적 

스플라이싱을 조절하는 스플라이싱 인자의 역할과 선택적 스

플라이싱을 통해 생성된 여러 스플라이싱 이소형(splice iso-

forms)의 기능에 대해 살펴보고자 한다.

본   론

스 라이소솜과 스 라이싱 인자에 의한 선택  스 라이싱

의 조

Pre-mRNA의 스플라이싱 조절에는 스플라이소솜이 핵심

적인 역할을 한다. 스플라이소솜의 중심부는 5종류의 small 

nuclear ribonucleoprotein (U1, U2, U4, U5, U6 snRNP)과 정

밀한 순서로 인트론에 결합하는 200개 이상의 스플라이소솜 

연관 단백질로 구성되며, snRNP는 5가지 small nuclear ur-

idine-rich RNA (U1, U2, U4, U5, U6 snRNA)로 구성되어 있

다. U1, U2, U4, U5 snRNP의 중심 입자는 Sm 단백질로 구성

이 되어있는 반면, U6 snRNP는 Like Sm2 (Lsm2)-Lsm8 단백

질을 가지고 있다[51, 58, 59, 64, 65]. 스플라이싱은 U1 snRNP

가 5‘ 스플라이싱 위치에 결합하고 U2 auxiliary factor (U2AF)

가 3’ 스플라이싱 위치에 결합하면서 시작되는데, U2AF의 작

은 서브유닛인 U2AF35는 인트론/엑손 경계에 결합하고 큰 서

브유닛인 U2AF65는 인트론 내에 있는 피리미딘이 풍부한 부

분인 피리미딘 연속서열(polypyrimidine tract)에 결합한다. 

이후 U2 snRNP가 분기점에 결합하여 그전에 형성되어 있던 

U4-U5-U6 snRNP 복합체를 인트론으로 결집시킨다. 그리고 

주요 재배치와 U1과 U4 snRNP의 분리 이후 스플라이싱이 

진행된다[58].

스플라이싱 위치의 결정은 인트론 또는 엑손의 cis-조절 요

소(cis-regulatory elements)에 결합하여 스플라이싱을 활성화 

또는 억제시키는 serine/arginine-rich (SR) 단백질, heteroge-

neous nuclear ribonucleoprotein (hnRNP)에 해당하는 RNA-

결합 단백질과 Cap-binding protein (CBP)을 포함하는 스플라

이싱 인자가 스플라이소솜 요소를 이끌어내어 조절된다[31]. 

SR 단백질은 N-말단의 표적 RNA에 결합하는 하나 또는 두 

개의 RNA recognition motif (RRM)와 C-말단의 단백질-단백

질 상호작용에 관련되어 중심 스플라이소솜 요소를 스플라이

싱 위치 근처로 결집시키는 arginine/serine-rich (RS) 도메인

으로 알려진 구조를 가진다[11, 18]. hnRNP는 핵심 구조인 

RRM 또는 K homology (KH) RNA-결합 도메인과 glycine- 

rich motif (GRM)나 arginine-glycine-glycine (RGG) box와 같

은 보조 도메인을 가지며 결합 위치에 따라 역할이 달라지는

데 주로 스플라이싱 위치 결정에 억제인자(silencer)로 작용하

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16, 63]. SR 단백질과 hnRNP 모두 스플

라이싱 외에도 mRNA 수송, 번역 등과 같은 여러 전사 후 조절 

단계에도 관련되어 있다[18, 36, 68]. 

진핵세포에서 선택적 스플라이싱은 크게 네 가지 방식이 

알려져 있는데, 인트론 유지(intron retention, IR), 엑손 제거

(exon skipping, ES), 선택적 5‘ 스플라이싱 위치(alternative 

5’ splice site, alternative 5‘SS), 선택적 3’ 스플라이싱 위치

(alternative 3‘ splice site, alternative 3’SS)이다[31]. 식물에서

는 IR이 가장 두드러지게 나타나며 포유류에서는 ES이 가장 

자주 나타난다[31]. 선택적 스플라이싱에 의해 만들어진 단백

질 이소형(isoform)은 단백질의 모든 기능적 측면에서 다양할 

수 있으나 조기종결코돈(premature stop codon)을 포함하는 

mRNA 이소형의 경우에는 넌센스-매개 분해(nonsense-medi-

ated decay) 경로에 의해 분해가 되기도 한다[58].

환경 스트레스 조건에서 식물의 선택적 스플라이싱 조절은 

식물이 환경 변화에 적응하기 위해 선택적 스플라이싱이 중심

적인 역할을 하도록 하는 것으로 볼 수 있다[31, 46]. 실제로 

이전에 알려진 스트레스 반응 조절 유전자의 선택적 스플라이

싱에 의해 여러 스플라이싱 이소형을 형성하는 경우가 많으

며, 활성화 또는 비활성화된 이소형의 비율을 조절하는 선택

적 스플라이싱에 의해 환경 스트레스 반응에서 유전자 발현을 

미세하게 조정하는 경우가 밝혀지고 있다[46, 58].

환경 스트 스 조건에서 스 라이싱을 조 하는 스 라이싱 

인자

앞서 살펴본 것처럼 세포에는 pre-mRNA의 스플라이싱 조

절에 관여하는 다양한 스플라이싱 인자가 존재하며, 스플라이

싱 인자의 작용은 또 다른 여러 요소에 의해 조절된다. 그 중 

환경 스트레스에 반응하여 기능을 하는 스플라이싱 인자는 

지금까지 온도, 고염, 건조 스트레스 조건에서 작용하는 것들

이 주로 알려져 있다(Table 1).

온도 스트 스

식물은 주변 온도에 매우 민감하게 반응하고, 온도 변화에 

따라 일주기 및 개화 시기 등을 조절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식물의 환경 스트레스 반응 중에서는 온도 스트레스에 의한 

선택적 스플라이싱 조절 기작이 많이 연구되어 있다. 먼저, 

고온 스트레스 조건에서는 DREB2A-HSFA3-HSPs로 이어지

는 고온 스트레스 반응 경로가 잘 알려져 있다[54, 69]. 애기장

대의 U5-snRNP-상호작용 단백질인 STABILIZED1 (STA1)은 

고온 스트레스 조건에서 HSFA3 pre-mRNA의 스플라이싱에 

관여하여 HSFA3의 특정 스플라이싱 이소형의 발현을 증가시

키고, HSPs인 HSP23.6 및 HSA32의 pre-mRNA 스플라이싱도 

조절하여 고온 스트레스 저항성에 관여한다[25]. 아울러, STA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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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1. Abiotic stress-responsive splicing factors in plants

Gene Splicing factor Plant species Stress Expression Modification Phenotype1 Reference

STA1 Spliceosome Arabidopsis Cold, heat
Increase under 

cold
N/A

2 Mut: sensitive to cold 

and heat
[25, 32]

SME1 Spliceosome Arabidopsis Cold
Increase under 

cold
N/A Mut: tolerant to cold [19]

LUC7 Spliceosome Arabidopsis Cold, heat N/A
2 N/A

Mut: sensitive to cold 

and heat
[8]

AtPRP40C Spliceosome Arabidopsis Salt N/A N/A Mut: sensitive to salt [17]

AtU1A Spliceosome Arabidopsis Salt
Increase under 

salt
N/A Mut: sensitive to salt [15]

OsRH42 Spliceosome Rice Cold, heat
Increase under 

cold and heat
N/A

OX: sensitive to cold 

and heat

Mut: sensitive to cold 

and heat

[37]

SR45 SR protein Arabidopsis Salt, drought
Increase under 

salt
N/A

Mut: sensitive to salt 

and drought
[1]

BrSR45a SR protein Brassica rapa Drought N/A N/A OX: tolerant to drought [43]

MeSR34 SR protein Cassava Salt N/A N/A OX: tolerant to salt [14]

RZ-1a hnRNP Arabidopsis Salt, drought N/A N/A

OX: sensitive to salt and 

drought

Mut: tolerant to salt and 

drought

[28]

GRP2 hnRNP Arabidopsis Drought, cold N/A N/A

OX: tolerant to drought 

and cold

Mut: sensitive to 

drought and cold

[27]

GRP7 hnRNP Arabidopsis
Salt, drought, 

cold
N/A N/A

OX: sensitive to salt and 

drought, tolerant to cold

Mut: tolerant to salt and 

drought

[26]

CBP20 CBP Arabidopsis Salt N/A Dimerization Mut: sensitive to salt [30, 48]

CBP80 CBP Arabidopsis Salt N/A Dimerization Mut: sensitive to salt [20, 30]
1Mut, loss-of-function mutants; OX, overexpressing transgenic plants
2N/A, not available

의 발현은 저온 스트레스에 의해 증가하는 것이 잘 알려져 

있는데 이를 통해 저온 스트레스 반응 유전자인 COR15A의 

스플라이싱을 조절하여 저온 스트레스에 저항성에 관여하기

도 한다[32]. 흥미롭게도, HSFA3, HSP, COR15A 모두 스트레

스가 없는 정상 조건에서는 스플라이싱 과정에서 STA1의 조

절을 받지 않았다[25, 32]. sta1 돌연변이체는 고온과 저온 스트

레스 모두에 대해 야생형보다 민감한 표현형을 보였으며, 이

는 STA1이 고온과 저온 모두에서 작용하는 스플라이싱 인자

임을 시사한다[25, 32].

저온 스트레스 조건에서 작용하는 스플라이싱 인자로 애기

장대의 Sm protein E1 (SME1)이 보고되었다[19]. 진핵생물에

서 스플라이소솜의 중심부는 Sm 단백질 또는 Lsm2-Lsm8으

로 구성된 Sm ring과 snRNP가 결합된 복합체로 구성되어 있

다[66]. SME1은 Sm ring을 구성하는 SmE 서브유닛의 상동체 

중 하나이며, 저온 스트레스 조건에서 표적 pre-mRNA의 스플

라이싱 활성을 조절하는 것으로 보고되었다[19]. 저온 스트레

스 조건에서 SME1의 발현은 증가하며, 핵에 그 단백질이 축적

된다[19]. SME1은 U1, U2, U4, U5 snRNA의 축적을 촉진시켜 

표적 pre-mRNA의 스플라이싱을 조절함으로써 저온 스트레

스 반응 조절에 관여한다[19]. sme1 돌연변이체는 야생형에 비

해 더 높은 저항성을 보였는데, sme1 돌연변이체에서 일부 저

온 스트레스 반응 유전자의 특정 스플라이싱 이소형이 증가하

였음이 확인되었다[19]. SME1은 애기장대의 저온 스트레스 

반응뿐만 아니라 발달 조절에도 관여하는데, sme1 돌연변이체

는 자엽, 잎, 잎맥, 잎의 분비모, 뿌리 등에서 표현형을 보였으

며 개화 시기도 더 빨라졌다[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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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온 또는 고온 스트레스 조건에서 정상 조건에서와는 다른 

스플라이싱 활성을 보이는 스플라이싱 인자도 보고되었다. 애

기장대의 U1 snRNP 부속 단백질인 LETHAL UNLESS CBC7 

(LUC7)은 정상 조건에서 주로 표적 유전자의 마지막 인트론

의 스플라이싱을 촉진하며, 인트론이 제거된 mRNA는 세포질

로 이동하여 넌센스-매개 분해가 일어나 표적 단백질의 합성

이 일어나지 않는다[8]. 반면, 저온 또는 고온 스트레스 조건에

서는 LUC7에 의한 표적 유전자의 마지막 인트론 스플라이싱

이 저해되고, mRNA의 넌센스-매개 분해가 일어나지 않아, 

표적 단백질의 합성을 가능하게 함으로써 저온 및 고온 스트

레스 반응에 관여하는 것으로 여겨진다[8]. 실제, luc7 돌연변

이체는 저온 및 고온 스트레스에 대해 민감한 표현형을 보이

는데, 이는 저온과 고온 스트레스 반응 유전자의 발현에 있어

서 LUC7에 의한 스플라이싱 조절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기 

때문인 것으로 여겨진다[8].

벼에도 온도 스트레스 반응에 관여하는 스플라이싱 인자가 

알려져 있다. 벼에서 DEAD-box RNA 헬리카제(helicase)인 

OsRH42는 저온 및 고온 스트레스 조건에서 발현이 증가하며, 

U2 snRNA와 결합한다[37]. OsRH42 발현이 감소한 형질전환

체는 저온 스트레스에 민감한 반응을 보이며, pre-mRNA의 스

플라이싱이 감소한다[37]. OsRH42 과발현체에서도 pre- 

mRNA의 스플라이싱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으며, OsRH42 

과발현체는 저온 스트레스에 민감한 반응을 보인다[37]. 이러

한 결과는 OsRH42의 항상성 조절에 의한 표적 유전자의 적절

한 스플라이싱이 벼의 저온 스트레스 반응에서 중요함을 나타

낸다.

고염, 건조 스트 스  

최근에 식물에서 고염과 건조 스트레스 반응에 관여하는 

스플라이싱 인자가 많이 보고되었다. 애기장대의 RZ-1a는 스

플라이싱 인자인 hnRNP에 속하는 zinc finger-함유 glycine- 

rich RNA-binding protein (GRP)이며, 건조와 고염 스트레스 

조건에서 스플라이싱 조절에 관여하는 것으로 여겨진다[28]. 

RZ-1a 과발현체는 건조 및 고염 스트레스에 민감한 반면, rz-1a 

돌연변이체는 저항성을 보인다[28]. 애기장대의 GRP2는 건조

와 저온 스트레스 반응에서 스플라이싱 조절에 관여하는 것으

로 밝혀졌다[27]. 애기장대 GRP7은 건조와 고염, 그리고 저온 

스트레스 조건에서 스플라이싱 조절에 관여하는 것으로 밝혀

졌는데, 흥미롭게도, GRP7 과발현체는 건조와 고염 스트레스

에 민감한 반면, 저온 스트레스에 저항성을 보인다[26]. 이러한 

반응은 GRP7이 건조와 고염 스트레스 조건에서는 기공 열림

을 일으키는 반면 저온 조건에서는 기공 닫힘을 유도하기 때

문이다[26]. GRP7은 표적 mRNA에 직접 결합하여 5‘ 스플라

이싱 위치 선택을 조절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으며, 더불어 저

온 스트레스 조건에서는 mRNA 수송에도 관여하는 것으로 

여겨진다[26].

일부 SR 및 SR-유사 단백질도 고염과 건조 스트레스 조건에

서 작용하는 스플라이싱 인자로 알려져 있다. 애기장대의 SR 

단백질인 SR45는 고염 스트레스에 의해 발현이 증가하는데, 

sr45 돌연변이체에서 고염 스트레스 반응 유전자의 스플라이

싱이 변화되었으며, sr45 돌연변이체는 고염 스트레스에 대해 

야생형보다 민감한 표현형을 보여 SR45에 의한 적절한 스플라

이싱이 고염 스트레스 반응에서 중요함을 알 수 있다[1]. 아울

러, sr45 돌연변이체는 건조 스트레스에 대해서도 야생형보다 

민감한 표현형을 보였는데, 이는 SR45가 고염 스트레스뿐만 

아니라 건조 스트레스 조건에서도 스플라이싱 조절에 관여함

을 시사한다[1]. 

순무(Brassica rapa)의 애기장대 SR45 상동체인 BrSR45a는 

건조 스트레스 조건에서 splicing 조절에 관여하는 것으로 여

겨진다[43]. BrSR45a는 건조 스트레스에 의해 발현이 증가하

며, BrSR45a를 과발현시킨 애기장대 형질전환체는 건조 스트

레스에 대해 야생형보다 더 높은 저항성을 보였고, 스트레스

가 없는 조건에서도 건조 스트레스 반응 유전자인 DCP5, 

RD29A, GOLS1, AKR, U2AF, SDR 등의 스플라이싱이 변화된 

패턴을 보였다[43].

RNA의 5′Cap에 결합하는 CBPs의 일부가 고염과 건조 

스트레스 조건에서 선택적 스플라이싱을 조절하는 것으로 알

려졌다. CBPs는 핵에서 이량체인 cap-binding complex (CBC)

를 구성하여 RNA 중합효소 II에 의해 생성된 전사체에 결합한 

후 첫 번째 인트론, 특히 5’ 스플라이싱 위치의 선택적 스플라

이싱에 영향을 주는 것으로 보고되었다[22, 50]. 애기장대의 

CBP20과 CBP80의 돌연변이체는 각각 고염 스트레스에 민감

한 반응을 보였으며, cbp20은 건조 스트레스에도 민감한 반응

을 보였는데, 이 두 유전자는 기공의 개폐를 조절하여 고염과 

건조 스트레스에 반응한다[20, 30, 48].

애기장대의 U1 스플라이소솜 단백질인 AtU1A는 고염 스

트레스 조건에서 발현이 증가하며 pre-mRNA의 선택적 스플

라이싱을 조절하는 것으로 알려졌다[15]. AtU1A는 많은 유전

자의 5′ 스플라이싱 위치 인식을 조절하여 선택적 스플라이

싱에 관여하는데 atu1a 돌연변이체는 적절한 선택적 스플라이

싱이 이루어지지 않아 활성산소종(reactive oxygen species, 

ROS) 축적이 증가하고, 고염 스트레스에 민감한 반응을 보였

다[15].

카사바(Manihot esculenta)에 존재하는 SR 단백질도 선택적 

스플라이싱을 보이는데 18개의 SR 단백질 중 15개 SR 단백질

이 선택적 스플라이싱을 보인다[14]. 그 중 MeSR34을 애기장

대에 형질전환하여 과발현시켰을 때 삼투 스트레스 반응 유전

자의 발현이 증가되고, 활성산소종의 항상성이 유지되어 고염 

스트레스에 강한 저항성을 보였다[14].

일부 스플라이싱 인자는 선택적 스플라이싱 뿐만 아니라 

전사조절에도 관여하는 것으로 보고되었다. Pre-mRNA-proc-

essing protein 40 (PRP40)은 스플라이소솜 복합체의 초기 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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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2. Splice isoforms of abiotic stress-responsive genes by alternative splicing in plants

Gene Plant species Splice isoforms Stress
Functional isoform(s) 

under stress
Reference

HsfA2 Arabidopsis HsfA2, HsfA2-II, HsfA2-III Heat HsfA2-III [35]

bZIP60 Arabidopsis bZIP60-U, bZIP60-S Heat bZIP60-S [10, 21, 44]

OsCPK17 Rice
OsCPK17.1, OsCPK17.2, OsCPK17.3, 

OsCPK17.4, OsCPK17.5
Cold

OsCPK17.1, 

OsCPK17.2
[3]

MtJMJC5
Medicago 

truncatula

MtJMJC5α, MtJMJC5β, MtJMJC5γ, 
MtJMJC5δ

Cold MtJMJC5α [56]

CdDHN4 Bermudagrass CdDHN4-L, CdDHN4-S Cold, heat, salt CdDHN4-L [39]

SR45 Arabidopsis SR45.1, SR45.2 Salt SR45.1 [1]

ZIFL1 Arabidopsis ZIFL1.1, ZIFL1.2, ZIFL1.3 Drought ZIFL1.3 [52]

ZmCCA1 Maize ZmCCA1.1, ZmCCA1.2, ZmCCA1.3 Drought ZmCCA1.1 [61]

ScMYBAS1 Sugarcane
ScMYBAS1-2, ScMYBAS1-3, 

ScMYBAS1-4, ScMYBAS1-5
Drought ScMYBAS1-3 [12]

LcDREB2 Leymus chinensis LcDREB2a, LcDREB2b, LcDREB2c Salt, drought LcDREB2a [49]

HRE1 Arabidopsis HRE1α, HRE1β Hypoxia HRE1β [34, 55]

성에 필수적인 요소로 선택적 스플라이싱에 관여하며, 단백질 

상호작용에 중요한 역할을 하는 N-말단의 두 개의 WW 도메

인과 C-말단의 네 개의 FF 도메인을 가진다[17]. 식물의 PRP40 

패밀리는 RNA 중합효소 II의 C-말단과 상호작용하여, 선택적 

스플라이싱 뿐만 아니라 전사조절에도 관여하는 것으로 알려

졌다[5, 24, 40]. 애기장대의 AtPRP40C는 고염 스트레스 반응 

유전자의 전사와 스플라이싱 모두를 조절하는 것으로 보고되

었으며, atprp40c 돌연변이체는 고염 스트레스에 대해 야생형

보다 민감한 표현형을 보였다[17]. 흥미롭게도, AtPRP40C에 

의해 전사가 조절되는 유전자와 스플라이싱이 조절되는 유전

자는 대부분 서로 다른 것으로 밝혀졌다[17].

환경 스트 스 조건에서 선택  스 라이싱 이소형의 기능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이 환경 스트레스 조건에서 식물은 일

부 스트레스 반응 유전자에 대해 특정 스플라이싱 인자에 의

해 특정 스플라이싱 이소형을 생성하여 적절한 스트레스 반응

을 보인다. 이번에는 선택적 스플라이싱을 보이는 환경 스트

레스 반응 유전자의 스플라이싱 이소형의 종류와 환경 스트레

스 조건에서의 이들 이소형의 기능에 대해 살펴보고자 한다

(Table 2).

온도 스트 스 

식물의 고온 스트레스 반응에서 선택적 스플라이싱을 통해 

HSF의 특정 스플라이싱 이소형이 생성되어 고온 스트레스 반

응에 중요한 역할을 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애기장대의 

HsfA2는 고온 스트레스 조건에서 DREB2 전사인자에 의해 전

사가 활성화 되는데 고온에 의해 유도되는 선택적 스플라이싱

에 의해 절단된 이소형이 생성된다[35]. 이 절단된 이소형은 

자신의 프로모터에 결합하여 양성 자가조절 구조(positive au-

toregulation loop)를 형성하며, 이에 의해 더 많은 HSFA2를 

생성할 수 있게 된다[35].

고온 스트레스는 식물 세포에서 소포체(endoplasmic retic-

ulum, ER) 스트레스를 유도하는데 이로 인해 단백질 펴짐 반

응(unfolded protein response, UPR)이 유발된다[53, 62]. 풀어

진(unfolded) 단백질이 소포체 내에 축적되면 소포체는 핵으

로 신호를 보내 샤프론(chaperone), 접힘(folding) 효소, 소포

체-연관 단백질 분해효소 외에 스트레스 반응 단백질 유전자

의 발현을 유도한다[56, 62]. 이 과정에서 소포체 스트레스는 

애기장대 전사인자인 bZIP60의 선택적 스플라이싱을 촉진하

는데 정상적인 조건에서는 소포체막에 결합하여 있던 bZIP60

이 선택적 스플라이싱에 의해 인트론이 제거된 이소형을 생성

하면, 이 이소형은 핵으로 이동하여 단백질 접힘과 분해에 관

여하는 유전자의 발현을 활성화시키게 된다[10, 21, 44].

벼의 calcium-dependent protein kinase (CPK)인 OsCPK17

은 중앙에 인산화 도메인과 C-말단에 CAD 도메인을 가지는 

구조로 이루어져 있으며 칼슘 이온에 의해 인산화 도메인의 

트레오닌과 세린 잔기가 자가인산화 되면 구조적 변화가 일어

나 활성화되는 인산화효소이다[3]. OsCPK17은 OsCPK17.1, 

OsCPK17.2, OsCPK17.3, OsCPK17.4, OsCPK17.5의 5개 스플라

이싱 이소형을 가지는데 OsCPK17.1과 OsCPK17.2는 전체 

ORF를 가지는 단백질을 암호화 하고, OsCPK17.3은 C-말단의 

CAD 도메인만을 가지며, OsCPK17.4와 OsCPK17.5는 조기종

결코돈에 의해 N-말단과 인산화 도메인만을 가지는 구조로 

생성된다[3]. 다섯 이소형 중 OsCPK17.1과 OsCPK17.2만이 인

산화효소 기능을 가지는 것으로 알려졌으며, 발현에서도 두 

이소형이 전체 OsCPK17 발현의 많은 부분을 차지한다[3]. 

OsCPK17은 저온 스트레스 조건에서 아쿠아포린(aquaporin) 

단백질인 OsPIP2;1과 OsPIP2;6, 수크로오스 생합성에 관여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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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sucrose-phosphate synthase (SPS)인 OsSPS4를 인산화 시

킨다[2]. 저온 스트레스 조건에서 인산화에 의해 활성화된 

OsPIP2;1과 OsPIP2;6은 물의 투과성을 증가시키며 OsSPS4는 

세포 내에 수크로오스를 축적시키고 대사를 감소시켜 저온 

스트레스에 대한 저항성을 가질 수 있도록 한다[2]. OsCPK17

의 과발현체와 돌연변이체 모두 야생형보다 저온 스트레스에 

민감한 표현형을 보였는데 이것은 OsCPK17에 의한 정밀한 

표적 단백질의 인산화 조절이 필요함을 시사한다[2]. 선택적 

스플라이싱에 의해 생성되는 OsCPK17.3, OsCPK17.4, OsCPK 

17.5는 mRNA level 조절 또는 활성화 조절에 관련되거나 

OsCPK17.3의 경우 CAD 도메인을 통한 칼모둘린(calmodu-

lin) 유사 상호작용을 하여 다른 인산화효소의 활성을 조절할 

수도 있을 것으로 생각된다[3].

우산잔디(Cynodon dactylon)의 dehydrin인 CdDHN4는 두 

개의 선택적 스플라이싱 이소형인 CdDHN4-L과 CdDHN4-S

를 가지는데 CdDHN4-L의 애기장대 과발현체는 CdDHN4-S

의 애기장대 과발현체보다 저온, 고온, 고염 스트레스에 대해 

더 높은 저항성을 보였다[39]. 이러한 저항성 차이는 환경 스트

레스 조건에서 CdDHN4-L이 CdDHN4-S에 비해 풀어진

(unfolded) 구조가 더 유연하여, 더 안정적인 특성을 가지기 

때문인 것으로 여겨진다[39].

콩과 식물인 메디카고(Medicago truncatula)의 MtJMJC5는 

Jumonji C 도메인을 가지는 탈메틸화효소이며 히스톤 단백질

의 라이신이나 아르지닌 잔기의 메틸 그룹 제거에 관여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38]. MtJMJC5는 네 종류의 스플라이싱 이

소형, 즉, MtJMJC5α, MtJMJC5β, MtJMJC5γ, MtJMJC5δ를 가

진다. MtJMJC5α는 전체 ORF를 가지는 정상 기능의 단백질을 

암호화 하고, 정상 조건에서는 발현되지만 저온 조건에서는 

발현이 감소된다[56]. MtJMJC5β, MtJMJC5γ, MtJMJC5δ는 저

온 스트레스 조건에서 선택적 스플라이싱에 의해 발현되며, 

모두 3‘ 말단에 조기종결코돈을 가지고, 넌센스-매개 분해가 

일어난다[56]. 저온 스트레스 조건에서는 MtJMJC5의 선택적 

스플라이싱에 의해 히스톤 단백질의 메틸화 정도에 변화가 

생겨 정상 조건과의 후성유전학적 차이를 유발하는 것으로 

여겨진다[56].

고염, 건조 스트 스

고염과 건조 스트레스에 의해서도 다양한 스트레스 반응 유

전자의 선택적 스플라이싱이 일어나, 고염과 건조 스트레스 반

응에 관여하는 이소형이 생성된다. 애기장대에서 pre-mRNA

의 스플라이싱에 중요한 역할을 하는 SR45도 선택적 스플라이

싱에 의해 이소형이 생성된다[1]. SR45.1과 SR45.2 두 이소형

이 생성되며, SR45.1에 의해 암호화 되는 단백질이 SR45.2에 

의해 암호화되는 단백질보다 8개 아미노산이 더 길다[1]. sr45 

돌연변이체는 고염 스트레스에 대해 야생형보다 민감한 표현

형을 보였는데, SR45.1과 SR45.2를 각각 돌연변이체에 과발현

시켰을 때, SR45.1을 과발현시킨 경우에만 야생형과 같은 표현

형이 회복되었고, 동시에 스트레스 반응 유전자의 발현뿐만 

아니라 스플라이싱 패턴도 회복되었다[1]. 이를 통해 SR45에 

의한 고염 스트레스 저항성에는 SR45.1이 더 중요함을 알 수 

있다.

삼투 스트레스를 유발하는 건조 스트레스도 다양한 스트레

스 반응 유전자의 선택적 스플라이싱 이소형을 생성한다. 애

기장대의 zinc-induced facilitator-like 1 (ZIFL1) 수송체는 선

택적 3‘SS 방식에 의해 두 개의 선택적 스플라이싱 이소형을 

생성한다[52]. 전체 ORF 길이의 이소형은 뿌리세포의 액포막

(tonoplast)에 위치하여 옥신의 이동을 조절하는 반면, 일부가 

잘린 이소형은 잎의 공변세포의 세포막에 위치하여 건조 스트

레스 반응을 조절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52].

옥수수의 건조 스트레스 반응 유전자인 ZmCCA1은 ZmCCA 

1.1, ZmCCA1.2, ZmCCA1.3의 세 선택적 스플라이싱 이소형을 

생성한다[61]. 세 이소형은 모두 MYB 도메인을 가지고 있다

[61]. 세 이소형을 각각 애기장대에 형질전환하여 과발현시킨 

뒤 건조 스트레스 저항성을 조사한 결과, ZmCCA1.1 과발현체

가 가장 높은 건조 스트레스 저항성을 보였고, ZmCCA1.3 과

발현체는 약간의 저항성을 보였으며, ZmCCA1.2 과발현체는 

가장 낮은 저항성을 보였다[61]. 이러한 결과는 ZmCCA1.1이 

건조 스트레스 저항성 반응에서 가장 중요한 역할을 함을 시

사한다.

사탕수수(Saccharum spp.)의 건조 스트레스 반응 유전자인 

ScMYBAS1은 모두 네 종류의 선택적 스플라이싱 이소형, 즉 

ScMYBAS1-2, ScMYBAS1-3, ScMYBAS1-4, ScMYBAS1-5를 생

성한다[12]. 이 중 ScMYBAS1-2와 ScMYBAS1-3을 각각 벼에 

형질전환하여 과발현시켰을 때, ScMYBAS1-2 과발현체는 건

조 스트레스에 더 민감한 표현형을 보인 반면 ScMYBAS1-3 

과발현체는 건조 스트레스에 더 높은 저항성을 보였다[12]. 이

러한 결과는 ScMYBAS1의 이소형 중 ScMYBAS1-3이 건조 스

트레스 저항성 반응에 관여함을 나타낸다.

개밀아재비(Leymus chinensis)의 삼투 스트레스 반응 유전자

인 LcDREB2B는 정상적인 조건에서는 기능을 가지지 않는 스

플라이싱 이소형을 생성하지만, 고염 및 건조 스트레스 조건

에서는 기능을 가지는 전체 ORF 길이의 스플라이싱 이소형을 

생성하여 고염과 건조 스트레스 저항성을 가질 수 있도록 한

다[49].

산소 스트 스

저산소 스트레스 반응에서의 선택적 스플라이싱은 온도, 고

염, 건조 스트레스에 비해 상대적으로 알려진 바가 적다. 애기

장대의 저산소 스트레스 반응 유전자인 HRE1은 HRE1α와 

HRE1β의 두 선택적 스플라이싱 이소형을 생성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55]. 두 이소형을 각각 과발현시킨 형질전환체는 

모두 저산소 스트레스에 야생형보다 높은 저항성을 보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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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1. Alternative splicing regulation mechanism under abiotic 

stress. Abiotic stress activates signaling pathways, which 

can modulate profile and/or activity of splicing factors 

by transcriptional regulation, alternative splicing, and/ 

or protein modification. Expression of target genes is 

modulated by alternative splicing responding to the dy-

namic changes in splicing factor profile. Plants ulti-

mately respond to abiotic stress by changes in the pro-

teome feedback to alternative splicing.

[34, 55]. 두 이소형 모두 저산소 스트레스에 의해 증가하지만 

HRE1β의 발현이 HRE1α에 비해 훨씬 더 높게 증가하여 HRE1

β가 저산소 스트레스 반응에서 핵심적인 역할을 하는 것으로 

보인다[34, 55].

결   론

식물은 환경 스트레스 조건에서 스트레스 반응 유전자의 

발현을 변화시켜 적절한 반응을 하여 생존한다. 이런 발현 변

화는 전사 과정에서의 조절도 중요하지만 전사 후 과정에서의 

조절도 중요한데, 많은 환경 스트레스 반응 유전자의 경우 

pre-RNA의 선택적 스플라이싱에 의해 특정 스플라이싱 이소

형을 생성하여 환경 스트레스에 반응하게 된다. 환경 스트레

스 조건에서 snRNP를 비롯한 스플라이소솜을 구성하는 단백

질, SR 단백질 및 hnRNP와 같은 스플라이싱 인자의 발현이 

증가하거나 활성이 증가하여 선택적 스플라이싱이 일어난다

[1, 8, 28]. 또한 1차 전사체의 5‘ Cap에 결합하는 CBPs의 일부

가 선택적 스플라이싱을 일으키는 스플라이싱 인자로 작용하

기도 한다[30]. 환경 스트레스 조건에서 생성된 특정 스플라이

싱 이소형은 다양한 방식으로 스트레스 반응에 관여하는데, 

특정 스플라이싱 이소형을 생성하는 스플라이싱 인자로 작용

하거나, 하위 스트레스 반응 유전자의 발현을 조절하거나, 특

정 세포 내 위치에 존재하여 작용하거나, 세포 내 안정성이 

증가하여 그 기능을 수행하는 것으로 보고되어 있다(Fig. 1) 

[1, 21, 35, 56].

환경 스트레스 조건에서 특정 스플라이싱 인자에 의한 선택

적 스플라이싱의 조절 이외에도 전사 과정이 선택적 스플라이

싱에 영향을 주는 경우도 보고되었다. 염색질 리모델링 인자

(Chromatin remodeling factor)인 옥수수의 SWI/SNF 복합체 

ZmCHB101이 전사 과정과 선택적 스플라이싱 모두에 관여하

여 건조 및 삼투 스트레스 반응에 관여하는 것으로 확인되었

다[70]. 흥미롭게도, ZmCHB101에 의한 선택적 스플라이싱의 

표적 유전자는 발현을 조절하는 표적 유전자와 서로 달라 

ZmCHB101의 전사 및 전사 후 조절 기능이 서로 분리되어 

있는 것으로 여겨진다[70]. 전사와 선택적 스플라이싱 조절의 

관계는 스플라이싱 인자와 RNA 중합효소 II와의 상호작용 또

는 RNA 중합효소 II에 의한 전사 신장 속도 변화로 스플라이

싱 위치의 사용 기회가 변하기 때문인 것으로 설명된다[6, 9]. 

아울러 PRP40과 같은 스플라이싱 인자는 선택적 스플라이싱 

뿐만 아니라 전사 조절에도 관여하는 것으로 보고되었다[17].

이러한 연구에도 불구하고 환경 스트레스 조건에서 일어나

는 선택적 스플라이싱에 대한 연구는 일부 스트레스와 한정된 

유전자에 국한 되어 있고, 정확한 분자 기전도 거의 밝혀지지 

않아 앞으로 더 많은 집중적인 연구가 필요로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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록：식물에서 선택  스 라이싱에 의한 스트 스 반응 조

석혜연1․이선 2․문용환1,3,4*

(1부산대학교 생명시스템연구소, 2미국 로렌스 버클리 국립연구소, 3부산대학교 생명시스템학과, 4부산대학교 분자
생물학과)

Pre-mRNA의 스플라이싱은 진핵생물 유전자의 적절한 발현에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한다. 선택적 스플라이싱은 

스플라이싱 위치가 서로 다르게 인식될 때 발생하며 동일한 pre-mRNA로부터 둘 이상의 전사체와 단백질을 생성

할 수 있다. 스플라이싱 위치의 결정은 스플라이소솜과 SR 단백질, hnRNP, CBP 등의 스플라이싱 인자에 의해 

조절된다. 고온, 저온, 고염, 건조, 저산소 등 다양한 환경 스트레스 조건에서 식물의 많은 스트레스 반응 유전자에 

대해 선택적 스플라이싱이 일어나는 것이 알려져 있으며, 이러한 선택적 스플라이싱은 식물이 환경 변화에 적응

하기 위한 중요한 기작 중 하나로 여겨진다. 저온, 고온, 고염, 건조 스트레스 조건에서는 스플라이싱 인자의 발현

이 변하거나 또는 정상 조건에서와는 다른 스플라이싱 활성을 가짐으로써 선택적 스플라이싱이 일어난다. 환경 

스트레스 반응 유전자의 스플라이싱 이소형은 각각 환경 스트레스에 대해 서로 다른 반응을 보이는데 생성되는 

조직이 서로 다르기도 하고, 일부 이소형은 넌센스-매개 분해에 의해 분해되기도 한다. 스플라이싱 이소형의 단백

질은 환경 스트레스 조건에서 정상 조건과 비교하여 세포 내 위치가 다르기도 하고, 전사인자 또는 효소로서 다른 

활성을 가지기도 한다. 이러한 다양한 연구에도 불구하고 식물의 환경 스트레스 반응에서 선택적 스플라이싱에 

대한 연구는 일부 스트레스와 유전자에 국한 되어 있고, 아직 분자 기전이 제대로 밝혀지지 않은 부분이 많아 

앞으로 더 많은 연구가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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