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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Droughts are one of the abiotic stresses that hinders

the growth and productivity of crop plants. Coping with abiotic

stress is necessary to understand the molecular regulatory

networks that makes plants respond to adverse environmental

conditions. In our experiment to find a combination that can cope

with abiotic stress (respond to drought), we screened 5 stress-

inducible promoters that are expressed only under stress

conditions. This founded 36 cis-elements in stress-inducible

promoters. With the result we designed 2 synthetic promoters

(BL1, BL2) for fine-controlled regulation by assembling cis-

elements from the native promoters, which are expressed only

under stress caused by droughts. Analysis of the transgenic plant

(BL1-GUS, BL2-GUS) showed that the synthetic promoters

increased the expression of β-glucuronidase (GUS) in transgenic

plants under desiccation. Also in the transient activation assay

demonstrated that synthetic promoters induced the co-

transformation of effector DREB1A and DREB2C. These results

expect that the synthetic promoter with a combination of drought-

specific elements can be used to respond to various abiotic stress

and is resistant to stress without causing growth retardation.

Keywords Cis-regulatory element · Drought · Fine-controlled

regulation · Synthetic promoter

서 론

식물은 가뭄, 염분, 고온 및 저온 또는 이산화탄소와 같은 비

생물학적 스트레스에 빈번히 노출되고 있다. 이러한 비 생물학

적 스트레스는 전 세계적으로 농작물 손실의 주요 원인이며, 주

요 농작물에서 평균 수확량 손실의 50% 이상이 비 생물학적

스트레스에 의해 발생하고 있다[1]. 비 생물학적 스트레스 중

가뭄에 의한 환경 스트레스는 다양한 생리적 발달 변화를 일으

키며, 식물의 성장, 발달 등의 저해로 많은 문제를 일으키는 주

요한 환경 요인이다. 옥수수와 같은 식용 작물들은 가뭄 스트

레스에 민감하게 반응하며, 작물의 품질 저하 및 생산성 저하

등의 부작용이 가뭄 스트레스에 의해 나타나고 있다. 이러한 문

제를 해결하고자 가뭄 스트레스에 대한 내성이 향상된 작물을

개발하려는 시도가 많이 이루어져 왔다. 식물의 모든 조직에서

높은 수준으로 유전자를 발현시키는 35S cauliflower mosaic

virus (CaMV) 프로모터를 이용한 여러 후보 유전자에 관한 연

구가 축적되어왔으며, 모델 식물을 이용한 이들 후보 유전자의

과발현을 통해 의미 있는 연구 결과들이 도출되어오고 있다[2-

4]. 하지만, CaMV 35S 프로모터의 특징인 항상성으로 인해 정

상적인 생육조건에서도 유전자의 발현이 강하게 유도되어 식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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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육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문제점의 해결은 여전히 부족

한 실정이다[5,6].

효율적인 스트레스 내성 형질전환 작물의 개발을 위한 전략

중 하나는, 유전자의 발현을 조절하는 것이다. 전사 수준에서

유전자 발현을 조절하는 프로모터는 전사 시작 부위의 상류에

위치하는 cis-regulatory element에 의해 조절된다[7,8]. Cis-

regulatory element는 비 생물학적 스트레스를 포함한 다양한 생

리적, 생화학적 및 유전자 조절 네트워크의 조절에 관여하는 중

요한 요소이다. 실제로, 효모 프로모터의 cis-regulatory element

의 조합을 통해 유전자 발현을 조절할 수 있다는 보고가 있다

[9].

일부 식물 프로모터는 비 생물학적 스트레스에 활성화되는 것

으로 알려져 있으며, 이들 프로모터는 ABA-responsive element

(ABRE)와 dehydration-responsive element/C repeat (DRE/

CRT) 등과 같은 비 생물학적 스트레스에 주요 cis-regulatory

element를 가지고 있다[10-17]. ABRE (PyACGTGGC)는 ABA-

dependent regulatory system을 통해 하위 유전자의 발현을 조

절한다[18]. DRE/CRT (GCCGAC)는 ABA-independent regulatory

system을 통해 유전자 발현을 조절한다[19,20]. 이 외에도 MYB

(C/TAACNA/G), MYC (CANNTG), LTRE (CCGAC)와 같은

cis-regulatory element도 삼투 스트레스 및 ABA에 대한 반응으

로 유전자 발현을 조절한다[21,22].

본 연구에서는 가뭄 스트레스에 특이적인 cis-regulatory

element의 새로운 조합을 통한 합성프로모터를 구축하고 다양한

비 생물학적 스트레스에 반응하여 유전자 발현을 조절할 수 있

음을 확인하였다. 이는 정상적인 생육조건에서는 유전자 발현이

되지 않고, 비 생물학적 스트레스 조건에서만 특이적으로 유전

자 발현이 유도되어 효율적인 스트레스 내성 작물 개발에 도움

이 될 것으로 생각된다.

재료 및 방법

식물재료 및 식물성장조건

애기장대(Arabidopsis thaliana)는 야생형(Col-0)을 실험에 사용

하였다. 애기장대의 종자는 70% ethanol을 이용하여 5분간 소

독 후 종자 소독제(25% 표백제 및 0.01% Triton X-100)를 이

용하여 10분간 표면을 살균하여 사용하였다. 표면 멸균된 종자

는 증류수로 헹군 뒤 0.5×Murashige and Skoog 한천 배지

(0.002% MS, 6 mM MES, 1% Sucrose, 0.6% Agar, pH5.7)

에 파종하여 춘화 처리 후 생육시키며 사용하였다. 생육조건은

생장상에서 장일조건(16시간 명 처리/8시간 암 처리, 23 oC)으

로 생육시켰다.

가뭄 스트레스 처리 및 가뭄 스트레스 해소 조건

가뭄 스트레스에 특이적으로 발현이 유도되는 유전자를 선별하

기 위한 가뭄 스트레스 처리 실험에서는 8일간 생육시킨 애기

장대를 시간대별로 자연 건조하여 사용하였다[10]. 합성프로모

터의 성능을 검증하기 위한 가뭄 스트레스 처리 실험은

Polyethylene glycol (Sigma Aldrich, St. Louis, MO, USA)가

첨가된 −0.77 MPa 0.5×Murashige and Skoog 한천 배지에서

3일간 생육하여 사용하였다[23]. 가뭄 스트레스 해소는 가뭄 스

트레스 처리된 애기장대를 새로운 0.5×Murashige and Skoog

한천 배지에 옮겨 심어 3일간 생육시켜 사용하였다.

RNA 추출 및 RT-PCR

Total RNA의 추출은 TRIzol reagent (Invitrogen, CA, Carlsbad,

USA)를 사용하여 가뭄 스트레스 처리된 애기장대 및 대조군의

잎과 뿌리을 추출하였다. 추출된 total RNA는 Superscript II

reverse transcriptase (Invitrogen)를 사용하여 cDNA로 역전시켰

Table 1 List of primers used for RT-PCR amplification

Gene name AGI Locus Identifier Primer sequence (5'→3') Tm (oC) Amplicon length (bp)

P5CS1 AT2G39800
F: GGACCAAGGGCAAGTAAGATACTG
R: CCGACTGGACCACGAGCATGG

59.9
64.4

314

LTI30 AT3G50970
F: GGTCATCATGGTGCTACTGGTAC
R: GATGACCTGGCAGTTGCTCTTTAATC

59.8
61.3

313

ATHB-7 AT2G46680
F: GGTTCAATTAGCTAGAGAGCTAGGG
R: CGGTTCTCTTCGTTTTCTGATTCATG

59.3
59.9

306

PP2C AT1G07430
F: GCGGTGACTCAAGAGCAGTTCTTTG
R: CATCGTACACGCTGCCTCGTTC

63.5
63.1

308

LEA4-5 AT5G06760
F: GCAGTCGATGAAAGAAACAGCTTCG
R: GAGCCGACATCTGATGTGTCCC

62.1
62.0

308

ATGOLS2 AT1G56600
F: CGGTATGTTCGTTTACGAGCCTAAC
R: CCCACCATTTCTTGACCAGCATC

61.0
61.0

308

ERF53 AT2G20880
F: GGGTTGCCGAGATCCGTAAGC
R: GCATTGAACCATGCCTCAGCC

62.4
61.5

304

RD29A AT5G52310
F: GCTTTCTGGAACAGAGGATGTAACG
R: CTCTTTGAATTCTTTGCTTCTCGTCG

60.9
60.1

307

ACTIN8 AT1G49240
F: CATCATTTGTTGGAATGGAA
R: ATACTCTGCCTTAGAGATCCACAT

51.0
57.6

29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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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RT-PCR은 생성된 cDNA를 주형으로 사용하여 수행되었으

며, 증폭된 DNA 단편을 1% Agarose (Invitrogen)에서 분리하

고 ethidium bromide (BioBasic, Toronto, CAN)로 염색하여

확인하였다. RT-PCR에 사용된 프라이머는 Table 1에 별도로 표

기하였다.

cis-regulatory element 분석

TAIR (https://www.arabidopsis.org)를 활용하여 CDS (coding sequence)

의 상위 2 kb 프로모터 영역을 획득하였으며, PlantPAN 3.0

(https://www.plantpan.itps.ncku.edu.tw)를 사용하여 프로모터 영

역에 존재하는 cis-regulatory element를 확인하였다[24,25].

합성프로모터 제작 및 식물 형질전환

cis-regulatory element가 조합된 합성프로모터는 Integrated

DNA Technology를 통해 합성을 진행하였다. 제작된 합성프로

모터들은 SpeI과 BamHI의 제한효소를 통해 pCB308 벡터[26]

에 삽입하여 재조합 벡터를 제작하였다. 재조합 벡터들은 아그

로박테리움(GV3101)을 이용한 floral dip method [27]를 통해

실시하였다.

조직 GUS 염색 및 정량적 GUS 활성 분석

조직 β-glucuronidase (GUS) 염색은 가뭄 스트레스 처리된 애

기장대와 대조군을 함께 5-bromo-4-chloro-3-indolyl glucuronide

(Gold Biotechnolgy, St. Louis, MO, USA)를 함유하는 GUS

반응 혼합물에 24시간 침지 후, 70% ethanol을 사용하여 엽록

소를 제거하여 확인하였다[28]. 엽록소가 제거된 애기장대는

Leica사(Wetzlar, DEU)의 EZ4E 모델 현미경을 사용하여 관찰

하였다. GUS 단백질의 활성을 측정은 4-Methylumbelliferyl β-

D-galactopyranoside의 분해 산물인 4-methylumbelliferone을

Specta Max Gemini XS (Molecular Devices, Sunnyvale, CA,

USA)로 측정하였다[29]. 단백질의 농도는 Bradford reagent

(Bio-Rad, CA, Hercules, USA)를 통해 정량 분석하였다[30].

GUS 단백질의 활성은 밀리그램 단백질 당 분당 피코 몰 4-

methylumbelliferone으로 표현되었다.

식물 원형질체 분리 및 Transient activity assay

합성프로모터의 성능을 확인하기 위하여 애기장대의 잎으로부

터 원형질체를 추출하고[31] effector와 reporter 벡터는 pTrGUS

벡터[32]를 제작하여 실험하였다. Effector 벡터의 구축을 위하

여는 DREB1A (At4g25480) 및 DREB2C (At2g40340)의 cDNA

를 CaMV 35S 프로모터 하류에 삽입시켰고, reporter 벡터는

합성프로모터를 GUS 리포터 유전자 상류에 삽입하여 제작하였

다. 이렇게 제작된 effector 및 reporter 벡터는 원형질체 내부로

도입시켜 실험하였다[33]. Effector와 reporter 벡터를 동시에 형

질전환시킨 원형질체는 상온에서 12시간 반응시킨 후 생성된

GUS 단백질을 추출하고, 이를 이용한 반응의 분해 산물인 4-

methylumbelliferone을 Specta Max Gemini XS (Molecular

Devices)로 정량하였다. Effector 및 reporter의 형질전환 수율은

Neuraminidase (NAN)을 형질전환을 통해 보정하였다[34].

통계 분석

모든 실험 결과는 3회 반복으로 시행하여 평균 ± 표준편차

(standard deviation, SD)를 사용해 표기하였다. 통계 분석은

Student’s t-test를 사용하여 p 값이 0.05 미만일 때 통계적으로

유의한 것으로 간주하였다.

결과 및 고찰

가뭄 스트레스에 반응하는 프로모터 선별

애기장대 내에서 가뭄 스트레스에 특이적으로 반응하는 유전자

를 선별하기 위해 기존의 논문들을 통해 가뭄 스트레스 내성

유전자들을 선정하였다(Table 2). 선정된 가뭄 스트레스 내성 유

전자들은 시간대별로 자연 건조를 통해 가뭄 스트레스 처리된

애기장대 및 가뭄 스트레스 해소된 애기장대 내의 mRNA의 양

을 RT-PCR을 통해 측정하였다(Fig. 1). 그 결과, 애기장대의 잎

과 뿌리에서 가뭄 스트레스가 증가할수록 모든 가뭄 스트레스

내성 유전자의 mRNA의 양이 증가함을 확인할 수 있었다. 하

지만 자연 건조 후 2시간과 4시간 뒤의 애기장대를 새로운 배

Table 2 List of drought stress resistance gene

AGI Locus Identifier Gene name Biological/molecular function Reference

AT2G39800
ATP5CS, DELTA1-PYRROLINE-5-CARBOXYLATE SYNTHASE 1, 
P5CS1

ABA, Cold, Osmotic, Salinity [12]

AT3G50970 LOW TEMPERATURE-INDUCED 30, LTI30, XERO2 Cold, Drought, [17]

AT2G46680
ARABIDOPSIS THALIANA HOMEOBOX 7, ATHB-7, ATHB7, HB-7, 
HOMEOBOX 7

Drought, ABA [11]

AT1G07430
AIP1, AKT1 INTERACTING PROTEIN PHOSPHATASE 1, ATAIP1, 
HAI2, HIGHLY ABA-INDUCED PP2C GENE 2, HON

ABA signaling, Drought [16]

AT5G06760 ATLEA4-5, LATE EMBRYOGENESIS ABUNDANT 4-5, LEA4-5 Drought [14]

AT1G56600 ATGOLS2, GALACTIONL SYNTHASE 2, GOLS2 Drought [13]

AT2G20880 ATERF53, ERF DOMAIN 53, ERF53
Drought, salt, osmotic stress, 

ABA
[15]

AT5G52310
COLD REGULATED 78, COR78, LOW-TEMPERATURE-INDUCED 78, 
LTI140, LTI78, RD29A, RESPONSIVE TO DESICCATION 29A

ABA, Salt, Drought [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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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1 Reverse-transcriptase PCR showing the expression of genes responsive to drought stress. Total RNA was extracted from the leaves (A) and/or

roots (B) of Arabidopsis thaliana Col-0. A. thaliana Col-0 was dried for 0, 0.5, 1, 2, 4 hours in clean bench and the samples dried for 2, 4 h were

transferred to fresh media for re-watering and grown for 2 days. The RT-PCR product of Actin8 was used as a control

Fig. 2 Venn diagram representing prediction transcription binding site of stress-inducible promoters. The numbers in the Venn diagram indicate the

number of TF-matrix-ID or TF-motif-sequence found to be shared among the indicated promoters. Specific-inducible promoter involved PP2C, LEA4-

5, ATGOLS2, ERF53, RD29A. Continuous-inducible promoter involved P5CS1, LTI30, ATHB-7. Non-inducible promoter involved promoter that does

not response to drought stres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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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로 옮겨 가뭄 스트레스를 해소한 애기장대 잎의 P5CS1

(At2g39800), LTI30 (At3g50970), ATHB-7 (At2g46680) 유전

자의 경우에는 mRNA의 양이 감소하지 않았으며, PP2C

(At1g07430), LEA4-5 (At5g06760), ATGOLS2 (At1g56600),

EFR53 (At2g20880), RD29A (At5g42310) 유전자의 경우에는

mRNA의 양이 감소하였다(Fig. 1A). 이와 유사하게 애기장대의

뿌리에서도 같은 결과를 보였다(Fig. 1B). 이 결과는 PP2C,

LEA4-5, ATGOLS2, ERF53, RD29A 유전자의 경우 가뭄 스트

레스에 의해 발현이 유도되며, 가뭄 스트레스가 해소된 조건에

서는 발현이 억제되는 것으로 보아 각 유전자의 프로모터는 가

뭄 스트레스에 특이적으로 발현이 조절되는 cis-regulatory

element를 가질 것으로 생각된다.

가뭄 스트레스에 특이적인 cis-regulatory element 선별 및 합

성프로모터 설계

RT-PCR을 이용한 가뭄 스트레스에 대한 유전자의 mRNA의 발

현량 변화를 바탕으로 가뭄 스트레스에 특이적인 cis-regulatory

element 선별을 위해 각 유전자를 3개의 그룹으로 나누어 분석

을 진행하였다. PP2C, LEA4-5, ATGOLS2, ERF53, RD29A는

specific-inducible promoter, P5CS1, LTI30, ATHB-7는 continuous-

inducible promoter, 가뭄 스트레스에 반응하지 않은 유전자는

non-inducible promoter로 분류하였다. 각 그룹에 해당하는 유전

자들의 프로모터 영역의 cis-regulatory element를 분석한 결과,

specific-inducible promoter는 42개, Continuous-inducible promoter

는 71개의 공통적인 TF-matrix-ID가 있음을 확인하였다(Fig.

2A, B). 또한, 각 그룹에서 공통적인 TF-matrix-ID와 non-inducible

promoter를 분석한 결과에서는 31개의 공통적인 TF-matrix-ID

가 존재하며, specific-inducible promoter만 가지는 3개의 TF-

matrix-ID, specific-inducible promoter와 continuous-inducible

promoter의 공통적인 2개의 TF-matrix-ID가 있음을 확인하였다

(Fig. 2C). 이 결과는 specific-inducible promoter이 가지는 3개

의 TF-matrix-ID는 가뭄 스트레스에 특이적인 요소로 판단되며,

specific-inducible promoter와 continuous-inducible promoter의

공통적인 2개의 TF-matrix-ID는 가뭄 스트레스에 반응하기 위

한 요소로 판단된다. 3가지 그룹에 공통적인 31개의 TF-matrix-

ID는 프로모터로 작용하기에 최소한의 요소라 생각된다. 상기의

결과를 바탕으로 합성프로모터의 제작을 위해 36개의 TF-matrix-

ID를 선정하였다(Table 3). 합성프로모터의 제작은 가뭄 스트레

스에 의해 발현이 강하게 유도되고, 가뭄 스트레스 해소에 의

해 발현이 빠르게 감소하는 ERF53과 RD29A의 프로모터를 이

용하였다(Fig. 1). 특히, ERF53 유전자[16,35,36]와 RD29A 유

전자[10,37,38]는 가뭄, 염해 등과 같은 비 생물학적 스트레스

에 의해 발현이 유도되는 결과와 일치한다. 따라서, ERF53 유

전자의 상위 2 kb 영역의 프로모터와 RD29A 유전자의 상위

1 kb 영역의 프로모터에서 각 TF-matrix-ID에 해당하는 cis-

regulatory element의 서열만 남기고 해당하지 않는 DNA 서열

은 제거하여 각각 BL1 및 BL2의 합성프로모터를 설계하였다

(Fig. 3).

가뭄 스트레스에 대한 합성프로모터의 발현 양상과 활성 분석

합성프로모터에 의해 유도된 GUS 유전자의 발현은 GUS 반응

혼합물에 의해 확인되었다(Fig. 4). 본 실험에서는 음성 대조군

으로 pCB308 (공 벡터)가 형질전환된 식물을 사용하였으며, 양

성 대조군으로는 기존에 스트레스에 의해 유도된다고 잘 알려

진 RD29A 프로모터와 GUS 유전자가 연결된 벡터가 형질전환

된 식물을 대표적으로 사용하였다[10,37,38]. RD29A 프로모터

와 GUS 유전자가 연결된 벡터가 형질전환된 식물, BL1 프로

모터 및 BL2 프로모터와 GUS 유전자가 연결된 벡터가 형질전

환된 식물은 가뭄 스트레스에 반응하여 GUS 염색이 증가하였

다. 특히, 정상적인 생육조건 및 스트레스 해소 조건에서 2개의

Fig. 3 Design strategy of the synthetic promoters. Different TF-matrix-ID are marked with different color rectangles and approximately placed

according to their actual position on the promoter. Rectangles indicated the forward strand of DN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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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성프로모터(BL1, BL2)는 RD29A 프로모터보다 GUS 염색이

적었다. 그러나, 음성 대조군으로 사용된 pCB308 (공 벡터) 형

질전환 식물은 가뭄 스트레스에 상관없이 염색이 되지 않았다.

합성프로모터의 반응성을 정량적으로 분석하기 위해 GUS 단백

질의 활성을 측정하였다(Fig. 5). 잎에서의 GUS 단백질의 활성

을 측정한 결과 RD29A 프로모터, BL1 프로모터 및 BL2 프로

모터가 형질전환된 식물은 가뭄 스트레스에 의해 GUS 단백질

의 활성이 각각 약 49배, 17배, 10배가 증가하였다(Fig. 5A).

이와 유사하게 뿌리에서도 GUS 단백질의 활성이 각각 약 5배,

15배, 6배가 증가함을 확인하였다(Fig. 5B). 그러나, pCB308이

형질전환된 식물은 가뭄 스트레스와 상관없이 잎과 뿌리 모두

에서 GUS 단백질의 활성 차이가 없었다. 특히, 잎과 뿌리에서

RD29A 프로모터가 형질전환된 식물의 GUS 단백질의 높은 활

성은 가뭄 스트레스가 해소된 조건에서도 발현되었던 단백질들

이 많이 남아있어 활성이 높은 수준으로 존재하는 것으로 생각

된다. 이런 결과는 Yamaguchi-Shinozaki와 Shinozaki의 연구

[39]로 보고된 RD29A 프로모터는 가뭄 스트레스에 반응하여 높

은 수준으로 발현이 유도되어 가뭄 스트레스에 적응 및 대처가

높을 수 있지만, 가뭄 스트레스 상황이 지난 후에도 유도되었

던 단백질의 활성이 남아있어 정상적인 생육 상태로 회복하기

에는 다소 효율적이지 못할 것으로 생각된다. 이에, 2개의 합성

프로모터(BL1, BL2)는 가뭄 스트레스에 의해 유도되는 발현량

은 낮으나 가뭄 스트레스 상황이 해소되었을 경우, 유도되었던

단백질의 활성이 거의 남아있지 않기 때문에 정상적인 생육 상

태로 효율적으로 회복할 수 있을 것이라 예상되며, turn on 및

off가 가능한 합리적인 프로모터라고 생각된다.

Transient activity assay

2개의 합성프로모터(BL1, BL2)가 가뭄 스트레스뿐만 아니라 다

른 비 생물학적 스트레스에도 반응하는지 확인하기 위하여 비

생물학적 스트레스 중 추위에 의해 발현이 유도되는 전사조절

인자인 DREB1A [40]와 고온에 의해 발현이 유도되는 전사조

절인자인 DREB2C [41]에 대한 반응성을 조사하였다. 비 생물

학적 스트레스인 추위 및 고온에 의해 유도되는 대표적인 전사

조절인자인 DREB1A와 DREB2C에 대한 합성프로모터의 반응

성 확인은 애기장대 잎으로부터 추출한 원형질체를 이용한

transient activity assay를 통해 수행되었다. 추출된 원형질체 내

부로 effector 벡터, reporter 벡터 및 internal control 벡터를

PEG를 이용하여 동시에 형질전환 시켰다(Fig. 6A). Effector로

는 DREB1A 또는 DREB2C 전사조절인자를 사용하였고,

reporter로는 합성프로모터인 BL1과 BL2 프로모터를 GUS 유전

자 앞에 삽입한 것을 사용하였고, internal control로는 NAN 단

백질을 사용하였다. 그 결과 effector 벡터를 넣어 주지 않고

reporter 벡터만 넣어준 대조 구보다 DREB1A 전사조절인자는

positive control로 사용한 RD29A 프로모터와 합성프로모터인

BL1 프로모터, BL2 프로모터에 각각 약 26배, 3배, 23배 정도

의 GUS 유전자의 발현을 활성화하였다(Fig. 6B). DREB2C 전

사조절인자는 RD29A 프로모터와 합성프로모터인 BL1 프로모

터, BL2 프로모터에 각각 약 17배, 3배, 13배 정도의 GUS 유

전자의 발현을 활성화하였다(Fig. 6C). 이 결과는 본 연구에서

Fig. 4 Histochemical localization of β-glucuronidase (GUS) activity in transgenic Arabidopsis plants. Arabidopsis plants containing various promoter

constructs were grown on 1/2 MS agar for 8 days. After 8 days. The samples were transferred to PEG agar and grown for 3 days. Each of samples was

transferred to fresh 1/2 MS agar. The transferred transgenic plants were grown during 3 days for re-wateri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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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작한 합성프로모터가 가뭄 스트레스뿐만 아니라 저온 및 고

온에 해당하는 비 생물학적 스트레스에도 발현을 유도할 수 있

으므로, 다양한 비 생물학적 스트레스 환경에 효과적으로 대응

가능할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된다. 종합적으로 상기의 결과들로

부터 가뭄 스트레스에 특이적인 cis-regulatory element의 조합

을 통한 합성프로모터는 가뭄 스트레스에 효율적으로 발현이 유

도되는 것으로 판단되며, 추가적인 연구를 진행한다면 기존에

알려진 가뭄 스트레스 관련 cis-regulatory element 외에 새로운

Table 3 List of selected cis-regulatory element

TF-matrix-ID cis-regulatory element TF-family

TF_motif_seq_0237 AGATA, AGATG, CGATG, GGATA, GGATG, TGATA, AGATC GATA;tify

TF_motif_seq_0239 AAAGA, AAAGC, AAAGT, AAGGA, AAGGT Dof

TF_motif_seq_0240 ACGTC, ACGTT, ACGTA, ACGTG bZIP

TF_motif_seq_0241 ATTAA, ATTAC, ATTAG, ATTAT ZF-HD

TF_motif_seq_0243 GATAA, GATAC, GATAG, GATAT GATA;tify

TF_motif_seq_0246 TGACA, TGACG Homeodomain;TALE

TF_motif_seq_0248
AACAG, AACGA, AACTG, AATGG, ACCGG, ATCGG, TACGG, AAAGG, AACGT, 
AAGGG, CACGG

(Motif sequence only)

TF_motif_seq_0249 AAGTG, ACATG, ACTTG, AGGTG, ATGTG, ACGCG (Motif sequence only)

TF_motif_seq_0252 GGATT, AGATT Myb/SANT;MYB;ARR-B

TF_motif_seq_0254
ATATA, ATCAA, ATCCA, ATCGA, ATCTA, ATCTC, ATCTG, ATCTT, ATGTA, ATTTA, 
TTCTA, ACCTA, CTCTA

AP2;ERF

TF_motif_seq_0257
ACAAT, CAAAT, CCAAA, CCAAG, CCAAT, CCATT, CCCAT, CGAAT, CTAAT, GCAAT, 
TCAAT, CCAGT, CCTAT

NF-YB;NF-YA;NF-YC

TF_motif_seq_0258 ACGAC, CCCAC, CCGAA, CCGAC, CCGTC, CTGAC, CAGAC, TCGAC Dehydrin

TF_motif_seq_0261 AAGAC, GAAAC, GAGAA, GAGAC, GAGAG, GAGAT (Motif sequence only)

TF_motif_seq_0263 ACCAC, GCCAA, GCCAT, GCCGC, GCCTC, GGCAC, TCCAC, GACAC, GCCAC (Motif sequence only)

TF_motif_seq_0265 GGACC, GGGCT, GGGGC, GGTCC, GGGCC, GTGCC (Motif sequence only)

TF_motif_seq_0267
GGTAC, GTGAC, GTTAA, GTTAC, GTTAG, GTTAT, GTTCC, GTTGC, GTTTC, CTTAC, 
GTAAC, GTCAC

Trihelix

TF_motif_seq_0268 TGATT, CGATT (Motif sequence only)

TF_motif_seq_0270 TGACC, TGACT WRKY

TF_motif_seq_0271 TGAAG, TGAGG, TGATG, TGCCG, TTACG, AGACG, CGACG bZIP

TF_motif_seq_0275
TAGAC, TGGAC, TTCAC, TTGAA, TTGAC, TTGAG, TTGAT, TTGGC, TTGTC, TTTAC, 
ATGAC

(Motif sequence only)

TF_motif_seq_0300 CACGTC, CACGTT, CACATG, CACGCG, TACGTG bHLH

TF_motif_seq_0302 CAATTG, CATGTG, CATTTG bHLH

TF_motif_seq_0321 GAAAAA, GAAAAT, GATAAT, GGAAAA, GATAAA, GGTAAA (Motif sequence only)

TF_motif_seq_0343 AAACAAA, AAACACA, AAACAAT, AAACAGA (Motif sequence only)

TF_motif_seq_0349 ACCGACT, ACTGACA, ACAGACA, ACCGACA, GCCGACA (Others)

TF_motif_seq_0377 TAACAAG, TAACACG, TAACATA, TAACAAA (Motif sequence only)

TF_motif_seq_0410
ATAAGTTT, ATACACGT, ATACATTT, ATACGTTA, ATACCTAT, ATACGTGT, 
TTACGTAT

bHLH

TFmatrixID_0131
AAAAATAAA, TTGTATAAA, ACGTATAAA, AGGAATAAA, CAGGATAAA, 
TAAAATAAA, TATAATAAA

AT-Hook

TFmatrixID_0136 AAAATAAA, ATAATAAA AT-Hook

TFmatrixID_0193 ACACAAGT, ACACGTTA, ACACTTCT, ACATGGGT, ACACGCGT, ACATGAGT bZIP

TFmatrixID_0357 GGAATATTCT Myb/SANT;G2-like;MYB

TF_motif_seq_0009
AAGTCAAAGC, ACATCTTAGT, ACGTCATCTT, ACATCATTCA, ACGACGTAAA, 
ACGTCACACC

(Motif sequence only)

TF_motif_seq_0450
TGACGACA, TGACTTGA, TTACGTCG, CGACGTAA, TGACATCA, TGACCACA, 
TGACGTCA

(Motif sequence only)

TFmatrixID_0005 AAATTAATTA AT-Hook

TFmatrixID_0007 TAATTAAGTA, AAATTAATTT AT-Hook

TFmatrixID_0227 CATTTGAAGA, AGTTTGAAAG TCR;CP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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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is-regulatory element의 조합을 선별하기 위한 기초 자료로 사

용될 수 있을 것이라 생각된다.

초 록

가뭄은 작물의 성장과 생산성을 방해하는 비 생물학적 스트레

스 중 하나다. 비 생물학적 스트레스에 대응하기 위해서는 식

물이 불리한 환경 조건에서 스트레스에 나타내는 분자 조절 네

트워크를 이해해야 한다. 비 생물학적 스트레스 (가뭄에 대응)

에 대처할 수 있는 조합을 선별하기 위한 실험에서 스트레스

조건에서만 발현되는 5개의 가뭄 스트레스 유도성 프로모터를

선별하였으며, 이 중 36개의 cis-regulatory element를 선별하였

다. 그 결과 가뭄 스트레스에서만 발현되는 유전자의 프로모터

에서 cis-regulatory element를 새롭게 조합하여 미세 제어 조절

을 할 수 있는 2 개의 합성프로모터(BL1, BL2)를 제작하였다.

합성프로모터를 포함한 형질전환식물(BL1-GUS, BL2-GUS)의

분석은 합성프로모터가 건조 조건에서 형질전환식물 내의 GUS

유전자의 발현을 증가시키는 것을 통하여 확인하였다. 또한

Transient activation assay를 통해 DREB1A와 DREB2C에 의

해 합성프로모터가 활성화되는 것도 확인하였다. 이러한 결과는

가뭄 특이적인 cis-regulatory element의 조합에 의해 제작한 합

성프로모터가 다양한 비 생물학적 스트레스에 반응하고, 식물의

성장 지연을 유발하지 않고 스트레스에 효과적으로 대응할 수

있을 것이라 예상할 수 있다.

Fig. 5 Comparison of GUS activities of synthetic promoters in transgenic Arabidopsis. Total protein was extracted from the leaves (A) and/or roots (B)

of transgenic Arabidopsis plants. The Arabidopsis plants containing various promoter constructs were exposed to water deficit condition. The samples

grown on 1/2 MS agar and then transferred to PEG agar. Each of samples was transferred to fresh 1/2 MS agar for re-watering. Plant carrying RD29A-

GUS was used as inducible-expressive control. T2 transformed Arabidopsis plants were sampled to quantify GUS activity. Average GUS activities

(pmol product min−1 mg protein−1) were measured in five representative transgenic lines. Values are shown as the mean ± SD of three independent

experiments. (*p <0.05, **p <0.01, ***p <0.001, Student’s t-test)

Fig. 6 Analysis of transcriptional activities of synthetic promoters using Arabidopsis protoplasts. Transcription factors were co-expressed in

Arabidopsis leaf protoplast with the GUS reporter gene. (A) Diagram of the effector, reporter and internal control constructs used in the transcriptional

activation assay. Transcriptional activation analysis showing the effects of the transcription factor on induction of DREB1A (B) and DREB2C (C).

NAN activity was used as an internal control. Values are mean ± SD (n =3). (*p <0.05, **p <0.01, Student’s t-tes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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