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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Given that soil salinity significantly limits plant growth and production in agricultural land, research on salt stress is of particular
agricultural relevance. In this study, for the purposes of functional screening of genes involved in salt stress responses, we selected approximately
651 transgenic Arabidopsis lines (157 independent full-length) from a transgenic Arabidopsis population overexpressing full-length Brassica
rapa cDNAs. Initial screening indicated that the transgenic lines of 12 genes showed apparent salt tolerance phenotypes when exposed to
NaCl at a concentration of 125 mM, among which, two genes (BrATL30 and BrZHD10) were selected for detailed characterization. The T3
progeny of these transgenic lines exhibited accelerated seed germination, often accompanied by faster root growth and higher survival rate,
compared with wild-type plants under salt stress. Additionally, in order to examine the agricultural potential of the two selected B. rapa genes,
we constructed BrATL30- and BrZHD10-overexpressing Brassica napus transgenic plants (BrATL30-OX and BrZHD10-OX), which showed
apparent high salt stress-tolerant phenotypes compared with wild-type plants. Furthermore, we found that the basal expression of several saltand abiotic stress-responsive genes was higher in transgenic plants than in wild-type plants. Taken together, this study will provide two valuable
functional genes related to salt stress toleran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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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 언

배추는 국내 주요 채소 작물 중의 하나로 김치의 주원료로서
2017년 국내시장 시장규모가 약 1조 4500억원에 달하고 2018년

애기장대 유전체 해독 기술을 시작으로 벼, 배추, 콩 등 작물에

도 수출액이 약 1억 달러에 달하는 경제적, 산업적으로 그 중요성

서도 유전체 해독이 완료되었거나 진행 중이며 국내에서는 배,

이 매우 높은 작물이다(2019 식품산업통계정보시스템). 배추

도라지, 메밀, 결명자 등 특수 경제 작물에서도 유전체 해독이

유전체는 우리나라 배추 지부 품종을 재료로 이용 하여 국제

진행되고 있다. 이러한 유전체 해독 정보는 궁극적으로 우수

컨소시움을 통하여 2011년 유전체 해독을 완료하였다(Wang

품종 개발을 위한 분자표지 개발뿐만 아니라 우수 유용 유전자

et al. 2011). 현재 이렇게 벼, 배추 등 작물 유전체 해독이 완료된

선발 및 활용에 사용되어야 의의가 있다. Brassica 식물은 가장

후 축적된 유전체, 전사체 등의 유전정보는 농업적으로 유용한

널리 연구된 모델 식물인 애기장대를 포함하여 약 338속 3700종

우수 유전자를 선발하고 기능 분석을 하는데 필수적으로 이용되

이 있는 배추과(Brassicaceae)에 속하는 작물로 배추, 양배추,

고 있다.

브로콜리, 유채 등이 있으며 채소와 오일 작물을 포함하고 전

작물에서 기능을 하는 유전자 수는 작물에 따라 다소 차이가

세계 채소 생산의 약 10%, 전 세계 식용 채소 오일 생산의

있으나 적어도 30,000개 이상으로 존재하는 것으로 추정된다.

약 12%를 차지할 정도로 주요한 작물이다(Anjum et al. 2012).

이러한 대량의 유전자들의 기능을 분석하고 유용한 유전자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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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발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방법이 사용되었다. 유전자의 loss-of-

선발하였다. 애기장대에 형질전환을 위해서 선발된 유전자들은

function에는 T-DNA, Ac/Ds, Tos17 transposon등의 삽입 변이

제초제 Phosphinothricin (ppt) 분해 유전자 Phosphinothricin

체가 이용되었고, gain-of-function을 위해서 full-length (완전장)

N-acetyltransferase (bar-ppt resistance) 부위를 포함하는 식물

cDNA를 과발현시킨 FOX (Full-length cDNA overexpressing

형질전환 벡터 pB2GW7 벡터에 클로닝 되었고 CaMV 35S

gene hunting system) 라인이 이용되었다(Ichikawa et al. 2006,

프로모터와 35S 터미널(35S-ter) 사이에 융합하여 발현이 되도

Seki & Shinozaki 2009, Lee et al. 2010a, Lee et al. 2010b,

록 제작하였다. 또한 애기장대에서 내염성 기능이 확인된 유전자

Sakurai et al. 2011). 이러한 집단들의 제작은 유전체 및 전사체

를 유채에 형질전환하기 위하여 하이그로마이신 저항성 유전자

정보가 많이 축적된 벼와 애기장대를 중심으로 이루어졌으며

를 포함하는 pMDC32와 pH2GW7 벡터에 각각 CaMV 35S

이들 집단들의 특성을 분석함으로써 유전자들의 기능을 확인하

프로모터와 nopaline synthase 터미널(nos-ter) 및 35S 터미널

는 연구가 지속적으로 수행되고 있다. 따라서 유전자 기능 연구를

(35S-ter) 사이에 융합하여 벡터를 제작하였다. 제작된 벡터들은

위한 형질전환체 집단 소재 구축 및 활용, 형질평가 연구는 식물

freeze thaw 방법으로 Agrobacterium tumefaciens GV3101에

생명공학 연구를 위한 기반 구축이라고 할 수 있다. 또한 이러한

도입하여 애기장대 및 유채 형질전환에 사용하였다.

형질전환 집단 특성 분석을 통한 유전자 기능 분석 연구는 전

애기장대 형질전환 및 형질전환체 선발애기장대 형질전환은

세계적으로 문제가 되고 있는 기후변화 대응, 생산량 증대, 고부

애기장대 Col-0 (Arabidopsis thaliana ecotype Col-0)를 파종

가 기능성 등 관련 유용 유전자를 확보하는 데에 있어서 매우

후 4℃에서 2일간 암 처리한 후, 23℃ 장일조건(낮 16시간 /밤

중요하다고 할 수 있다. 배추는 애기장대와 같은 십자화과에

8시간)인 생장상에서 약 4주간 생육시켰다. 4주된 애기장대 식물

속하여 유사하다고는 하나 배추 유전자는 약 41,173개로 추정되

체의 일차 추대를 제거한 후 최소한 10 cm의 3-4개의 이차

고 있으며, 대부분의 유전자들이 family 형태로 존재하면서 배추

추대를 유도하였다. Agrobacterium GV3101를 항생제가 포함된

특이적으로 발현하는 유전자의 기능이 다를 것으로 추정된다

50 ml의 LB배지에서 28℃에서 200 rpm으로 2일간 배양한 후

(Jung et al. 2014). 따라서 배추 유전자들에 대한 형질전환 집단

5% sucrose와 0.05% silwet L-77이 함유된 용액에 O.D 0.8

구축 및 특성 평가와 유전자 기능 연구가 지속적으로 필요하다.

정도로 희석하여 현탁액을 제조하였다. 제조한 현탁액을 애기장

고염 스트레스는 식물의 생장과 발달을 저해하는 환경 스트레

대 꽃봉오리에 분사한 후 충분한 습도와 암 조건을 유지한 상태로

스 중 하나로 건조한 토양에서 과다한 염도는 식물에 스트레스로

24시간 배양한 다음 23℃, 장일조건의 생장상에서 3-4일 더

작용하여 생육과 생장을 저해하고 생산성을 감소 시킨다(Zhu

배양시키고 동일한 방법으로 2회 형질전환을 반복하였다(Hong

2001). 본 연구에서는 배추 유전체 연구의 일환으로 축적된 배추

et al. 2012). 이 후, 23℃, 장일조건의 생장상에서 꼬투리(silique)

EST (Expressed sequence tags)로부터 full-length이면서 기능

가 갈색으로 완전히 성숙할 때까지 약 4-6주간 생육시킨 후

미확인 유전자 또는 전사인자군(transcription factors)을 과발현

종자를 수확하였다. 수확된 종자를 파종하여 생육 2주째 1차,

시켜 제작된 형질전환 애기장대 집단을 활용하여 내염성 유전자

4주째 2차로 0.3% 바스타를 살포하여 형질전환체를 선발하여

를 선발하였다. 애기장대에서 선발된 유전자를 유채에 형질전환

같은 조건으로 생육시킨 후 후대종자를 확보하였다. 형질전환체

하여 내염성을 나타내는 것을 확인 하였으며 고염의 환경 스트레

의 세대 진전을 위해 종자를 ppt 25 mg/L이 포함된 MS 기본

스에 대한 농업적 형질을 개선하기 위한 유전자로 이용될 수

배지에 40개씩 파종하여 멘델의 유전 법칙에 의한 분리비가

있다는 것을 제시하고자 하였다.

약 3(저항성): 1 (감수성)로 나타나는 식물체를 선발하여 후대
육성을 한 후 실험에 사용하였다.

재료 및 방법
유채 형질전환체 제작 및 세대 육성
배추 완전장 유전자 식물형질전환 벡터 제작

유채 형질전환은 아그로박테리움을 이용한 Hong et al. (2013)

배추의 생장발달 단계별 또는 스트레스 처리된 시료를 이용하

의 방법과 유사하게 하였다. 유채는 영산 품종을 본 실험에 사용

여 제작된 cDNA library에서 구축된 EST 정보로부터 완전장의

하였다. 유채 종자를 MS 기본 배지에 파종하여 25ºC 배양실에서

ORF를 포함하고 조직 또는 스트레스 특이적 발현을 나타내지

6-7일 발아시킨 후 하배축을 0.5 cm 크기로 절단하여 전배양

만 애기장대 유전자들과 상동성이 낮은 약 300개 유전자들을

배지(MS basal medium, 1 mg/L NAA, 2 mg/L BA, 2 mg/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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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gNO3, 3% sucrose, and 0.9% plant agar)에서 2일 동안 배양시

형질전환체 유전자 도입 확인 및 발현 분석

켰다. 전배양된 하배축 조직을 아그로박테리움과 25ºC, 암 상태

Genomic DNA PCR과 RT-PCR을 통해 유전자 삽입 유무와

에서 공동배양 배지(MS basal medium, 1 mg/L NAA, 2 mg/L

발현을 각각 확인하였다. 유채 식물체 잎으로부터 genomic DNA

BA, 2 mg/L AgNO3, 100 μM acetosyringone, 3% sucrose, and

를 분리하였다(DNeasy Plant Kit, Qiagen, Hilden, 독일). 분리된

0.9% plant agar)에서 3일 동안 공동 배양하였다. 공동배양한

genomic DNA 100 ng을 사용하여 유전자 특이 프라이머를

하배축을 100 mg/L carbenicillin, 250 mg/L cefotaxime이 첨가

이용한 PCR (95℃에서 3분, 95℃에서 30초, 55℃에서 30초,

된 멸균수로 5-6번 세척하여 아그로박테리움을 제거한 후 선발배

72℃에서 45초, 35 사이클, 72℃ 10분)로 식물체내 유전자 도입

지(MS basal medium, 1 mg/L NAA, 2 mg/L BA, 2 mg/L AgNO3,

을 확인하였다(Table 1).형질전환체에 도입된 유전자 발현을

3% sucrose, 15 mg/L hygromycin, 100 mg/L carbenicillin,

확인하기 위하여 형질전환 식물체의 잎으로부터 Hong et al.

250 mg/L cefotaxime, and 0.9% plant agar)에 치상하였다. 신초

(2017, 2018)방법과 유사하게 total RNA를 분리하였다. Semi-

가 형성될 때까지 새로운 선발배지에서 2-3주 간격으로 계대배양

quantitative RT-PCR 분석을 위해 역전사 효소(MMLV transcriptase

하였다. 재분화되어 나온 신초를 식물 생장조절제가 포함되어

RNase free, Toyobo, Toyobo, Osaka, 일본)를 이용하여 total

있지 않은 MS 배지로 옮겨 뿌리 형성을 유도하였다. 뿌리가

RNA 5 μg을 cDNA 라이브러리로 제작하고 3배 희석하여 2 μl를

형성되어 생육이 왕성한 형질전환체를 순화시켜 춘화처리(4℃,

PCR 증폭에 사용하였다(Table 1). 유전자 특이 프라이머를 이용

30일 처리) 후 온실에서 재배하여 종자를 수확하였다.

하여 PCR (95℃에서 3분, 95℃에서 30초, 55℃에서 30초, 72℃
에서 45초, 25 사이클, 72℃ 10분)로 유전자 발현을 확인하였고

Table 1. Oligonucleotide primers used in RT-PCR.
Target

Acc. no.

ABI1

At4g26080

DREB2A

At5g05410

FRY

At5g63980

HKT1

At4g10310

SOS1

At2g01980

BnABI1

XM_013885981

BnDREB2A

XM_013863571

BnFRY

XM_013787640

BnSOS1

ACA50526

BrATL30

XM_009103253

BrZHD10

XM_009141674

AtActin

At3g18780

Bactin
HPT
Gw-S

Primer sequences
5'-ATGGAGGAAGTATCTCCGGCGATCG-3'
5'-ATCGCCAATGGATCTCGACATGGCG-3'
5'-ATGGCAGTTTATGATCAGAGTGGAG-3'
5'-CCTGTATGAACCGTTGGCAACACTG-3'
5'-ATGGCTTACGAGAAAGAGCTTGATG-3'
5'-ACTATAGCACCAGCGACATGGTCC-3'
5'-CGCTGTGACGTTGAGACTGTTACTG-3'
5'-CCATATGCACTGATAACTTCGAGAG-3'
5'-ATGACGACTGTAATCGACGCGACG-3'
5'-ACGCCAGACCAATGCCTACAGCTCC-3'
5'-ATGGAGGAAGTATCACCAGCCGTTG-3'
5'-ACGTGTCACCATCGCAGAGCATCGGC-3'
5'-ATGGCGGTTTATGACCATAGCGGAG-3'
5'-ACTCGCTCAGCCAATCACTGCTTGG-3'
5'-ATGTCATCTATAAATTGCTTTCGAAC-3'
5'-ACCTTCAGATGTGCCACAGTCGATG-3'
5'-TGGCGACTGTAATCGACGCGGCGATG-3'
5'-ACAGGATCTGTGGCACTTAAGAGTCC-3'
5'-ATGCCGATAACGAAACCGCTCGGATC-3'
5'-TTAACTTTGGGATTCCGGTACAAGTG-3'
5'-ATGGATATGGCGACTCATACAACAA-3'
5'-TCACGACGACGACGACCCGTTTACG-3'
5'-ATGGCTGAGGCTGATGATATTCAA-3'
5'-TTAGAAACATTTTCTGTGAACGATT-3'
5'-TGGCATCACACTTTTCTACAA-3'
5'-CAACGGAATCTCTCAGCTCC-3'
5'-AGCCTGAACTCACCGCGACGTCTGTCGAGAAGTTTC-3'
5'-TCTACACAGCCATCGGTCCAGACGGCCGCGCTTCTG-3'
5'-ACAAGTTTGTACAAAAAAGCAGGCT-3'
5'-ACCACTTTGTACAAGAAAGCTGGGT-3'

Expected size (bp)
951
879
884
916
727
613
598
528
505
864
954
1220
516
96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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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NA 염기서열 분석을 통해 도입된 유전자의 발현을 최종 확인

(Vallejo et al. 2010, Baek et al. 2014).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하였다. 내재 유전자 Bactin의 유전자 발현 수준은 정량적 대조군

배추 조직(꽃, 화분, 뿌리, 캘러스) 및 생장발달 단계, 염과 저온

으로 사용되었으며 모든 실험은 3반복으로 수행하였다(Yao et

스트레스 처리 후에 발현되는 EST 정보로부터 약 300개의 완전

al. 2005, Hong et al. 2010).

장 유전자를 선별하여 독립적으로 과발현시켜 제작한 형질전환
애기장대 집단을 활용하여 내염성 기능을 갖는 고유 유전자를

형질전환 애기장대 및 유채 내염성 분석

선발하고자 하였다. 유전자 발현이 안정적으로 유지되는 계통

고염 스트레스에 저항성을 보이는 형질전환 애기장대를 선발

선발을 위해서 T1 종자를 ppt 25 mg/L에서 발아시켜 제초제

하기 위하여 125 mM NaCl이 포함된 1/2MS 기본 배지에 종자를

저항성과 감수성을 조사하여 비율이 3:1로 나타나는 157개 유전

파종 후 15일 동안 배양하여 발아 및 생장 속도를 관찰하였다.

자가 도입된 651 형질전환 계통을 최종적으로 선발하였다. 이들

뿌리 길이 생장 측정은 비형질전환체와 형질전환체 종자를

계통으로부터 확보한 종자를 고염(125 mM NaCl)이 포함된

1/2MS 기본 배지에 파종 후 2일째 125 mM NaCl이 포함된

배지에 키워 비형질전환체 보다 백화현상이 낮고 생장이 좋은

1/2MS 기본 배지에 이식 후 12일간 수직으로 배양하여 주근의

독립된 T2 세대 12계통을 선발하였다. 이렇게 선발된 T2 세대

길이를 측정하였다. 또한 토양에서 고염 스트레스 내성을 측정하

식물체에서 벡터 특이 프라이머를 이용해 genomic DNA PCR로

기 위하여 토양에서 14일 동안 생장시킨 형질전환 애기장대에

유전자를 분리하고 염기서열을 다시 분석하여 Brassica database

0, 150, 200 mM NaCl을 2일 간격으로 5번 공급 한 후 10일

(BRAD, http://brassicadb.org/brad/index.php)에서 확인 후 최

뒤에 애기장대의 생존율을 측정하였다.

종적으로 NCBI (http://www.ncbi.nlm.nih.gov)에서 유전자 정보

고염 스트레스에 대한 유채 형질전환체의 내염성을 분석하기

를 재확인하였다(Table 2). 이들 중에서 기능이 잘 알려져 있지 않은

위하여 Song et al. (2014)의 방법을 일부 수정하여 사용하였다.

Bra025008 (BrATL30, B. rapa RING-H2 finger protein ATL30)

비형질전환 및 T1 형질전환 유채 종자를 원예용 상토에 파종한

과 Bra025644 (BrZHD10, B. rapa zinc-finger homeodomain

후 20일 정도 생장하여 본엽이 4-5장 되었을 때 300 mM NaCl를

protein 10) 유전자를 각각 포함하는 B267과 B288 계통의 T2

2일 간격으로 3번 처리하고 350 mM NaCl를 2일 간격으로

종자를 파종하여 100% 제초제 저항성을 나타내는 형질전환체를

2번 처리한 후 10일 뒤에 생존율을 조사하고 내염성을 검정

T3 세대까지 진전시켜 호모계통을 육성하여 고염 스트레스 저항

하였다.

성 특성을 분석하였다.

내염성 관련 유전자 발현 분석형질전환 식물체에서 내염성

내염성 식물체를 선발하는 대표적인 방법은 고염 스트레스에

관련 유전자들의 발현 수준을 확인하기 위하여 형질전환 식물

서 유묘 생장과 뿌리 발달 분석을 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Zhu

체의 잎으로부터 Trizol (Invitrogen, Carlsbad, CA, 미국)을

et al. 1998). 선발된 애기장대 형질전환체의 유묘 생장이 고염

사용하여 total RNA를 분리하였다. 유전자 특이 프라이머들을

스트레스에 대한 저항성을 나타내는지 확인하기 위하여 125 mM

사용하여 semi-quantitative RT-PCR을 수행하였다(Table 1).

NaCl이 포함된 배지에서 종자를 발아시켜 생존율을 조사하였다

Semi-quantitative RT-PCR 결과로부터 Quantity One (Bio-

(Fig. 1A, 1B). 그 결과 비형질전환체는 대부분 종자 발아 초기에

Rad, Hercules, CA, 미국; Hong et al. 2018)과 GelQuant.NET

백화현상이 나타나며 생존율이 10% 미만으로 나타났으나 형질

(http://biochemlabsolutions.com/GelQuantNET.html)을 이용

전환체 B267과 B288의 생존율은 각각 평균 74, 65%로 비형질전

하여 상대적 발현 수준을 측정하였으며 모든 실험은 3반복으로

환체보다 각각 약 64%, 55% 높은 생존율을 보였다(Fig. 1C,

수행하였다.

1D). 또한 선발된 B267과 B288 애기장대 형질전환체 종자를
기본배지에 발아 후 2일 째 125 mM NaCl 배지로 옮겨 뿌리

결과 및 고찰

길이 생장을 12일 동안 측정한 결과 비형질전환체는 백화현상이
발생하며 뿌리 생장이 저해 받은 것에 비해서 형질전환체는

배추 완전장 유전자 애기장대 형질전환 및 내염성 분석

백화현상이 발생하지 않으며 뿌리가 거의 정상적으로 생장하였

건조한 토양에서의 고염 스트레스는 식물체의 생장을 저해하

다(Fig. 2A, 2B). 유묘 생장발달 동안 주근(Primary root)의 길이

고 생산성을 감소 시키기 때문에 이러한 환경 재해에서 생장이

를 측정한 결과 비형질전환체에서는 주근 생장이 억제 받고

원활 할 수 있는 내염성 작물을 개발하는 연구가 진행 중이다

길이가 짧아졌으나 B267과 B288 애기장대 형질전환체 주근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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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2. Selection of salt-tolerance lines from 157 full-length B. rapa cDNAs-OX transgenic Arabidopsis plants.
Plant line
name

Chlorotic seedlings
(%)

B. rapa gene
ID

NCBI
acc. no.

Wt (Col-0)

100

B156
B158

67.2

Bra017664

XM_009140057

B. rapa bZIP transcription factor 11

61.5

Bra000453

XM_009135568

B. rapa transcription factor MYB12

B161

73.4

Bra010808

XM_009111387

B. rapa seipin-2

B162

78.9

Bra039748

XM_009129217

B. rapa translation initiation 3 subunit J

B222

44.9

Bra035792

XM_009147396

B. rapa ethylene-responsive transcription factor 7

B223

41.7

Bra009112

XM_033281883

B. rapa dehydration-responsive element-binding protein 2A

B227

73.1

Bra022770

XM_033288507

B. rapa dehydration-responsive element-binding protein 1B

B236

59.1

Bra035137

XM_009108486

B. rapa 3-isopropylmalate dehydrogenase

Gene name

B267

59.5

Bra025008

XM_009103253

B. rapa RING-H2 finger protein ATL30

B282

39.4

Bra002441

XM_033282376

B. rapa E3 ubiquitin-protein ligase RZFP34

B288

54.5

Bra025644

XM_009141674

B. rapa zinc-finger homeodomain protein 10

B299

50.9

Bra026210

XM_009150581

B. rapa PHD finger protein ALFIN-LIKE 7

Fig. 1. Salt stress tolerance phenotypes of transgenic Arabidopsis
B267 and B288 lines. (A) and (B) B267 and B288 transgenic line
seeds were geminated on 1/2MS agar medium with 125 mM NaCl,
respectively. Photographs were taken after 15 days. (C) and (D)
The survival rate of B267 and B288 transgenic lines (100 plants
per line) are shown for experiment (A) and (B), respectively. Bars
represent the means±standard error of three replicates. Asterisks
represent significant differences from the untransformed wild-type
(**; p-value <0.01, Student’s t-test). Wt, untransformed wild-type
plants; lanes #1-#3, selected transgenic lines, respectively.

Fig. 2. Comparison of seedling growth in transgenic Arabidopsis
B267 and B288 lines under salt stress conditions. (A) and (B) B267
and B288 transgenic lines germinated on 1/2MS agar medium for
2 days, and then transferred onto 1/2MS agar medium with 125
mM NaCl. Plants were incubated vertically and photographed after
12 days, respectively. (C) and (D) Time course of primary root elongation
in days after germination for B267 and B288 transgenic lines (100
plants per line) on 1/2MS plates with 125 mM NaCl supplement,
respectively. Similar primary root elongation kinetics were obtained
from three independent experiments. Bars represent the means±standard
error of three replicates. Asterisks represent significant differences
from the untransformed wild-type (*; 0.01< p-value <0.05, **; p-value
<0.01, Student’s t-test). Wt, untransformed wild-type plants; lanes
#1-#3, selected transgenic lines, respectively.

토양에서 애기장대 형질전환체의 내염성을 분석하기 위해 원
정상적으로 생장하였다(Fig. 2C, 2D). 또한 주근으로부터 발생된

예용 상토에 14일 생장한 형질전환 애기장대에 0 mM, 150 mM,

측근의 수는 비형질전환체에서 1.2개로 급격하게 감소하였으나

200 mM NaCl을 2일 간격으로 5번 공급 한 후 10일 뒤에 생존율

형질전환체는 4-5개로 정상적으로 발생하였다(Fig. 2A, 2B).

을 조사하였다. 그 결과 200 mM NaCl에서는 비형질전환체와
3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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큰 차이 없이 생존율이 낮았으나 150 mM NaCl에서는 생존율이

결손 시켜 고염 스트레스에 대한 민감도나 내성을 가지는 계통을

비형질전환체가 약 22%이며 B267과 B288 애기장대 형질전환

선별하여 내염성 유전자를 발굴 하였고 이러한 방법을 통해

체의 생존율은 각각 평균 74%, 89%로 비형질전환체보다 각각

SOS (SALT OVERLY SENSITIVE)가 고염 스트레스 내성에 관여

약 52%, 67%로 더 높은 생존율을 나타냈다(Fig. 3A-3D). 이러한

하는 기능을 가진 유전자로 밝혀졌다(Zhu 2001). Baek et al.

결과들로부터 애기장대 형질전환체는 BrATL30과 BrZHD10유

(2014)은 모델식물 애기장대와 유사한 염생 식물인 salt cress의

전자 도입에 의해 고염 스트레스에 대한 내성이 증가한 것으로

완전장 cDNA 집단을 포함하는 식물 형질전환용 벡터를 제작하

보인다.

여 애기장대에 도입하였고 고염 스트레스 조건하에서 내성을

토양에서 높은 농도의 염은 건조한 환경의 토양에서 더 큰

가지는 형질전환체로부터 해당 유용유전자를 확보하였다. 본

스트레스로 상승하여 식물의 생장과 발달을 저해하여 생산성을

연구에서는 배추 완전장 유전자를 과발현시킨 애기장대 집단에

감소시키는 중요한 환경 스트레스 이다(Parvaiz & Satyawati

염 처리를 하여 고염 스트레스에서 생장이 우수한 계통을 선발하

2008). 식물체가 고염에 노출되면 삼투압 반응에 의한 급격한

였으며, 그 결과 BrATL30과 BrZHD10 유전자는 고염 스트레스

수분 포텐셜의 변화로 수분이 흡수되는 방해와 세포 내 나트륨

에서 생장, 생육, 뿌리 발달이 저해 받지 않은 내염성의 특성을

농도 증가로 인해 이온 독성의 증가로 생장과 발육이 저해된다

가지는 유용 유전자로 예측된다.

(Yun 2005, Jiang et al. 2007, Munns & Tester 2008). 이러한
환경 스트레스에 생육이 가능한 식물과 작물의 기능을 개선하기

애기장대 형질전환체 내염성 관련 유전자 발현 분석

위하여 내염성 식물에서 고염 스트레스 저항성 유전자를 발굴하

고염의 환경에서 식물체나 작물은 NaCl에 의해 유발되는

여 활용하는 연구들이 진행 되었다. 특히 내염 식물과 비내염

보상 기작의 활성화로 세포 내 증가된 이온의 독성을 해독하고

식물체의 유전체 비교 분석을 통해 환경 스트레스에 특이적

삼투압 현상에 의한 수분포텐셜의 급격한 변화를 억제함으로써

발현을 나타내는 유전자들을 확인 하였다(Dassanayake et al.

항상성을 유지하여 생존하는데 이러한 환경에서 항상성을 조절

2013). 또한 유전자 집단을 식물체나 작물에 과발현 시키거나

하지 못한 식물체는 세포 사멸이 유도되어 생존할 수 없게 된다
(Jinag et al. 2007, Munns & Tester 2008). 지금까지 보고된
경우를 보면, 고염 스트레스에 내성을 나타내는 유전자들은 NaCl
에 대한 반응과 내성에서 이온 교환이나 신호전달 구성요소에서
중요한 역할을 담당하는 것으로 밝혀졌다(Munns & Tester
2008). 또한 환경 스트레스에서 생장과 생존을 촉진하는 보상
메커니즘에 관여하는 전사조절 유전자들이 고염 스트레스 내성
에 관여하는 것으로 보고되었다(Nakashima et al. 2000, Qiu
et al. 2004, He et al. 2005).
따라서 선발된 애기장대 형질전환체에서 이온 변화나 환경
스트레스에 관련된 유전자들의 발현 조절을 통해 고염 스트레스
내성에 영향을 주었을 것으로 예상되어 이들 유전자들의 특이

Fig. 3. Salt stress tolerance phenotypes of transgenic Arabidopsis
B267 and B288 lines in soil. (A) and (B) Fourteen-day-old soil-grown
transgenic plants of B267 and B288 lines were irrigated with water
(0 mM) or 150 mM NaCl or 200 mM NaCl at 2-day intervals for
5 times, respectively. Pictures were taken 10 days after the treatment.
(C) and (D) The survival rate of transgenic Arabidopsis B267 and
B288 lines (100 plants per line) is shown for experiment (A) and
(B), respectively. Bars represent the means±standard error of three
replicates. Asterisks represent significant differences from the untransformed wild-type (**; p-value <0.01, Student’s t-test). Wt, untransformed wild-type plants; lanes #1-#3, selected transgenic lines,
respectivel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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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라이머를 제작하여 발현 양상을 조사하였다. T3 세대 애기장대
형질전환체에서 BrATL30과 BrZHD10 유전자가 과발현되는 것
을 확인할 수 있었으며 도입된 유전자 모두 안정적으로 삽입되어
유전되었다는 것을 알 수 있었다(Fig. 4A, 4B). BrALT30 과발현
애기장대에서 SOS1 (Salt overly sensitive1), HKT1 (High-affinity
K+ transporter 1), ABI1 (Abscisic acid-insensitive1), FRY1 (Fiery1),
DREB2A (Dehydration-responsive element-binding protein 2A)
유전자들은 비형질전환체보다 발현량이 현저히 증가한 것을
확인 할 수 있었다(Fig. 4A). 그러나 BrZHD10 과발현 애기장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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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서는 환경 스트레스 관련 DREB2A 유전자의 발현은 증가

호르몬 ABA생합성 경로에 관련 유전자로 염 스트레스에서 나트

하였으나 이온 항상성 관련 HKT1 유전자 발현은 반대로 감소하

륨 이온의 확산을 감소시키는 장벽의 역할을 담당하는 세포내

였으며 다른 유전자들의 발현은 확인 할 수 없었다(Fig. 4B).

ABA 증가를 유도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Leung et al. 1994.

SOS 유전자는 고염 스트레스에서 세포 내부의 나트륨 증가로

Bartels & Sunkar 2005, Duan et al. 2013). 전사조절인자인

이온 농도가 높아지면 발생되는 독성을 제거하기 위해 다양한

DREB 유전자계는 NaCl 저항성을 포함한 비생물학적 스트레스

인자들을 활성화 시켜 염에 대한 저항성을 강화 한다(Bahmani

에서 중요한 역할을 담당한다(Lata & Prasad 2011). Sakuma

et al. 2015). 실제 SOS가 결실된 돌연변이체에서는 염 스트레스

et al. (2006)은 DREB2A 유전자가 건조, 열 충격, 고염에 의해

에 대한 감수성이 증가 하였고 과발현 애기장대에서는 염 저항성

발현이 증가되고 과발현된 애기장대에서 다양한 환경스트레스

이 증가하는 결과를 보고 하였다(Liu et al. 2000, Shi et al.

관련 유전자들의 발현 증가를 통해 염 스트레스에 대한 저항성을

2002, Yang et al. 2009). HKT1 유전자 또한 세포내 나트륨의

증가시키는 것으로 보고하였다.

농도를 조절하여 염에 대한 저항성을 증가 시키는 역할을 수행한

이러한 사실에 미루어 볼 때 애기장대 형질전환체에 도입된

다고 보고되었다(Rus et al. 2001, 2006, Xiong & Zhu 2002).

BrALT30 유전자는 기존 연구와 유사하게 이온 항상성 및 환경

FRY1 유전자는 저온, 염, 건조, ABA에 반응하여 발현이 유도되

스트레스 관련 유전자들의 발현을 증가시킴으로써 고염 스트레

며 염 스트레스에 대한 저항성을 증가시킨다고 보고 되었다

스에 대한 저항성 증가를 유도하는 것으로 예상할 수 있다. 그러

(Quintero et al. 1996, Xiong et al. 2001). ABI1은 식물 스트레스

나 배추 BrZHD10 유전자는 애기장대에서 환경 스트레스 관련

Fig. 4. Expression patterns of salt and environment stress tolerance genes in transgenic Arabidopsis B267 (A) and B288 (B) lines. Bars
represent the means±standard error of three replicates. Asterisks represent significant differences from the untransformed wild-type (*; 0.01<
p-value <0.05, **; p-value <0.01, Student’s t-test). Wt, untransformed wild-type plants; lanes #1-#3, selected transgenic lines, respectively.
BrATL30; B. rapa RING-H2 FINGER PROTEIN ATL30, BrZHD10; B. rapa ZINC-FINGER HOMEODOMAIN PROTEIN 10, ABI1; ABSCISIC
ACID-INSENSITIVE1, DREB2A; DEHYDRATION-RESPONSIVE ELEMENT-BINDING PROTEIN 2A, FRY1; FIERY1, HKT1; HIGH-AFFINITY
K+ TRANSPORTER1, SOS1; SALT OVERLY SENSITIVE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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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로를 통한 유전자의 발현을 조절함으로써 고염 스트레스에서

BrZHD10 유전자가 과발현 됨을 최종 확인하였다(Fig. 5C-5F).

저항성을 나타낸 것으로 추측되며 BrALT30유전자와는 반대로

고염농도의 토양에서 BrATL30과 BrZHD10 형질전환 유채의

이온 항상성 관련 경로에서는 감수성에 관련된 유전자로 예측된다.

내염성 검정을 분석하기 위해 300 mM NaCl과 350 mM NaCl을
순차적으로 처리하여 생존율을 비교하였다. 그 결과 비형질전환

유채 형질전환체 내염성 분석 및 유전자 발현 분석

체의 생존율은 약 21% 이하였으나 BrATL30과 BrZHD10 형질전

애기장대에서 내염성 증대에 효과가 있다고 확인된 BrATL30

환 유채의 평균 생존율은 85%, 70%로 각각 약 64%, 49% 더

과 BrZHD10 유전자를 유채에 형질전환 하여 고염 스트레스에

높게 나타났다(Fig. 6E, 6F). 고염을 처리한 토양에서 생장한

대해 내성을 가지는 내염성 유채 작물 개발에 활용하고자 하였다.

형질전환체와 비형질전환체의 잎 조직의 성장을 비교한 결과

T0 유채 형질전환체를 독립적인 계통으로 BrATL30는 9 계통,

비형질전환체의 잎은 고염에 의해 심한 생장 저해를 받고 있으나

BrZHD10는 19 계통을 확보하여 종자를 수확하였다(Fig. 5A,

형질전환체의 잎은 모두 정상적으로 생장하였다(Fig. 6C, 6D).

5B). 수확한 종자를 하이그로마이신 30 mg/L에서 발아시켜 항생

또한 고염의 토양에서 비형질전환체 주근의 길이 생장과 측근

제 저항성과 감수성이 3:1 비율로 나타내면서 고염 스트레스

발생이 모두 감소하였으나 형질전환체는 주근의 길이 생장과

내성을 보이는 계통들에서 BrATL30는 3 계통, BrZHD10는 3

측근 발생이 모두 정상적으로 발생하였다. 이 결과들로부터

계통을 선발하였다. T1 식물체에서 각 유전자의 특이 프라이머를

BrATL30과 BrZHD10 과발현 애기장대 형질전환체와 유사하게

이용한 semi-quantitative RT-PCR을 수행한 결과 BrATL30과

형질전환 유채 또한 고염 스트레스에 대한 내성이 증가하였으며

Fig. 5. The expression of BrATL30 and BrZHD10 in transgenic B. napus plants. (A) and (B) Structure of the 35S-Pro::BrATL30 and 35S-Pro::BrZHD10
constructs for expression in B. napus, respectively. (C) and (D) Genomic DNA PCR analysis of BrATL30-OX and BrZHD10-OX transgenic
B. napus plants respectively. The presence of BrATL30, BrZHD10, and hpt transgenes was verified by PCR amplification using specific
primers. (E) and (F) Semi-quantitative RT-PCR for BrATL30 and BrZHD10 genes in transgenic B. napus plants (upper panel), respectively.
Relative expression level of BrATL30 and BrZHD10 transgene (lower panel), respectively. Bactin gene expression level was used as a
quantitative control. Bars represent the means±standard error of three replicates. Asterisks represent significant differences from the untransformed
wild-type (*; 0.01< p-value <0.05, **; p-value <0.01, Student’s t-test). Lanes: M, molecular size marker; Wt, untransformed wild-type plants;
lanes #1-#6, selected transgenic lines, respectivel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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잎과 뿌리 생장이 저해를 받지 않는다는 것을 확인 할 수 있었다.

확인 할 수 있었다(Fig. 4A, Fig. 7A). BrZHD10 유전자는 애기장

내염성 형질을 나타낸 BrATL30과 BrZHD10 형질전환 유채에

대 형질전환체와는 다르게 형질전환 유채에서 DREB2A뿐만아

서 이 유전자들이 과발현된 형질전환 애기장대와 유사하게 이온

니라 ABI1, FRY1, SOS1 유전자들의 발현도 증가시켰다(Fig.

변화나 환경 스트레스 관련 유전자들의 발현이 내염성 증대에

4B, Fig. 7B). 그러나 애기장대 형질전환체에서 도입된 유전자에

영향을 주었는지 조사하였다. 본 연구에서 사용된 애기장대 내염

따라 특이적 발현을 나타낸 HTK1 유전자는 유채에서는 발현의

성 관련 유전자들과 가장 높은 상동성을 나타내는 유전자들을

변화를 확인 할 수 없었다(data not shown). 이러한 결과는

유채 유전체 정보 및 NCBI database에서 선발한 후 특이 프라이

BrATL30 유전자는 식물의 종류에 상관없이 유사하게 내염성

머를 제작하여 형질전환 유채에서 RT-PCR을 수행하였다(Table

및 환경 스트레스 관련 유전자들의 발현을 조절하고 BrZHD10

1). BrATL30 유전자가 도입된 형질전환 유채에서 BnABI1,

유전자는 식물체나 작물의 종류에 따라 다른 경로로 관련 유전자

BnFRY1, BnDREB2A, BnSOS1유전자들은 애기장대 형질전환

들의 발현을 조절함으로써 고염 스트레스 내성을 나타내는 것으

체와 유사하게 비형질전환체보다 발현량이 현저히 증가한 것을

로 예측 된다.

Fig. 6. Tolerance of transgenic B. napus to salt during the vegetative stage. (A) and (B) 20-day-old soil grown of BrATL30-OX and
BrZHD10-OX transgenic B. napus were irrigated with 300 mM NaCl at 2-day intervals for 3 times and then were irrigated with 350 mM
NaCl at 2-day intervals for 2 times, respectively. Pictures were taken 10 days after the treatment. (C) and (D) Leaf and root growth of
BrATL30-OX and BrZHD10-OX transgenic B. napus plants are shown for experiment (A) and (B), respectively. (E) and (F) The survival
rates of BrATL30-OX and BrZHD10-OX transgenic B. napus (90 plants per line) are shown for experiment (A) and (B), respectively. Bars
represent the means±standard error of three replicates. Asterisks represent significant differences from the untransformed wild-type (**;
p-value <0.01, Student’s t-test). Wt, untransformed wild-type plants; lanes #1-#6, selected transgenic lines, respectivel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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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트레스와 ABA 신호에서 중요한 역할을 담당하는 유전자로
보고되었다(Du et al. 2010). 최근 Song et al. (2016)은 건조,
염, 삼투압 등의 스트레스에 의해 발현이 강하게 조절 받는
ShATL78L (Solanum harbtochaites ATL78-like)유전자가 과발
현된 토마토가 저온, 건조, 산화적 스트레스(oxidative stress)에
대한 내성을 나타냈다고 보고하였다. 이러한 내성은 다양한 환경
스트레스에 반응하는 RAV2 (Related to ABI3/VP1 2) 전사조절
인자가 ShATL78L promoter에 결합하여 유전자 발현을 유도하
고, Ca2+ 채널의 활성을 조절하는 CSN5B (COP9 signalosome
complex subunit 5b)와 ShATL78L의 상호작용에 의해 유도
된 것으로 확인되었다. Zinc finger-homeodomain (ZHD)은
homeodomain (HD)과 C2H2-type zinc finger motif로 구성된
단백질로 식물의 생장, 발달, 스트레스 반응에서 중요한 역할을
담당하는 식물 특이적 전사조절인자로 C4 식물 Flaveria에서
유전자군이 처음 보고되었으며 이 후 다양한 식물체에서 유전자
군이 밝혀졌다(Windhovel et al. 2001, Wang et al. 2014). Tran
et al. (2007)은 염, 과도한 증산작용(high transpiration), ABA에
의해 발현이 유도되는 애기장대 AtZHD1와 스트레스 관련 NAC
(NAM/ATAF1, 2/CUC2)유전자가 동시에 과발현된 애기장대에
서 가뭄 스트레스에 대한 내성이 증가한 것을 보고 하였다. 또한
이 형질전환체에서 AtZHD1과 NAC의 상호작용은 가뭄 스트레
스 관련 ERD1 (EARLY RESPONSE TO DEHYDRATION STRESS
Fig. 7. Expression patterns of salt and environment stress tolerance
genes in transgenic B. napus transformed with BrATL30 (A) and
BrZHD10 (B). Bars represent the means±standard error of three
replicates. Asterisks represent significant differences from the
untransformed wild-type (*; 0.01< p-value <0.05, **; p-value <0.01,
Student’s t-test). Wt, untransformed wild-type plants; Wt+S, untransformed wild-type plants with 300 mM NaCl treatment for 2 days;
lanes #1-#3, selected transgenic lines, respectively. ABI1; ABSCISIC
ACID-INSENSITIVE1, DREB2A; DEHYDRATION-RESPONSIVE
ELEMENT-BINDING PROTEIN 2A, FRY1; FIERY1, SOS1; SALT
OVERLY SENSITIVE11.

1)유전자의 발현을 증가시키는데 전사활성인자 AtZHD1이
ERD1 promoter에 특이적으로 결합하는 것으로 보고되었다
(Tran et al. 2007, Wang et al. 2014). 토마토 ZHD 유전자 대부분
은 염 스트레스에 반응을 나타냈고, 후추(Capsicum annuum L.)
CaZHD6, CaZHD7, CaZHD3, CaZHD8은 고온, 건조, 염, 저온
스트레스에서 유전자 발현이 유도된 것으로 나타났으며, 포도
(Vitis vinifera L.) ZHD 유전자들도 환경 스트레스에 반응하여
발현이 증가한 것으로 보고되었다(Wang et al. 2014, Khatun
et al. 2017, Hu et al. 2018, Shalmani et al. 2019). 따라서

지금까지 보고된 경우를 보면, 다양한 식물체에서 다유전자군

본 연구에서 선발된 BrATL30와 BrZHD10 유전자는 중요한

(multi-gene family)으로 존재하는 RING-H2 finger 유전자 ATL

내염성 전사조절인자로서 고염의 스트레스에서 Na+ 이온

(Arabidopsis Tóxicos en Levadura)는 환경스트레스에서 식물이

transporter SOS1유전자의 발현을 증가시켜 세포내 나트륨 농도

적응하는데 중요하게 작용하는 전사조절인자로 알려져 있다

조절을 통해 이온 항상성을 유지하는 것으로 예상할 수 있다.

(Guzmán 2012, Jiménez López et al. 2018, Song et al. 2018).

또한 다양한 경로에서 염 저항성 특성을 가진 환경 스트레스

특히 애기장대 AthATL56 ortholog인 카사바 MeRZF (Manihot

관련 ABI1, DREB2A, FRY 유전자들의 발현 증가를 유도하여

esculenta RING zinc finger)는 염 스트레스에서 유전자 발현이

나트륨의 확산을 방지하는 세포내 ABA 농도를 증가시키고 다른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dos Reis et al. 2012). 콩 대두의

경로의 환경 스트레스 저항성 관련 인자들을 직⋅간접적으로

ATL 유전자 GmRFP1 (Glycine max RING-finger protein 1)은

활성화 시킴으로써 염 스트레스에 대한 내성을 증대시킨 것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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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측된다.

Molecular mechanisms of plant salinity tolerance: a review.

본 연구 결과 고염 스트레스에 대한 내성을 증가시키는 효과를
나타낸 배추 BrATL30과 BrZHD10 유전자는 환경 스트레스에
적응 가능한 작물의 농업적 형질을 개선할 수 있는 유용 유전자원
으로 이용이 가능하다.

Aust J Crop Sci 9: 321-336.
3. Baek D, Choi W, Kang S, Shin G, Park SJ, Kim C, Park
HC, Yun D-J. 2014. Screening of salt-tolerance plants
using transgenic Arabidopsis that express a slat cress cDNA
library. J Plant Biotechnol 41: 81-88.

적 요

4. Bartels D, Sunkar R. 2005. Drought and slat tolerance in
plants. Crit Rev Plant Sci 24: 1-36.
5. Dassanayake M, Oh D-H, Hass J, Hernandez A, Hong H,

본 연구에서는 배추로부터 분리된 완전장 유전자들을 과발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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