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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 약 문

Ⅰ. 제 목

방사선 후성유전체 연구

Ⅱ. 연구개발의 목적 및 필요성

1. 연구개발의 최종 목표

○ 방사선 후성유전체 연구를 통해 식물 유전체/후성유전체 활용을 위한 세계

수준의 생명과학 원천기술을 확보

○ 향후 5년내에 선진국의 85%, 10년내에 동등수준까지 기초기술 경쟁력 향상

2. 연구개발의 필요성

○ 세계 방사선 산업은 2010년 1조 1,000억불에서 2020년 1조 8,000억불까지 매

년 5%이상 성장이 예상됨

○ 국내의 방사선 산업에서 제조업대비 농식품+의료분야 규모는 미국 52%, 일본

44%와 비교할 때 24% 수준으로 취약함. 따라서 방사선의 생명산업 활용을

위한 원천기술의 개발이 필요함

○ 후성유전체학은 세계적으로 가장 유망한 미래 생명과학분야로써 방사선기술

과 접목시 원천기술 확보 및 산업응용기술 개발에 유리하며, 방사선의 안전하

고 평화적인 이용에 가장 잘 부합됨. 따라서 방사선 후성유전체 연구는 의학,

농업, 생물, 환경 및 우주산업에서 요구되는 차세대 생명과학 원천기술의 제

공과 국내 방사선 산업의 발전 및 세계 경쟁력 제고를 위해 필요함

○ 본 연구개발 과제는 차세대 생명과학의 핵심분야인 후성유전체에 대한 방사

선기반기술을 확보하기 위한 것으로 녹색성장 및 창조형 R&D 사업과제이며,

차세대 성장동력인 생물산업에 파급효과가 크고 국가 전략목표인 ‘건강한 생

명사회 지향’에 기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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Ⅲ. 연구개발의 내용 및 범위

1. 방사선 반응 에피지놈 탐색 및 표현형질 연관성 규명

1-1. 방사선 반응 에피지놈 탐색

1-2. 방사선 특이 활성 유전자 및 단백질의 조절 기작 규명

2. 방사선기반 에피지놈과 후성조절자 상호작용 및 발현조절 규명

2-1. 방사선 반응 후성조절자 탐색

2-2. 에피지놈과 후성조절자 상호작용 규명

2-3. 에피지놈의 기능유전체 조절작용 규명

3. 방사선기반 에피지놈의 식물발달/분화 및 항산화 영향 규명

3-1. 에피지놈의 식물발달 및 분화조절 규명

3-2. 에피지놈 변이 식물의 항산화 변화 규명

4. 방사선 에피지놈의 환경모니터링 및 분자육종 활용기술 개발

4-1. 에피지놈의 환경모니터링 활용기술 개발

4-2. 에피지놈의 분자육종 활용기술 개발

Ⅳ. 연구개발결과

○ 방사선조사 식물의 염색질 면역침전법 조건 확립

․모델식물인 애기장대에서 genomic DNA (gDNA)의 대용량 분리법 및

5'-methylcytosine 단클론 항체를 이용한 methylated DNA 면역침전법 확립

○ 방사선원별 모델식물 DNA 메틸화 변이 탐색

․애기장대에서 감마선 조사 후 시간에 따른 gDNA 메틸화 변화 비교

○ 모델식물 방사선 돌연변이 유도

․애기장대 종자에 감마선과 전자선 조사를 통해 돌연변이 유도

○ 후성조절자의 감마선 반응 규명

․애기장대 전식물체에 감마선 조사 후 게놈 수준의 프로모터 DNA 메틸화 변이

분석

○ 발달시기별 감마선 반응 후성조절자 변이 규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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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마선의 에피지놈/후성조절자 변이 관계 규명

․감마선과 H2O2 처리한 애기장대 전식물체에서 후성조절자들의 발현 변화 비교

○ 감마선, H2O2 처리 애기장대의 기능유전체 비교

○ 감마선유도 식물 노화지연과 에피지놈 관계 규명

․애기장대 후성조절자 돌연변이체에서 잎의 암처리 노화과정에 표현형과 광합

성능 비교

○ 감마선유도 색소대사 변이와 에피지놈 관계 규명

․Cucumis sativus에서 CsVDE와 CsZEP 유전자 분리 동정 및 유전자 등록

○ 후성조절자 돌연변이 식물의 항산화능 비교

․애기장대 후성조절자 돌연변이체의 센 광/센 광 & 고온 동시처리/산화스트레

스에 대한 저항성 비교

○ 애기장대 노화에 따른 에피지놈 변화 탐색

․애기장대 후성조절자 돌연변이체에서 잎의 암처리 노화과정에 광합성 색소 함

량 비교

○ 애기장대 노화에 따른 후성조절자 변화 탐색

․애기장대 후성조절자 돌연변이체의 유묘에 암처리 노화 유도후 관련 유전자

발현 비교

○ 돌연변이 감마선량에 따른 에피지놈 변이 비교

․감마선과 전자선 조사후 gDNA의 메틸화 및 DNA 메틸화 유전자 발현 비교

Ⅴ. 연구개발결과의 성과활용 실적 및 계획

․감마선조사 애기장대 게놈의 DNA 메틸화 변이 DB : 감마선 반응 식물 DNA

메틸롬 지도 작성에 활용 (추진중)

․애기장대 노화지연 후성돌연변이체 선발 : 식물의 노화관련 기능 유전체의 후

성유전학적 조절 규명에 활용 (추진중)

․CsVDE , CsZEP 유전자 분리 동정 및 유전자 등록 : 분리 동정 및 국제 유전

자은행 등록이 완료된 오이의 크산토필 회로 효소 유전자 2종의 유전자 정보

를 식물의 광스트레스 저항성 연구를 위한 기초자료로 활용 (추진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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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UMMARY

Ⅰ. Project Title

Study on radiation-responsive epigenomes

Ⅱ. Objective and Importance of the Project

1. Objectives

○ Development of world-class headspring techniques of biological science

for application of plant genomes/epigenomes through study on radiation-

responsive epigenomes

○ Improvement of the national competitiveness in the field of fundamental

technology for biological science & industry, up to 85% of developed

countries within 5 years and up to the equal level within ten years

2. Importance of the project

○ International radiation industry will grow annually up to more than 5%,

achieving a scale of 1.1 trillion dollars in 2010 and 1.8 in 2020.

○ The scale of agricultural food and medical fields in the domestic radiation

industry is very small compared to 52% in USA and 44% in Japan.

Therefore, it is required to develop fundamental technologies for

application in biological science & industry.

○ Epigenetics is a worldwide promising field of biological science for future.

Taken together with radiation technology, it can have a merit in

development of fundamental technologies of biological science or applicable

techniques for biological industry, and thereby conform to the policy of

safe and peaceful use of radiation. Therefore, study on

radiation-responsive epigenomes is necessarily required for development of

fundamental technologies for biological science & industry, which ar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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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eeded in medical science, agriculture, biological science, environment, and

space industry. Moreover, this study can facilitate growth and worldwide

competitiveness of the domestic radiation industry.

○ This research project aims to develop radiation-based techniques in

relation to the use of epigenomes, a core field of the next-generation

biological science. The project conforms to the national green & creative

RnD policies and the national strategic target of 'Healthy Life Society

Oriented'. Furthermore, it will produce enormous spreading effects in the

biological industry, a next-generation growth power.

Ⅲ. Scope and Contents of Project

1. Investigation of radiation-responsive epigenomes and elucidation of their

relation with phenotypes

1-1. Investigation of radiation-responsive epigenomes

1-2. Elucidation of regulation mechanisms for radiation-specific inducible

genes and proteins

2. Elucidation of interaction and transcription control of epigenomes and

epigenetic regulators using ionizing radiation

2-1. Investigation of radiation-responsive epigenetic regulators

2-2. Elucidation of interaction of epigenomes and epigenetic regulators

2-3. Elucidation of epigenome-mediated regulation mechanisms for functional

genomes

3. Investigation of epigenome-mediated traits in plant development,

differentiation and antioxidant defense using ionizing radiation

3-1. Elucidation of epigenome-mediated regulation mechanisms for plant

development and differentiation

3-2. Elucidation of antioxidant defense change in epigenetic mutants of plant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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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Development of application techniques of radiation-responsive epigenomes

for eco-monitoring and molecular breeding

4-1. Development of application techniques of epigenomes for eco-monitoring

4-2. Development of application techniques of epigenomes for molecular

breeding

Ⅳ. Result of Project

○ Setup of conditions for chromatin immunoprecipitation in irradiated plants

․Setup of conditions for mass-extraction of genomic DNA (gDNA) and the

subsequent immunoprecipitation of methylated DNA using 5'-methylcytosine

monoclonal antibodies in a model plant, Arabidopsis

○ Investigation of aberrations in DNA methylation of a model plant after

treatment with different ionizing radiation

․Comparison of aberrations in genomic DNA methylation of Arabidopsis at

different times after treatment with gamma rays

○ Mutagenesis of a model plant using ionizing radiation

․Mutagenesis of Arabidopsis seeds using gamma rays and electron beams

○ Elucidation of responses of epigenetic regulators to gamma rays

․Analysis of aberrations in genome-wide promoter DNA methylation of

Arabidopsis whole plants after treatment with gamma rays

○ Investigation of aberrations in gamma-ray-responsive epigenetic regulators

at different developmental stages

○ Elucidation of interactive aberrations of epigenomes and epigenetic

regulators after treatment of gamma rays

․Comparison of transcriptomic changes of epigenetic regulators in the whole

plants of Arabidopsis after treatment with gamma rays or H2O2

○ Comparison of functional genomes in Arabidopsis after treatment of

gamma rays or H2O2

○ Elucidation of relation of epigenomes with gamma-ray-induced delay in

senescence of plant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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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mparison of phenotype and photosynthesis in epigenetic mutants of

Arabidopsis during dark-induced leaf senescence

○ Elucidation of relation of epigenomes with gamma-ray-induced aberrations

in pigment metabolism

․Isolation, identification, and genebank registration of CsVDE and CsZEP

genes from Cucumis sativus

○ Comparison of antioxidant defense capacity in epigenetic mutants of plants

․Comparison of stress-resistance in epigenetic mutants of Arabidopsis under

high light, high light & high temperature, and oxidative stress conditions

○ Investigation of senescence-associated changes in Arabidopsis epigenomes

․Comparison of photosynthetic pigment contents in epigenetic mutants of

Arabidopsis during dark-induced leaf senescence

○ Investigation of senescence-associated changes in Arabidopsis epigenetic

regulators

․Comparison of gene expressions of epigenetic regulators in epigenetic

mutants of Arabidopsis after dark-induced senescence of seedlings

○ Comparison of aberrations in epigenomes at different dose of gamma rays

for mutation

․Comparison of genomic DNA methylation and its associated gene

expressions after treatment with gamma rays or electron beams

Ⅴ. Proposal for Applications

․Database of aberrations in DNA methylation of Arabidopsis genome after

treatment with gamma rays: Useful for mapping of plant DNA methylomes

responding to gamma rays (In progress)

․Selection of an Arabidopsis epigenetic mutant with delay in leaf senescence:

Useful for elucidation of epigenetic regulation mechanisms for senescence-

associated functional genomes (In progress)

․Isolation, identification, and genebank registration of CsVDE and CsZEP

genes: Genetic information of CsVDE and CsZEP , two genes for th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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xanthophyll cycle enzymes, violaxanthin de-epoxidase and zeaxanthin

epoxidase in Cucumis sativus will be useful for study on stress resistance

of plants under high light conditions (In progres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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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NTENTS

Chapter 1. Introduction

Chapter 2. Domestic and international status of technique

development

Chapter 3. Contents and results of the project

Chapter 4. Achievement of the project and contribution

to the related fields

Chapter 5. Proposals for application of the result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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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1 장 서론

제 1-1 절. 연구개발의 목적

◎ 방사선 후성유전체학 연구를 통해 생명체의 유전현상과 유전자 발현조절에

관한 유전체 이상의 작용기작을 규명함으로써 세계적 수준의 생명과학 원천기

술 확보

․방사선이 조사된 생물체의 유전체/에피지놈 분석을 통해 생명체의 표현형질에

관계하는 에피지놈의 생리생화학 및 분자유전학적 역할을 규명하여 식물분자

육종에 활용

․방사선을 포함한 환경자극에 의해 유도되는 에피지놈과 후성조절자의 상호작

용을 규명하여 식물이차대사산물 대량생산에 활용

․생물체에서 에피지놈의 환경영향과 세대변이를 규명하여 작물의 생산성과 기

능성 향상을 추구하고 농산물 안전성 확보 및 환경 위해성 평가에 활용

제 1-2 절. 연구개발의 필요성

․세계 방사선산업은 2010년 1조 1,000억불에서 2020년 1조 8,000억불까지 매년

5%이상 성장이 예상됨. 방사선:에너지 부문 산업규모는 미국 75:25, 일본

46:54, 한국 10:90로서 국내 방사선산업의 발전을 위한 원천기술 및 산업응용기

술의 조속한 개발이 요구됨

․방사선산업에서 농식품분야의 규모는 한국 1,800억원(2006년), 일본 2,786억엔

(2005년), 미국 112억불(1997년)이며, 의료분야는 한국 1조 6,191억원(2006년),

일본 1조 5,379억엔(2005년), 미국 489억불(1997년)임. 국내의 방사선산업에서

제조업대비 농식품+의료분야 규모는 미국 52%, 일본 44%와 비교할 때 24%

수준으로 취약함. 따라서 방사선의 생명산업 활용을 위한 원천기술의 개발이

필요함

․후성유전체학은 세계적으로 가장 유망한 미래 생명과학분야로써 방사선기술과

접목시 원천기술 확보 및 산업응용기술 개발에 유리하며, 특히 오랫동안 방사

선의 생물작용을 연구해온 정읍 방사선과학연구소의 정체성과 방사선의 안전

하고 평화적 이용을 지향하는 비전에 가장 잘 부합됨. 따라서 방사선 후성유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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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 연구는 의학, 농업, 생물, 환경 및 우주산업에서 요구되는 차세대 생명과학

원천기술의 제공과 국내 방사선산업의 발전 및 세계 경쟁력 제고를 위해 조속

히 추진되어야 함

․본 연구개발 과제는 차세대 생명과학의 핵심분야인 후성유전체에 대한 방사선

기반기술을 확보하기 위한 것으로 녹색성장 및 창조형 R&D 사업과제로써 연

구사업의 규모가 크고 대형 연구기반 시설이 필수적이며, 차세대 성장동력인

생물산업에 파급효과가 크고 국가 전략목표인 ‘건강한 생명사회 지향’에 기여하

므로 국가 출연연구소에서 국가연구개발사업으로 추진되어야 함

․특히, 본 과제의 특성상 다양한 선원의 방사선조사 시설과 식물육종시험장 등

의 대형 연구기반 시설과 방사선의 생물학적 작용연구에 대한 우수 연구인력

의 확보가 필수적임. 따라서 본 사업은 국내 유일의 방사선종합연구기관으로

하드웨어(기반시설)와 소프트웨어(전문인력)를 모두 갖춘 정읍 방사선과학연구

소가 주관하여 대학 및 타 연구기관과 협력하여 수행하는 것이 바람직함

제 1-3 절. 연구개발의 기대효과

1. 과학기술 분야

․후성유전체학 연구는 기존의 genetics 범위를 벗어나 있는 유전현상을 규명함

으로써 DNA 염기서열과 표현형질 불일치에 대한 해답이 기대됨

․방사선기반 후성유전체학 연구는 에피지놈의 변이원으로서 방사선을 활용하여

genome 정보(유전형질)에 따른 표현형질의 발현에 관여하는 새로운 에피지놈

의 발굴과 에피지놈-후성조절자 상호작용의 규명에 기여할 것임

․후성유전체학 연구의 학술적 가치와 타 분야로의 파급성을 고려할 때, 방사선

후성유전체 연구는 차세대 생명공학 원천기술의 확보가능성이 높으며, 특히 기

존에 수행되어온 방사선농생물분야의 산업적 응용기술개발에 필수적인 기초

기반기술을 제공할 것임

․다양한 방사선원을 이용하여 새로운 에피지놈의 발굴과 역할규명에 대한 방법

론을 확대함으로써 기존 후성유전체 연구의 수월성과 효율성을 제고할 것임.

또한 식물 후성유전체학 연구의 저변을 확대하여 산업적 응용기술 개발을 촉

진할 것임

․방사선 후성유전체 연구는 건강한 사회를 지향하는 의학기술, 녹색성장을 위한

환경보전/감시기술, 그리고 차세대 성장동력인 생물산업기술 분야에서 새로운



- 14 -

기술적 패러다임을 제공할 것임

2. 사회분야

․에피지놈을 이용한 식물의 분화/발달 조절이 가능해지면 기존의 유전자 변형

식물체를 벗어나 국민적 우려를 최소화하면서 친환경적인 농생물 자원의 개발

이 가능해 질 것임

․에피지놈은 생명체와 환경사이의 상호작용에 대한 지표이므로 녹색성장 시대

를 맞아 지구적 환경변화와 국가의 사회경제적 생태환경 변화를 감시하는 수

단으로써 국민들의 건강하고 안전함 삶에 기여할 것임

․후성유전체학은 생명과학 분야의 미래지향적 핵심어로써 국가의 생명과학 수

준을 가늠하는 척도가 될 것임. 따라서 방사선 후성유전체 연구는 선진국에 비

해 열세인 국내 기초과학 기술의 발전에 기여하고 국가과학기술에 대한 국민

적 자긍심을 제고할 것임

3. 경제분야

․2006년 세계의약품 시장은 6,430억불이었으며, 진단의약품은 2007년 약 270억

불이었음. 에피지놈을 활용한 질환진단 및 치료약제 개발은 암에피지네틱스 연

구를 통해 국내외적으로 이미 상당한 규모의 시장을 형성하고 있음. 따라서 유

전자의 발현을 조절하는 새로운 에피지놈의 존재나 알려진 에피지놈의 변화를

유도하는 후성조절자에 대한 연구는 국내 제약산업의 세계화와 국가경제 발전

에 크게 기여할 수 있음

․세계형질전환 종자시장은 2005년 500억불에서 2015년 300억불로 성장할 것으

로 예상됨. 정부는 2006년 국내 종자산업의 세계경쟁력 제고를 위해 2015년까

지 1조 3,300억원을 투자하기로 함. 따라서 후성유전체학 신기술은 교배육종

및 형질전환 기술들과 접목되어 세계 6위 수준인 국내 식물유전자원의 산업화

를 촉진함으로써 농업부문 해외 로열티 부담을 덜고 국내 종자산업의 선진화

에 기여할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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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2 장 국내외 기술개발 현황

제 2-1 절. 국외 현황

․1998년 유럽에서 인간 에피지놈 연구사업(Human Epigenome Project)이 시작

되었고, 2000년 8월에는 특정 효소에 의한 히스톤 메틸화가 염색질의 구조변화

를 조절한다는 사실이 Nature에 보고되면서 후성유전체학 분야에 새로운 돌파

구가 마련됨

․2006년 한해에 2500편의 관련논문이 발표되었으며 2007년에는 저널

‘Epigenetics’가 출간됨. 2007년 Nature는 후성유전체학을 차세대 생명과학연구

의 핵심분야로 소개하고 미생물․동물․식물을 포함하는 생명체 전반의 후성

유전체학 연구현황을 특집으로 다룸. 2010년 Nature는 국제 인간 에피지놈 컨

소시엄의 활동을 소개하면서 자연의 신비를 밝히기 위한 에피지놈 시대의 도

래를 알림

․에피지놈은 DNA 염기서열의 변화없이 유전자 발현에 변화를 초래하므로 유전

자의 기능규명과 발현 조절에 활용될 수 있음. 따라서 후성유전체학은

post-genetics 시대에 가장 유망한 연구분야이며 미국, 일본, 유럽 등의 선진국

에서는 암과 같은 질환치료와 식물의 분화 및 발달 조절을 위한 연구가 활발

하게 진행되고 있음

․특히, 암치료와 돌연변이 육종으로 대별되는 핵의학과 방사선생물학 분야에서

도 방사선에 의해 유도되는 유전체의 불안정성과 염색체 변이 등과 관련해 에

피지놈에 대한 연구가 확대되고 있음

․현재 에피지놈이 관련된 질환치료를 위해 후성조절자로써 염색질 불활성화 과

정에 필수적인 히스톤탈아세틸화 효소, 히스톤메틸화 효소 그리고 DNA 메틸

화 효소의 기능을 저해하는 약물을 개발하여 암치료를 위한 임상실험에 적용

하고 있고, 그중에서 DNA 메틸화 효소 저해제인 Vidaza의 경우 2005년에 미

국 FDA 허가를 받음

․방사선에 의해 genome 이외의 에피지놈에 유발되는 돌연변이, 즉

radiation-induced epimutation은 암발생과 노화진행, 그리고 식물의

RNA-associated gene silencing과 signaling을 연구하는 후성유전체학 연구의

필수적인 방법론으로 활용되고 있음



- 16 -

제 2-2 절. 국내 현황

1. 산업계 동향

․최근의 세계적인 후성유전체학 연구 활성화는 게놈프로젝트에 의해 축적된 풍

부한 유전체 정보와 최신 분자생물학적 분석기술의 개발에 따른 것으로 여러

가지 응용측면의 성과에도 불구하고 아직은 기초연구개발과 기술성숙기의 중

간단계에 있음

․따라서 국내외 산업계의 기술격차는 크지 않으며, 특히 현재까지 밝혀진 인간

을 포함한 생물종별 에피지놈에 대한 정보가 매우 제한적이므로 국내 연구개

발로 세계적 수준의 결과도출이 가능함

․국내에서는 지노믹트리 등에서 질환진단, 특히 암진단을 위한 바이오마커로써

에피지놈을 활용하는 진단시약을 개발하고 있으나 질환치료제로 임상실험이

진행중인 사례는 아직 없으며 연구용 시약부문에서 일부 제품화가 이루어지고

있음

2. 학계와 연구계 동향 :

․2002년 암에피제네틱스(cancer epigenetics) 국가지정 연구실이 서울대에 개설

되었고, 2007년에는 인간질병의 후성유전체학 연구가 국가연구개발사업으로 시

작되었으며, 2010년 에피지놈 제어 연구센터가가 장기 국가 지원사업으로 선정

․식물학 분야에서는 서울대 등을 중심으로 RNA-associated gene silencing과

signaling에 관한 후성유전체학 연구가 세계적인 주목을 받고 있으나 아직 국

가 연구사업으로 성숙되지 못함

․2009년 식물분야 학계에서 한국식물학회-한국식물생명공학회 공동심포지움의

주제로 'Epigenetics & RNA Biology'를 선정하는 등 기존의 ‘암에피지네틱스’

연구이외의 분야에서도 일부 실험실 차원을 벗어나 전국적인 연구네트워크의

구축을 시도하고 있음

․하지만 국내에서는 일부 핵의학 연구분야를 제외하고는 방사선의 epimutation

을 이용한 에피지놈의 발굴 및 분석이 거의 시도되지 않고 있어 후성유전체학

연구의 저변확대와 국제경쟁력 강화에 장애요인이 되고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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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3 장 연구개발수행 내용 및 결과

제 3-1 절. 방사선 반응 에피지놈 탐색 및 표현형질 연관성

규명

3-1-1. 방사선 반응 에피지놈 탐색

1) 방사선조사 식물의 염색질 면역침전법 조건 확립

․모델식물인 애기장대에서 genomic DNA (gDNA)의 대용량 분리법 확립:

CTAB 방법을 이용하여 다음과 같이 gDNA을 분리하였다. 1) 마쇄된 애기장

대 2g을 2% CTAB extraction buffer 6mL에 넣고 60℃에서 30분간 반응시킨

다. 2) CIA (Chloroform : Isoamylalchohol = 24 : 1) 6mL을 넣고, 원심분리를 한

후 상층액의 1/5 부피만큼 5% CTAB solution을 넣는다. 3) 원심분리 후 상층

액과 동량의 부피만큼 CIA (24:1)을 넣고 잘 섞는다. 4) 원심분리한 뒤 동량의

CTAB precipitation solution을 넣고 50℃에서 4시간 30분 동안 반응시킨다. 5)

원심분리를 한 후 상층액을 버린 다음 highsalt TE solution을 700uL을 넣고,

50℃에서 20분간 반응시킨다. 6) Isopropanol 700uL을 넣고 잘 섞은 후 20℃에

서 O/N 시킨다. 7) 80% EtOH 1mL 넣고 washing 후 TE buffer 150uL을 넣

어 pellet을 녹인다. 8) RNase A (10mg/10mL) 3uL을 넣은 다음 60℃에서 15

분간 반응시키고 원심분리 한다. 9) 상층액(gDNA)을 얻는 후 순도와 농도를

확인한다.

․Sonication법을 통한 gDNA 절편화 조건 확립: 분리한 gDNA는 sonication을

통해 200~500bp에서 나타나도록 다음과 같이 절편화 하였다. 1.5ug/uL gDNA

250uL을 VCX-500 (Sonics & Materials, inc. USA)로 절편화 시켰으며, 조건

은 amplitude 40%, time 140sec, pulse on/off 5s/2s로 하였다. 면역침전법에 적

용을 위한 gDNA 절편화의 적정성 판단을 위해 절편이 200~500bp에 위치하는

지 전기영동으로 확인하였다 (그림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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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 Sonication에 의한 gDNA의 분리 후 절편화 전기영동 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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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methylcytosine 단클론 항체를 이용한 methylated DNA 면역침전법 확립:

애기장대의 methylated gDNA 절편의 면역침전은 5'-methylcytosine 단클론

항체를 이용하는 Methylated DNA IP kit (Zymo research, USA)에서 다음과

같이 실시하였다. 1) Sonication으로 절편화된 gDNA을 희석하여 15ng/uL

30uL을 95℃에서 변성시킨다. 2) Protein A-sepharose와 5'-methylcytosine 단

클론 항체를 이용하여 methylated gDNA와 결합시킨다. 3) Column에 이 모두

를 넣어 membrane에 결합하게 한 후 elution buffer를 넣어 methylated DNA

만 분리한다.

2) 방사선원별 모델식물 DNA 메틸화 변이 탐색

․애기장대에서 감마선 조사 후 시간에 따른 gDNA 메틸화 변화 비교: 200Gy의

감마선을 애기장대에 조사한 후 gDNA를 분리해 sonication으로 절편화 시켰으

며, methylated gDNA의 정량은 다음과 같이 SuperSense™ Methylated DNA

Quantification kit (Epigentek, USA)를 이용하여 수행하였다. 1) 5ng/uL 농도

의 절편화 된 gDNA 2uL에 DNA binding buffer 28uL를 넣어 65℃ oven에서

strip well에 부착시킨다. 2) Block solution을 넣은 후 capture antibody을 넣고

labeling solution을 첨가한다. 3) Fluoro-development solution을 넣고 상온에서

2분간 빛을 차단시킨 후 530EX/590EM에서 형광신호를 측정한다. 4) 다음 식을

이용하여 methylated DNA를 계산한다.

Methyl DNA (ng) RFU (sample - NC) × 100%Slope (RFU / ng)

Methylation % = Methyl DNA amount / X (0.35) × 100%Sample DNA amount added

- X : GC content of any species DNA (Arabidopsis 35%)

- NC : Negative control

․각 시간대별 control에 대한 감마선 조사구의 methylated DNA 비율은 12시간

까지 급격히 감소하였으나, 이후 시간에 따라 다시 회복되었다 (도표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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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표 1. 감마선 조사후 시간에 따른 gDNA 메틸화 변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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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1-2. 에피지놈과 표현형질 연관성 규명

1) 모델식물 방사선 돌연변이 유도

․애기장대 종자에 감마선과 전자선 조사를 통해 돌연변이 유도: 조사된 선원,

선량 중에서 감마선 500Gy는 생존개체가 너무 많았고, 반면에 전자선 2kGy는

너무 적었다 (그림 2). 따라서, 애기장대의 후성유전적 돌연변이 유기는 두 조

건 사이에서 설정되는 것이 바람직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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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2. 애기장대 종자에 감마선(가운데: 500Gy)와 전자선(오른쪽: 2kGy) 조사

후 발아 및 초기 생육비교(왼쪽: 대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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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3-2 절. 방사선기반 에피지놈과 후성조절자 상호작용 및

발현조절 규명

3-2-1. 방사선 반응 후성조절자 탐색

1) 후성조절자의 감마선 반응 규명

․애기장대 전식물체에 감마선 조사 후 게놈 수준의 프로모터 DNA 메틸화 변이

분석: 애기장대 wild type을 저온처리 후 MS 배지에 치상하여 16시간의 광주

기와 22°C/18°C (낮/밤)의 온도주기 하에서 23일간 재배하였다 (그림 3). 이 전

식물체에 200Gy의 감마선을 조사하고 6, 12, 24, 48, 72시간에 gDNA를 분리하

였다. 분리된 gDNA는 sonication을 통해 절편화 하였으며, 5'-methylcytosine

단클론 항체를 이용한 methylated DNA 면역침전법으로 다시 절편화 된

methylated gDNA를 얻었다. 이것은 random priming을 이용한 PCR로 증폭된

후 형광 dye로 표지되었다. 마지막으로 Agilent Arabidopsis Whole Genome

ChIP-on-Chip Set 244 K Microarray에 결합시켜 형광신호 획득 후 분석하였

다 (그림 4).

․감마선 조사 후 12시간에 특이적으로 가장 많은 probe들이 대조구에 비해 메

틸화가 증가 또는 감소되었으며 이후에 비슷한 수준을 유지하다가 72시간에

다시 소폭 증가하였다 (도표 2). 이러한 결과는 H2O2 처리시에 6시간에서 가장

큰 변화를 보이다가 이후에 점진적으로 감소하는 패턴과 차별화 되었다 (그림

5). 따라서 감마선 조사에 의한 게놈 수준의 DNA 메틸화 변화는 radiolysis에

의해 생성되는 H2O2에 의한 것과는 다른 경로에 의한 것으로 생각된다.

․시간대별로 메틸화가 변화된 probe의 수는 대조구와 감마선 조사구에서 유사

하게 12시간에서 가장 많았으며 다음이 48시간이었다 (그림 6). 이러한 결과는

4배 이상 증가 또는 감소된 probe의 hierarchical clustering에서도 확인되며

(그림 7), 애기장대 게놈 수준의 DNA 메틸화가 일정한 시간주기로 유의적인

변화를 겪음을 의미할 수 있다.

2) 발달시기별 감마선 반응 후성조절자 변이 규명

․위탁과제 보고서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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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 MS 배지에 치상 후 16일 (A), 23일째 (B와 C) 애기장대 전식물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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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4. Agilent Arabidopsis Whole Genome ChIP-on-Chip Set 244 K

Microarray를 이용한 애기장대 게놈 수준의 프로모터 DNA 메틸화 분석 모식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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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표 2. 감마선 조사후 시간에 따라 대조구 대비 DNA 메틸화가 2배이상 증가

(induced) 또는 감소된(repressed) probe의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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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5. Time-dependency of 2-fold changed probes between control and H2O2

or gamma ra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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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6. 대조구와 감마선 조사구에서 시간에 따라 DNA 메틸화가 2배 이상 증가

(induced) 또는 감소된(repressed) probe의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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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7. 대조구(위)와 감마선 조사구(아래)에서 시간에 의존적으로 DNA 메틸화

가 4배 이상 변화되는 probe의 hierarchical clustering. 대조구는 18,863개, 감마

선 조사구는 22,776개의 probe가 분석에 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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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2-2. 에피지놈과 후성조절자 상호작용 규명

1) 감마선의 에피지놈/후성조절자 변이 관계 규명

․감마선과 H2O2 처리한 애기장대 전식물체에서 후성조절자들의 발현 변화: 애

기장대 wild type을 MS 배지에 치상하여 4℃에서 5일간 보관 후 배양기에서

16시간 광주기와 22℃/18℃ (낮/밤)의 온도주기를 가지고 23일 동안 재배하였

다. 감마선 조사는 50Gy/hr로 4시간 동안 실시하였고, H2O2는 20mM을 지속적

으로 처리하였다. 각각 6, 12, 24, 48 및 72시간 후에 전식물체로부터 RNeasy

Plant Mini Kit (Qiagen, USA)를 이용하여 total RNA을 분리하였으며, cDNA

을 합성한 후 RT-PCR과 Real time-PCR을 수행하였다.

․감마선과 H2O2 처리 후 주요 후성조절자들의 발현을 RT-PCR을 이용하여 시

간대 별로 분석하였을 때, 대조구에 비해 두 처리구 모두에서 cmt와 drm의 발

현이 특이적으로 감소되었다 (그림 8). 이러한 감소는 시간이 지남에 따라 회

복되었으나 감마선 처리구에서는 좀 더 지연되었으며, 유사한 결과가

quantitative RT-PCR을 통해서도 확인되었다 (그림 9). 그밖에 dcl과 met가 감

마선 조사후 12시간에 특이적으로 높게 발현되었으며, H2O2 처리구에서는 24,

48시간에 drd, met의 발현이 높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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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8. 감마선과 H2O2 처리 후 후성조절자들의 발현 변화(RT-PCR). cmt, DNA

methyltransferase (non CG); dcl, Rnase III (dsRNase); drd, SWI2/SNF2

ATPase; drm, de novo DNA methyltransferase; met, DNA methyltransferase

(CG); and rdr, RNA-dependent RNA polymeras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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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9. 감마선과 H2O2 처리 후 후성조절자들의 발현 변화(quantitative

RT-PCR). cmt, DNA methyltransferase (non CG); dcl, Rnase III (dsRNase);

drd, SWI2/SNF2 ATPase; drm, de novo DNA methyltransferase; met, DNA

methyltransferase (CG); rdr, RNA-dependent RNA polymeras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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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2-3. 에피지놈의 기능유전체 조절작용 규명

1) 감마선, H2O2 처리 애기장대의 기능유전체 비교

․MS 배지에 키운 애기장대에 50Gy/h, 4시간 감마선 조사 또는 20mM H2O2를

처리하였다. 전식물체를 6, 12, 24, 48시간 후에 수확한 후 RNA를 분리하여

Affymetrix ATH1 microarray 분석을 수행하였다.

․게놈 수준에서 기능유전자들의 전사체 변화는 감마선 조사구에서 6시간에 가

장 현저하게 나타난 반면, H2O2 처리구에서는 24시간까지 유사한 수준을 보이

다가 48시간에 크게 감소하였다. 전자의 경우, 1,062개의 DEGs 중에서 867개가

감마선에 특이적으로 유도되었고, 후자의 경우에는 24시간에서 671개의 DEGs

중에 637개가 H2O2에 특이적이었다 (도표 3).

․Gene ontology 분석은 DNA, histone, chromatin, cell cycle 관련 유전자들의

발현이 감마선에 특이적으로 영향을 받는다는 것을 보여 주었으며 (도표 4),

다수의 염색질 변형과 관련된 후성조절자 후보유전자들의 발현 변화가 확인되

었다 (도표 5). 특히, H1, H2A, H2B, H3, H4와 같은 histone 단백질의 발현이

현저히 감소되었다가 다시 회복되는 경향을 보였고, DNA

(cytosine-5)-methyltransferase 유전자의 발현도 유의적으로 감소되었다.

․전체적으로는 감마선 조사구의 경우 발현이 증가한 유전자가 많았고, H2O2 처

리구에서는 감소한 유전자가 많았다. 또한, GO terms과 KEGG pathways 분석

결과 감마선 조사 후 12, 24시간에서 핵산대사에 관계하는 유전자들의 발현이

크게 변화되었음이 확인되었다 (도표 6, 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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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표 3. 감마선(R)과 H2O2(H) 처리후 시간에 따라 발현이 증가 또는 감소한 유

전자의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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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표 4. H2O2 처리구에서 시간에 따라 DEGs의 gene ontology (GO) 분석. BP,

biological process; CC, cellular component; MF, molecular function; GOC, GO

category; Count, DEGs 중에 주어진 GO term을 가지는 probe의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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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표 5. 감마선 처리후 시간에 따라 감마선에 특이적으로 반응하는 DEGs 중에

염색질 변형에 관계하는 후성조절자 후보 유전자들의 수.



- 37 -

도표 6. 감마선 조사구에서 시간에 따라 DEGs의 gene ontology (GO) 분석. BP,

biological process; CC, cellular component; MF, molecular function; GOC, GO

category; Count, DEGs 중에 주어진 GO term을 가지는 probe의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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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표 7. 감마선(R)과 H2O2(H) 처리구에서 시간에 따른 DEGs의 pathway 분석.

이 분석은 Kyoto Encyclopedia of Genes and Genomes (KEGG) pathway 데이

터베이스를 이용하여 수행되었다. Count, DEGs 중에 주어진 KEGG pathway 정

보를 가지는 probe의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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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3-3 절. 방사선기반 에피지놈의 식물발달/분화 및

항산화 영향 규명

3-3-1. 에피지놈의 식물발달 및 분화조절 규명

1) 감마선유도 식물 노화지연과 에피지놈 관계 규명

․애기장대 후성조절자 돌연변이체에서 잎의 암처리 노화과정에 표현형과 광합

성능 비교: 애기장대 돌연변이체들을 16시간 광주기와 22°C/18°C (낮/밤)의 온

도주기 하에서 28일간 생육한 후 실험에 이용하였다 (그림 10). 수확한 잎을

물에 적신 필터페이퍼에 올려놓고 5일간 상온에서 암처리하였다. 돌연변이체들

의 노화과정을 분석에는 광합성 전자전달과 광합성 기구의 활성을 반영하는

엽록소 형광지표 (F0, Fm, Fv/Fm, NPQ, ETR)들이 이용되었다. 각각의 형광

지표는 초기형광, 최대형광, 광합성 효율, 비광의존적 형광소거, 전자전달율을

의미한다.

․애기장대 후성조절자 돌연변이체들의 잎을 암처리 노화 유도한 결과 wild type

에 비해 ddm1-2와 drd1-6이 현저히 노화가 지연됨이 확인되었다 (그림 11).

암처리 3일에서 ddm1-2와 drd1-6을 제외한 모든 돌연변이체들의 광합성능은

wild type과 유사하게 감소하였으며, 5일째에는 이러한 차이가 보다 분명해졌

다 (그림 12, 13). 따라서, drd1-6의 노화지연은 암처리 5일째 매우 강한 표현

형으로 나타났고, 상대적으로 wild type보다 노화가 빠른 것으로 확인된 cmt3

와 분명한 대조가 되었다. ddm1-2와 drd1-6은 모두 SWI2/SNF2 ATPase 유

전자에 변이가 생긴 돌연변이체들로 앞으로 노화지연과 관련된 유전자 발현에

서의 역할이 추가로 조사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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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0. 애기장대 WT과 후성조절자 돌연변이체들의 표현형. A, WT; B, cmt3

(non CG DNA methyltransferase); C, dcl3-1 (dsRNase); D, ddm1-2

(SWI2/SNF2 ATPase); E, drd1-6 (SWI2/SNF2 ATPase); F, drm2 (de novo

DNA methyltransferase); G, rdr2-1 (RNA-dependent RNA polymerase); and

H, rdr6 (RNA-dependent RNA polymeras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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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1. 애기장대 WT과 후성조절자 돌연변이체들의 잎을 암처리 노화 유도 후

5일째 모습. A, WT; B, cmt3 (non CG DNA methyltransferase); C, dcl3-1

(dsRNase); D, ddm1-2 (SWI2/SNF2 ATPase); E, drd1-6 (SWI2/SNF2

ATPase); F, drm2 (de novo DNA methyltransferase); G, rdr2-1

(RNA-dependent RNA polymerase); and H, rdr6 (RNA-dependent RNA

polymeras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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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2. 애기장대 WT과 돌연변이체 잎의 암처리 노화 유도에 의한 광합성 형

광지표 변화. WT, wild type; cmt3, DNA methyltransferase (non CG) ; dcl3-1,

Rnase III (dsRNase); ddm1-2, SWI2/SNF2 ATPase; drd1-6, SWI2/SNF2

ATPase; drm2, de novo DNA methyltransferase; rdr2-1, RNA-dependent RNA

polymerase; and rdr6, RNA-dependent RNA polymeras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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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3. 애기장대 WT과 돌연변이체 잎의 암처리 노화 유도에 의한 광합성 전

자전달율 변화. WT, wild type; cmt3, DNA methyltransferase (non CG);

dcl3-1, Rnase III (dsRNase); ddm1-2, SWI2/SNF2 ATPase; drd1-6,

SWI2/SNF2 ATPase; drm2, de novo DNA methyltransferase; rdr2-1,

RNA-dependent RNA polymerase; and rdr6, RNA-dependent RNA polymeras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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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감마선유도 색소대사 변이와 에피지놈 관계 규명

․Cucumis sativus에서 VDE와 ZEP 유전자 분리 동정 및 유전자 등록: 크산토

필 회로 효소인 violaxanthin de-epoxidase (VDE)와 zeaxanthin epoxidase

(ZEP)의 유전자 발현은 감마선이 조사된 식물에서 흡수광의 열에너지 소산

(thermal dissipation of absorbed light) 억제와 관련되어 있으며 크산토필 회

로 색소인 violaxanthin, antheraxathin, zeaxanthin의 구조적 전환을 담당한다.

따라서, 크산토필 회로 색소대사의 감마선 영향을 조사하기 위해 기존에 다른

식물에서 알려진 유전자 정보를 바탕으로 오이의 VDE, ZEP 유전자를 분리하

여 클로닝 한 후 서열을 확인하였으며, 이를 NCBI에 세계 최초로 등록하였다.

각각의 유전자 등록번호는 HM590934와 HM590935이다.

GenBank flat file:
 
LOCUS       HM590934                1470 bp    mRNA    linear   PLN 04-NOV-2010
DEFINITION  Cucumis sativus cultivar Silver Green violaxanthin de-epoxidase
            (VDE) mRNA, complete cds.
ACCESSION   HM590934
VERSION     HM590934
KEYWORDS    .
SOURCE      Cucumis sativus (cucumber)
  ORGANISM  Cucumis sativus
            Eukaryota; Viridiplantae; Streptophyta; Embryophyta; Tracheophyta;
            Spermatophyta; Magnoliophyta; eudicotyledons; core eudicotyledons;
            rosids; fabids; Cucurbitales; Cucurbitaceae; Cucumis.
REFERENCE   1  (bases 1 to 1470)
  AUTHORS   Kim,J.-H., Moon,Y.R., Lee,M.H. and Chung,B.Y.
  TITLE     Characterization of a putative violaxanthin de-epoxidase gene from
            cucumber
  JOURNAL   Unpublished
REFERENCE   2  (bases 1 to 1470)
  AUTHORS   Kim,J.-H., Moon,Y.R., Lee,M.H. and Chung,B.Y.
  TITLE     Direct Submission
  JOURNAL   Submitted (28-JUN-2010) Advanced Radiation Technology Institute,
            Korea Atomic Energy Research Institute, 1266 Sinjeong-dong,
            Jeongeup-si, Jeollabuk-do 580-185, Korea
FEATURES             Location/Qualifiers
     source          1..1470
                     /organism="Cucumis sativus"
                     /mol_type="mRNA"
                     /cultivar="Silver Green"
                     /db_xref="taxon:3659"
                     /tissue_type="leaf"
     gene            1..1470
                     /gene="VD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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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note="CSVDE"
     CDS             1..1470
                     /gene="VDE"
                     /codon_start=1
                     /product="violaxanthin de-epoxidase"
                     /protein_id="ADP69104"
                     /translation="MKTVWPSSASASSSSPSFPPPSFTTNSFATPRRKVLCYQGILVD
                     KIYSKYSCKSTSTGRFSKSRSLAIPSHRPEKTVLCEMKISKYKVDECFDFIFGKSLSF
                     LQEWSQIQSVGIVVILTCTFMFIPSAQAVDALKTCTCLLKECRLELAKCISNPLCAAN
                     VACLQTCNNRPDETECQIKCGDLFENSVVDEFNECAVSRKKCVPMKSDVGDFPVPDPS
                     VLVKSFNISDFSGKWFITSGLNPTFDTFDCQLHEFHVDNGKLVGNITWRIRTPDSGFF
                     TRSTMQRFVQDPERPGILYNHNNEYLHYEDDWYILSSKVENKPDDYIFVYYRGRNDAW
                     DGYGGAVVYTRSAVLPESIVPELERAANSVGRDFNKFIRTDNSCGPEPPLVERLEKTL
                     ESGEKTIVREVEQIEQEVEKEVEEIEKEVEKEVERVGRTEMSLIEKLGEGLKELQQDE
                     EFFLRELSKEETDLLNELKMEANEVENLFGRALALRKLR"
ORIGIN      
        1 atgaaaaccg tctggccctc ctctgcctct gcctcttcat cttcaccttc atttcctcct
       61 cccagcttca ccaccaactc tttcgccact cccaggagaa aggtattatg ttatcaagga
      121 atacttgtgg ataaaatata ttcaaaatac tcgtgcaaat ctacttcgac tggtagattt
      181 tcgaagtcaa gaagtttagc aattccctcc cataggccag agaagactgt cttgtgtgaa
      241 atgaagataa gtaaatacaa ggtggatgaa tgctttgact tcatttttgg aaagtcatta
      301 agttttcttc aagaatggag ccaaatacaa tctgtgggca tagttgttat actgacgtgc
      361 acattcatgt ttataccatc agcccaagct gttgatgcac taaaaacatg tacatgctta
      421 ctgaaggaat gcaggcttga acttgccaaa tgtatttcaa acccattatg tgctgccaat
      481 gttgcttgtc tccaaacctg caacaatcga cctgatgaga ctgaatgcca gattaaatgt
      541 ggtgacctgt ttgaaaacag tgtggtggat gaatttaatg aatgtgcagt atcacgaaag
      601 aaatgtgtgc ctatgaaatc cgatgtcggg gactttcctg tacccgaccc ttctgttctt
      661 gttaagagtt tcaatatatc agatttcagt ggaaagtggt tcatcactag tggcttaaat
      721 cccacttttg atacgtttga ttgtcagtta catgaatttc acgtggacaa tggcaaactt
      781 gttggtaata taacatggag aatacgtact ccagatagtg gttttttcac tcgatcaact
      841 atgcagagat ttgtccaaga tcctgagcgt cctggcatac tctacaacca taacaatgaa
      901 tatcttcact atgaggatga ctggtatatt ctatcaagca aagtggagaa caaaccagat
      961 gattacattt tcgtatacta tcgtggtcga aacgatgctt gggatgggta tggaggagca
     1021 gttgtataca caagaagtgc tgtactgcca gaaagcatag ttcctgagct ggaaagggca
     1081 gctaacagtg tagggagaga cttcaacaag tttataagaa cggacaattc atgcggtccc
     1141 gagccaccac ttgtagaaag gctagagaag acattggaaa gtggagaaaa aacgatcgtt
     1201 agggaagttg aacagattga acaagaggtg gagaaggaag ttgaagagat tgaaaaagag
     1261 gtggagaagg aggtggagag agtagggagg acagagatgt cattgattga gaagttggga
     1321 gaaggtctta aagaacttca acaggatgag gaattttttc ttagagaatt atcaaaagaa
     1381 gagactgatc ttctgaatga gcttaaaatg gaagcaaatg aggttgagaa tttgtttgga
     1441 agagcacttg ctcttagaaa actaagataa //

LOCUS       HM590935                1998 bp    mRNA    linear   PLN 04-NOV-2010
DEFINITION  Cucumis sativus cultivar Silver Green zeaxanthin epoxidase (ZEP)
            mRNA, complete cds.
ACCESSION   HM590935
VERSION     HM590935
KEYWORDS    .
SOURCE      Cucumis sativus (cucumber)
  ORGANISM  Cucumis sativu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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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ukaryota; Viridiplantae; Streptophyta; Embryophyta; Tracheophyta;
            Spermatophyta; Magnoliophyta; eudicotyledons; core eudicotyledons;
            rosids; fabids; Cucurbitales; Cucurbitaceae; Cucumis.
REFERENCE   1  (bases 1 to 1998)
  AUTHORS   Kim,J.-H., Moon,Y.R., Lee,M.H. and Chung,B.Y.
  TITLE     Characterization of a putative zeaxanthin epoxidase gene from
            cucumber
  JOURNAL   Unpublished
REFERENCE   2  (bases 1 to 1998)
  AUTHORS   Kim,J.-H., Moon,Y.R., Lee,M.H. and Chung,B.Y.
  TITLE     Direct Submission
  JOURNAL   Submitted (28-JUN-2010) Advanced Radiation Technology Institute,
            Korea Atomic Energy Research Institute, 1266 Sinjeong-dong,
            Jeongeup-si, Jeollabuk-do 580-185, Korea
FEATURES             Location/Qualifiers
     source          1..1998
                     /organism="Cucumis sativus"
                     /mol_type="mRNA"
                     /cultivar="Silver Green"
                     /db_xref="taxon:3659"
                     /tissue_type="leaf"
     gene            1..1998
                     /gene="ZEP"
                     /note="CSZEP"
     CDS             1..1998
                     /gene="ZEP"
                     /codon_start=1
                     /product="zeaxanthin epoxidase"
                     /protein_id="ADP69105"
                     /translation="MALTRFHNPFNLSSSSLSRTCFPVPAFREYLVEISPCQRIGCNF
                     GGKSACGRRKKLTQVKAAVTEAPPAEGAAGEISRSLPTKNVRILVAGGGIGGLVFALA
                     AKRKGFDVVVFEKDISAIRGEGQYRGPIQIQSNALAALEAIDLDVAEEVMRVGCITGD
                     RINGLVDGVSGNWYIKFDTFTPAAERGLPVTRVISRMSLQQILARAVGDDVIINDSNV
                     VDFEDSGEKVKVTLENGQQHEGDLLVGADGIWSKVRKNLFGHSEAVYSGYTCYTGIAD
                     FIPADIETVGYRVFLGHKQYFVSSDVGAGKMQWYAFHKEPPGGADAPNGKKERLFKIF
                     EGWCDNVTDLIQATDEDSVLRRDIYDRTPIFTWGKGRVTLLGDSVHAMQPNMGQGGCM
                     AIEDGYQLALELDKAWNESVASGSPIDIVSSLKSYESSRRIRVAVIHGMARMAALMAS
                     TYKAYLGVGLGPLSFLTQFRIPHPGTLGGRFFIDLAMPLMLNWVLGGNSSKLEGRPPA
                     CRLSDKANDQLRKWFEDDDALERAINGDWFLLPQGGEASVSQPICLRKDENQPCLIGS
                     VEKEVDSGLSVAIPLPQVSEKHARIYYKDGAFFLTDLRSEHGTWLSDHEGRRYRAPPN
                     FPVRFHQSDLIEFGFDKKARFRVKVIRSSVENDREKVEMNS"
ORIGIN      
        1 atggctttga ccagatttca caaccctttc aatctttcct catctagttt gtcaagaaca
       61 tgtttcccag ttccagcttt tcgggaatac ctagttgaga tttcgccttg tcaaaggatt
      121 ggttgtaatt ttggagggaa atcagcttgt gggcggagga agaaattgac ccaagtgaaa
      181 gccgctgtta ctgaagcgcc gccggcggaa ggggcagctg gagaaatcag caggagctta
      241 ccaacgaaga atgttcggat acttgtggct ggtggtggaa ttgggggttt ggtttttgct
      301 ttggcggcga aaaggaaagg ttttgatgtg gtggttttcg agaaggatat aagtgcgatt
      361 agaggagaag ggcagtacag gggacctatt cagatacaga gcaatgcttt ggcggctttg
      421 gaagccattg atttggatgt tgctgaggaa gttatgagag ttggttgtat tactggtga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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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81 aggattaatg gtcttgttga tggagtttct ggaaattggt acatcaagtt tgacacgttc
      541 actcctgcag cagaacgtgg acttccagtc actagggtaa tcagtcgaat gtcattgcaa
      601 caaattcttg ctcgtgctgt gggtgatgat gtgattataa atgatagtaa tgttgttgac
      661 tttgaggata gtggagagaa ggtaaaggtg acgcttgaaa atgggcagca acatgagggt
      721 gatctcctgg tcggagcaga cggtatatgg tcaaaggtta ggaagaactt atttggacac
      781 tcagaagcag tatattctgg ctacacttgc tatacaggta tcgcagactt cattccagct
      841 gacatcgaaa ctgttgggta ccgtgtgttt ttgggacaca aacaatactt tgtttcctca
      901 gacgtcggtg caggaaagat gcagtggtat gcattccata aggaaccacc tggtggcgct
      961 gatgccccta acggcaaaaa ggagagactg ttcaaaattt ttgaaggttg gtgtgacaat
     1021 gtgacagatt tgattcaggc cactgatgaa gattctgttc ttcgacgtga tatatatgat
     1081 cgcacaccca ttttcacatg gggtaagggt cgtgtaactt tgcttgggga ttctgtacat
     1141 gccatgcagc caaatatggg ccaaggggga tgcatggcta ttgaggatgg ttatcaactt
     1201 gcacttgagc tggataaagc atggaacgaa agtgtagcct caggatctcc tattgacatt
     1261 gtttcgtcgt tgaagagtta tgagagtagt agaagaatac gggttgctgt aattcatgga
     1321 atggcaagaa tggctgcatt aatggcttcc acttataaag cttatttggg agttggactt
     1381 ggccctcttt catttttgac acagttcaga ataccacatc cagggacgct tggtggaagg
     1441 ttttttattg atctggcaat gcccttgatg ctcaattggg tccttggcgg taatagttca
     1501 aaattagaag ggaggccacc agcttgtaga ctctctgaca aagcaaatga tcagttacga
     1561 aaatggtttg aggacgatga tgccctagag cgagctatta acggagattg gtttttatta
     1621 ccacaaggag gcgaagctag cgtttcacag cctatttgcc tacgcaaaga cgagaaccaa
     1681 ccctgtttaa ttggaagtgt ggagaaagaa gtagattcag ggttatcggt cgctataccg
     1741 ttgcctcagg tttcagaaaa gcatgcccgt atttattaca aagatggggc ctttttcttg
     1801 actgatctga gaagtgaaca tggcacttgg ctatctgatc acgaaggacg gcggtaccgt
     1861 gcacccccga attttcctgt gcgcttccat caatctgact taattgagtt tggttttgat
     1921 aagaaggcaa gatttcgtgt gaaggtgata agatcttcag ttgaaaatga tagagagaaa
     1981 gtggagatga actcatg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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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3-2. 에피지놈 변이 식물의 항산화 변화 규명

1) 후성조절자 돌연변이 식물의 항산화능 비교

․애기장대 후성조절자 돌연변이체의 센 광에 대한 저항성 비교: 애기장대 돌연

변이체들을 16시간 광주기와 22°C/18°C (낮/밤)의 온도주기 하에서 28일간 생

육한 후 실험에 이용하였다. 수확한 잎을 띄워 상온에서 800μmol․m-2․s-1 광

을 4시간 처리하였다. 돌연변이체들의 센 광에 대한 저항성 분석에는 광합성

전자전달과 광합성 기구의 활성을 반영하는 엽록소 형광지표 (F0, Fm, Fv/Fm,

NPQ, ETR)들이 이용되었으며, 각각의 형광지표는 초기형광, 최대형광, 광합성

효율, 비광의존적 형광소거, 전자전달율을 의미한다.

․WT과 돌연변이체 모두 센 광하에서 광산화 스트레스에 의해 광합성 효율과

전자전달율이 크게 감소하였다 (그림 14, 15). 그러나 돌연변이체 중에서

drd1-6, rdr2-1, rdr6는 광합성능의 감소가 WT에 비해 적은 반면, drm2는 보

다 크게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는 de novo DNA methyltransferase 활성이 센

광에 대한 저항성을 유도하는 upstream 신호전달 과정에 중요한 요소일 가능

성을 제시한다. 광합성 색소는 WT과 돌연변이체 모두 DES를 제외하고는 센

광에 의해 크게 변화되지 않았다 (그림 16). 크산토필 회로 색소의

de-epoxidation state를 나타내는 DES는 센 광 처리후 크게 증가하였으나 WT

과 돌연변이체 사이에 유의적인 차이는 없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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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4. 애기장대 WT과 돌연변이체 잎의 센 광 처리 후 광합성 형광지표 변화.

WT, wild type; cmt3, DNA methyltransferase (non CG) ; dcl3-1, Rnase III

(dsRNase); ddm1-2, SWI2/SNF2 ATPase; drd1-6, SWI2/SNF2 ATPase; drm2,

de novo DNA methyltransferase; rdr2-1, RNA-dependent RNA polymerase;

and rdr6, RNA-dependent RNA polymeras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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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5. 애기장대 WT과 돌연변이체 잎의 센 광 처리 후 광합성 전자전달율 변

화. WT, wild type; cmt3, DNA methyltransferase (non CG) ; dcl3-1, Rnase III

(dsRNase); ddm1-2, SWI2/SNF2 ATPase; drd1-6, SWI2/SNF2 ATPase; drm2,

de novo DNA methyltransferase; rdr2-1, RNA-dependent RNA polymerase;

and rdr6, RNA-dependent RNA polymeras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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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6. 애기장대 WT과 돌연변이체 잎의 센 광 처리 후 광합성 색소의 변화.

WT, wild type; cmt3, DNA methyltransferase (non CG) ; dcl3-1, Rnase III

(dsRNase); ddm1-2, SWI2/SNF2 ATPase; drd1-6, SWI2/SNF2 ATPase; drm2,

de novo DNA methyltransferase; rdr2-1, RNA-dependent RNA polymerase;

and rdr6, RNA-dependent RNA polymeras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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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애기장대 후성조절자 돌연변이체의 센 광/고온 동시 처리에 대한 저항성 비교:

애기장대 돌연변이체들을 16시간 광주기와 22°C/18°C (낮/밤)의 온도주기 하에

서 28일간 생육한 후 실험에 이용하였다. 수확한 잎을 띄워 40°C에서 800μmo

l․m-2․s-1 광을 30분 또는 45분간 처리하였다. 돌연변이체들의 센 광/고온 동

시 처리에 대한 저항성 분석에는 광합성 전자전달과 광합성 기구의 활성을 반

영하는 엽록소 형광지표 (F0, Fm, Fv/Fm, NPQ, ETR)들이 이용되었으며, 각

각의 형광지표는 초기형광, 최대형광, 광합성 효율, 비광의존적 형광소거, 전자

전달율을 의미한다.

․WT과 돌연변이체 모두 센 광/고온 동시 처리에 의해 광합성 효율과 전자전달

율이 처리시간 의존적으로 크게 감소하였다 (그림 17, 18). 그러나 WT에 비해

돌연변이체들의 광합성능 감소는 전반적으로 적었으며, 특히 rdr6는 센 광/고

온 동시 처리에 큰 저항성을 보였다. 광합성 색소는 total carotenoid에 대한 β

-carotene의 상대비인 bC/tC가 광합성능과 상당한 연관성을 가지면서 WT과

돌연변이체 사이에 유의적인 차이를 보였다 (그림 19). 또한 크산토필 회로 색

소의 de-epoxidation state를 나타내는 DES는 WT과 돌연변이체 사이의 NPQ

차이와 부분적으로 연관되어 있었다. 이러한 결과들은 조사된 돌연변이체들이

대체로 WT에 비해 센 광/고온 동시 처리에 높은 저항성을 가짐을 의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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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7. 애기장대 WT과 돌연변이체 잎의 센 광 및 고온 처리 후 광합성 형광

지표 변화. WT, wild type; dcl3-1, Rnase III (dsRNase); drd1-6, SWI2/SNF2

ATPase; rdr2-1, RNA-dependent RNA polymerase; and rdr6, RNA-dependent

RNA polymeras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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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8. 애기장대 WT과 돌연변이체 잎의 센 광 및 고온 처리 후 광합성 전자

전달율 변화. WT, wild type; dcl3-1, Rnase III (dsRNase); drd1-6, SWI2/SNF2

ATPase; rdr2-1, RNA-dependent RNA polymerase; and rdr6, RNA-dependent

RNA polymeras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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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9. 애기장대 WT과 돌연변이체 잎의 센 광 및 고온 처리 후 광합성 색소

의 변화. WT, wild type; dcl3-1, Rnase III (dsRNase); drd1-6, SWI2/SNF2

ATPase; rdr2-1, RNA-dependent RNA polymerase; and rdr6, RNA-dependent

RNA polymeras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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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애기장대 후성조절자 돌연변이체의 산화스트레스에 대한 저항성 비교: 애기장

대 돌연변이체들을 16시간 광주기와 22°C/18°C (낮/밤)의 온도주기 하에서 28

일간 생육한 후 실험에 이용하였다. 수확한 잎을 10μM methyl viologen (MV)

에 띄워 상온에서 성장광 하에 3시간동안 두어 산화스트레스를 유도하였다. 돌

연변이체들의 MV에 유도된 산화스트레스 저항성 분석에는 광합성 전자전달과

광합성 기구의 활성을 반영하는 엽록소 형광지표 (F0, Fm, Fv/Fm, NPQ,

ETR)들이 이용되었으며, 각각의 형광지표는 초기형광, 최대형광, 광합성 효율,

비광의존적 형광소거, 전자전달율을 의미한다.

․WT과 돌연변이체 모두 센 광이나 센 광/고온 동시 처리와 달리 암처리 노화

3일째와 유사하게 광합성 효율을 나타내는 형광지표인 Fv/Fm의 감소가 초기

형광(F0)이 증가하고 최대형광(Fm)이 감소함으로써 일어났다 (그림 20). MV

처리 전후를 비교할 때 cmt3가 광합성능이 가장 많이 감소한 반면, drd1-6와

drm2는 상대적으로 감소가 적었다. 그러나 전체적으로 WT과 돌연변이체들 사

이에 유의적인 차이는 관찰되지 않았으며 (그림 21), 이러한 결과는 광합성 색

소 함량에서도 유사하게 나타났다 (그림 22). 따라서 MV에 유도된 산화스트레

스에 대한 저항성은 WT과 돌연변이체들이 크게 다르지 않은 것으로 생각된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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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20. 애기장대 WT과 돌연변이체 잎의 methyl viologen (MV) 처리 후 광합

성 형광지표 변화. WT, wild type; cmt3, DNA methyltransferase (non CG) ;

dcl3-1, Rnase III (dsRNase); ddm1-2, SWI2/SNF2 ATPase; drd1-6,

SWI2/SNF2 ATPase; drm2, de novo DNA methyltransferase; rdr2-1,

RNA-dependent RNA polymerase; and rdr6, RNA-dependent RNA polymeras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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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21. 애기장대 WT과 돌연변이체 잎의 methyl viologen (MV) 처리 후 광합

성 전자전달율 변화. WT, wild type; cmt3, DNA methyltransferase (non CG) ;

dcl3-1, Rnase III (dsRNase); ddm1-2, SWI2/SNF2 ATPase; drd1-6,

SWI2/SNF2 ATPase; drm2, de novo DNA methyltransferase; rdr2-1,

RNA-dependent RNA polymerase; and rdr6, RNA-dependent RNA polymeras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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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22. 애기장대 WT과 돌연변이체 잎의 methyl viologen (MV) 처리 후 광합

성 색소의 변화. WT, wild type; cmt3, DNA methyltransferase (non CG) ;

dcl3-1, Rnase III (dsRNase); ddm1-2, SWI2/SNF2 ATPase; drd1-6,

SWI2/SNF2 ATPase; drm2, de novo DNA methyltransferase; rdr2-1,

RNA-dependent RNA polymerase; and rdr6, RNA-dependent RNA polymeras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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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3-4 절. 방사선 에피지놈의 환경모니터링 및 분자육종

활용기술 개발

3-4-1. 에피지놈의 환경모니터링 활용기술 개발

1) 애기장대 노화에 따른 에피지놈 변이 탐색

․애기장대 후성조절자 돌연변이체에서 잎의 암처리 노화과정에 광합성 색소 함

량 비교: 애기장대 돌연변이체들을 16시간 광주기와 22°C/18°C (낮/밤)의 온도

주기 하에서 28일간 생육한 후 실험에 이용하였다. 수확한 잎을 물에 적신 필

터페이퍼에 올려놓고 5일간 상온에서 암처리하였다. 0.5 cm 직경의 leaf disk 5

개를 액체질소를 이용하여 마쇄한 후 100% 아세톤을 이용하여 광합성 색소를

추출하였고 이를 HPLC를 이용해 분석하였다.

․광합성 색소의 변화는 WT과 돌연변이체에서 암처리 노화과정에 유의적인 차

이를 보였다 (그림 23). 앞서 표현형에서 노화지연으로 관찰된 것처럼 drd1-6

에서 chlorophyll과 carotenoid (크산토필 회로 색소 포함) 함량의 감소가 현저

히 지연되었으며, total carotenoid에 대한 lutein, 크산토필 회로 색소, β

-carotene의 상대비인 L/tC, X/tC, bC/tC에서 돌연변이체에 따른 특징적인 변

화가 관찰되었다. 또한, 크산토필 회로 색소의 de-epoxidation state를 나타내는

DES, total chlorophyll에 대한 carotenoid의 상대비인 tC/tCa+b, 그리고

chlorophyll a/b ratio가 WT과 돌연변이체들 사이에서 현저한 차이를 보였다.

이러한 결과들은 돌연변이체들에서 색소대사 및 노화와 관련된 에피지놈에 차

별적 변이가 유도되었음을 의미하며, 따라서 개별적인 돌연변이체의 생리적 특

성에 따라 변이가 일어난 에피지놈과 이를 통한 기능유전체 발현 조절을 규명

하기 위한 추가적인 연구가 필요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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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23. 애기장대 WT과 돌연변이체 잎의 애기장대 WT과 돌연변이체 잎의 암

처리 노화 유도에 의한 광합성 색소의 변화. WT, wild type; cmt3, DNA

methyltransferase (non CG) ; dcl3-1, Rnase III (dsRNase); ddm1-2,

SWI2/SNF2 ATPase; drd1-6, SWI2/SNF2 ATPase; drm2, de novo DNA

methyltransferase; rdr2-1, RNA-dependent RNA polymerase; and rdr6,

RNA-dependent RNA polymeras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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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애기장대 노화에 따른 후성조절자 변이 탐색

․애기장대 후성조절자 돌연변이체의 유묘에 암처리 노화 유도후 관련 유전자

발현 비교: 애기장대 돌연변이체인 cmt3, dcl3-1, drm, rdr2-1, rdr6을 16시간

광주기와 22°C/18°C (낮/밤)의 온도주기 하에서 2주간 키운 후 암상태로 옮겨

10 ~ 14일간 노화를 유도하였다. 이후 RNA를 분리하여 RT-PCR을 수행하였다.

․애기장대 wild type과 4종류의 돌연변이체를 비교한 결과 노화된 wild type에

서 cmt3, drm2 유전자가 거의 발현되지 않는 것에 비해 돌연변이체는 dcl3-1

을 제외하고 모두 두 유전자의 발현이 관찰되었다 (그림 24). 이러한 결과는

dcl3-1에서 노화가 촉진된다는 다른 실험결과와 함께 고려할 때 후성조절 관련

유전자의 발현 변화가 노화에 영향을 미칠 수 있음을 의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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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24. 애기장대 WT과 돌연변이체 유묘의 암처리 노화 유도 후 후성조절 관

련 유전자 발현 비교. WT, wild type; dcl3-1, Rnase III (dsRNase); drm2, de

novo DNA methyltransferase; rdr2-1, RNA-dependent RNA polymerase; and

rdr, RNA-dependent RNA polymeras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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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4-2. 에피지놈의 분자육종 활용기술 개발

1) 돌연변이 감마선량에 따른 에피지놈 변이 비교

․감마선과 전자선 조사후 gDNA의 메틸화 비교: 애기장대 종자에 감마선

500Gy, 또는 전자선 1kGy, 2kGy를 조사한 후 MS 배지에서 2~5주간 키운 뒤

전식물체의 gDNA를 분리하고 sonication을 통해 절편화하였다. Methylated

DNA의 정량은 SuperSense™ Methylated DNA Quantification kit (Epigentek,

USA)를 이용하여 수행하였다.

․조사결과 감마선 500Gy를 조사한 시료는 DNA 메틸화 비율이 대조구보다 높

았으며 전자선 조사구들은 대조구보다 약간 낮았다 (도표 8). 이러한 결과는

감마선 200Gy를 종자가 아닌 식물체에 조사했을 때 DNA 메틸화가 감소하는

것과 상이하며, 이온화방사선에 의한 게놈 수준의 DNA 메틸화 변이가 선량과

선원 및 식물체의 발달시기에 따라 크게 달라질 수 있음을 의미한다.

․감마선과 전자선 조사후 DNA 메틸화 유전자 발현 비교: 애기장대 wild type

종자에 감마선 500Gy, 또는 전자선 1kGy, 2kGy를 조사한 후 MS 배지에서

2~5주간 생육시켰다. 이후에 RNeasy Plant Mini Kit (Qiagen, USA)를 이용해

전식물체로부터 RNA를 분리하였으며, cDNA 합성 후 DNA 메틸화 유전자인

cmt, drm의 quantitative RT-PCR을 수행하였다. 발현정도는 internal control로

actin을 이용하여 대조구에 대한 상대값으로 계산하였다.

․cmt의 경우 감마선과 전자선 모두에서 유의적으로 발현이 증가하였으며, 전자

선 1kGy보다 2kGy에서 증가 폭이 컸다 (그림 25). 반면에 drm은 감마선

500Gy에서 감소하였고, 전자선 2kGy에서는 증가하는 상반된 결과를 보였다.

DNA 메틸화에는 이 두 유전자 외에 met이 주된 역할을 하기 때문에 게놈 수

준의 DNA 메틸화 정도에 대한 보다 정확한 해석은 추가적인 분석이 필요하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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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표 8. 감마선과 전자선 조사구의 DNA 메틸화 변화. g-0.5k, 감마선 0.5kGy;

e-1k, 전자선 1kGy; and e-2k, 전자선 2kG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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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25. 감마선과 전자선 조사구의 DNA 메틸화 유전자 발현 변화. cmt3, DNA

methyltransferase (non CG); and drm2, de novo DNA methyltransferas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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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4 장 연구개발 목표 달성도 및 대외 기여도

제 1 절 연구개발 목표 및 달성도

성과목표/세부목표 2010년 사업목표 (핵심스펙)
연차목표

달성도(%)

1. 방사선 반응 에피지놈 탐색 및 표현형질 연관성 규명

1-1. 방사선 반응 에피

지놈 탐색

․방사선조사 식물의 염색질 면역침전법 조건

확립

․방사선원별 모델식물 DNA 메틸화 변이 탐

색

100

1-2. 방사선 특이 활성

유전자 및 단백질의

조절 기작 규명

․모델식물 방사선 돌연변이 유도 100

2. 방사선기반 에피지놈과 후성조절자 상호작용 및 발현조절 규명

2-1. 방사선 반응 후성

조절자 탐색

․후성조절자의 감마선 반응 규명

․발달시기별 감마선 반응 후성조절자 변이

규명

100

2-2. 에피지놈과 후성

조절자 상호작용 규명

․감마선의 에피지놈/후성조절자 변이 관계

규명
100

2-3. 에피지놈의 기능

유전체 조절작용 규명

․감마선, H2O2 처리 애기장대의 기능유전체

비교
100

3. 방사선기반 에피지놈의 식물발달/분화 및 항산화 영향 규명

3-1. 에피지놈의 식물

발달 및 분화조절 규

명

․감마선유도 식물 노화지연과 에피지놈 관계

규명

․감마선유도 색소대사 변이와 에피지놈 관계

규명

100

3-2. 에피지놈 변이 식

물의 항산화 변화 규

명

․후성조절자 돌연변이 식물의 항산화능 비교 100

4. 방사선 에피지놈의 환경모니터링 및 분자육종 활용기술 개발

4-1. 에피지놈의 환경

모니터링 활용기술 개

발

․애기장대 노화에 따른 에피지놈 변이 탐색

․애기장대 노화에 따른 후성조절자 변이 탐

색

100

4-2. 에피지놈의 분자

육종 활용기술 개발

․돌연변이 감마선량에 따른 에피지놈 변이

비교
100

총계 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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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2 절 대외 기여도

․감마선조사 애기장대 게놈의 DNA 메틸화 변이 DB 구축을 통해 방사선생물학

과 식물 후성유전학 연구 분야의 발전에 기여

․애기장대 노화지연 후성돌연변이체 선발을 통해 식물 발달/분화 관련 기능유

전체의 후성유전학적 조절 규명을 위한 새로운 기회 제공

․오이의 크산토필 회로 효소 유전자 2종 (CsVDE와 CsZEP )을 분리/동정하여

유전자은행에 등록함으로써 식물의 광합성과 광스트레스 저항성 연구에 기여

․방사선기술을 접목한 신개념의 후성유전체 활용기술을 통해 농생물 자원개발

에 적용 가능한 범용적 원천기술을 확보함으로써 세계 바이오 시장에서 국내

산업체의 기술경쟁력 제고에 기여

․방사선이용 기술의 확대와 산업적 적용을 통해 친환경 방사선 기술의 국민적

친화력 증대를 유도하고 방사선 이용의 긍정적 인식 및 원자력의 평화적 이용

에 대한 국민이해 증진에 기여

․전북 지역의 기반산업인 농업 및 생물산업 분야에서 새로운 경제적 부가가치

를 창출함으로써 지역친화적인 연구소 모델정립에 기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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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5 장 연구개발결과의 활용계획

․감마선조사 애기장대 게놈의 DNA 메틸화 변이 DB : 감마선 반응 식물 DNA

메틸롬 지도 작성에 활용 (추진중)

․애기장대 노화지연 후성돌연변이체 선발 : 식물의 노화관련 기능 유전체의 후

성유전학적 조절 규명에 활용 (추진중)

․CsVDE , CsZEP 유전자 분리 동정 및 유전자 등록 : 분리 동정 및 국제 유전

자은행 등록이 완료된 오이의 크산토필 회로 효소 유전자 2종의 유전자 정보

를 식물의 광스트레스 저항성 연구를 위한 기초자료로 활용 (추진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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