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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세대 염기서열분석을 통한 밀 기능유전체 연구의 현황과 전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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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Hexaploid wheat (common wheat/bread wheat) is one of the most important cereal crops in the world and a model for research
of an allopolyploid plant with a large, highly repetitive genome. In the heritability of agronomic traits, variation in gene presence/absence
plays an important role. However, there have been relatively few studies on the variation in gene presence/absence in crop species, including
common wheat. Recently, a reference genome sequence of common wheat has been fully annotated and published. In addition, advanced
next-generation sequencing (NGS) technology provides high quality genome sequences with continually decreasing NGS prices, thereby dawning
full-scale wheat functional genomic studies in other crops as well as common wheat, in spite of their large and complex genomes. In this
review, we provide information about the available tools and methodologies for wheat functional genomics research supported by NGS technology.
The use of the NGS and functional genomics technology is expected to be a powerful strategy to select elite lines for a number of germplasm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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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 언

갖추었다. 비록 밀의 지역 적응성에 관한 유전적 근거는 완전히
이해되지 않지만 WGD에 의한 것이라고 추정된다(Akhunova

세계적으로 밀은 쌀, 옥수수 등과 함께 가장 중요한 식량작물

et al. 2010). 많은 연구자들이 그 유전요인들을 밝히기 위하여

중 하나로서 세계 인구의 40% 이상이 식량으로 사용하고 있으며,

유전정보를 탐색하고자 게놈 염기서열을 분석하였다. 식물 최초

연간 600만톤 이상 생산되고 있다(Gupta et al. 2008). 밀은

게놈 염기서열은 대표적 모델식물인 애기장대에서 완전히 밝혀

인류가 작물을 재배하고 가축을 사육하여 농업의 번영과 정착생

졌다(Arabidopsis Genome Initiative, 2000). 5년 후 단자엽의

활을 이루는데 일조하였으며, 그 중 보통밀(Triticum aestivum

모델식물인 벼의 게놈분석이 완성되었다(International Rice

L.)은 높은 수량과 가공 품질의 우수성으로 인해 가장 널리 재배

Genome Sequencing Project, 2005). 이 두 식물의 염기서열

되는 품종이 되었다. 보통밀은 게놈의 구조적 비교분석 결과

분석법은 고전 염기서열 분석방법을 통해서 전체 게놈 염기서열

대략 8천년전~1만년전에 A와 B 게놈을 가지고 있는 4배체인

을 분석하였다. 이 방법은 게놈을 적당한 크기로 잘라 bacterial

emmer (T. dicoccum, AABB)와 D게놈을 가지고 있는 2배체인

artificial chromosomes (BAC) 벡터에 삽입하여 클로닝 함으로

goat grass (Aegilops tauschii, DD)간의 자연 교배에 의해 유래되

써 게놈 라이브러리(genomic library)를 만든 후, 각각의 클론을

었다는 가설이 지배적이다(Tang et al. 2008). 밀의 조상인 grass

Sanger 방법으로 염기서열을 분석하는 것이다. BAC 라이브러리

종들은 게놈의 배가(whole genome duplication, WGD)에 의해

의 벡터 하나 하나를 물리적 지도와 비교해 가며 전체 염기서열을

진화적으로 보통밀이 탄생되었다. 전세계에서 널리 재배되고

조합한다. 이 방법보다 더 빠르고 효율적인 염기서열 분석 방법인

있는 밀은 다양한 표현형과 다양한 환경에서 적응하는 능력을

‘게놈 샷건’(genome shotgun, WGS) 방법은 수수(Sorghum bicolo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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및 포도(Vitis vinifera) 등의 많은 작물의 전체 게놈 염기서열

NGS 기반 밀 염기서열 분석

분석에 이용되었다(Paterson et al. 2009). 이 방법은 잘게 자른

1. 전게놈 염기서열 분석

DNA 조작들을 동시에 염기서열분석하여 많은 염기서열 정보를

최근 가장 두드러진 발전을 보인 기술 분야는 적은 비용으로

얻은 후, 그 정보들 중 서로 겹치는 부분을 이용하여 ‘염색체 보

전게놈 및 전사체 염기서열분석의 시대를 이끈 NGS 기술이라고

행’(chromosome walking)을 통해 전체 염기서열을 정렬(assembly)

해도 과언이 아니다. NGS는 유전체의 고속염기서열 분석 기술로

하는 방식이다. 이 염기서열 분석방법은 시간을 어느 정도 단축시

서 high-throughput sequencing, massive parallel sequencing,

켰지만, 염색체 크기가 크고 복잡한 구조를 지닌 작물에는 비용이

second-generation sequencing라고도 불리우며, 기존의 Sanger

너무 비싸고 염기서열의 assembly 역시 어렵다. 특히 보통밀은

염기서열 분석법과는 달리 많은 수의 DNA 서열을 동시에 병렬

WGD에 의해 유사한 염색체 6개가 존재함에 따라 게놈 크기

로 처리하는 특징이 있다. 대표적 NGS 기술의 예로는 ‘일루미나

9

(15×10 )가 거대할뿐만 아니라 반복염기서열로 인해 전장유전

시퀀씽’이다. 그 원리를 간단히 요약하자면, 임의로 자른 게놈

체 염기서열 분석이 어렵다. 이러한 상황에서 다른 작물에 비해

DNA 조각을 유리판에 부착된 탐침자(프라이머)에 결합시키고,

뒤쳐진 밀 기능유전체학 연구에 큰 변화를 줄 수 있는 ‘차세대염

중합효소에 의해 결합된 DNA의 염기서열에 따라 상보적으로

기서열분석’(next generation sequencing, NGS) 기술 발전은

프라이머가 신장될 때 서로 다른 형광물질이 표지된 염기의

밀 기능유전체학 연구자들에게 기대가 크다(Ling et al. 2013).

배열을 읽어내는 방식이다. 일루미나 시퀀씽법은 다량의 DNA

앞선 기술과 NGS 기술을 통해 이배체의 원조인 A와 D 게놈뿐만

조각의 염기서열을 동시에 읽어낼 수 있을뿐만 아니라 오류가

아니라 6배체 밀 게놈에 대한 유전자 서열도 거의 완성 되었고,

적은 장점이 있다(Ahmadian et al. 2006). NGS 기술은 또한

Ae. tauschii와 Chinese Spring의 최신 게놈 버전의 이용이 가능

전통적인 기술에 비해 상대적으로 저렴하여 큰 게놈의 염기서열

하게 되었다(Chapman et al. 2015, Clavijo et al. 2017). 이러한

을 분석이 가능하다(Table 1). 이를 통해 중요한 형질에 관련된

역사적 과정을 통해 International Wheat Genome Sequencing

유전 변이를 빠르고 체계적인 방법으로 분석할 수 있다. 이렇듯

Consortium (IWGSC)는 2005년부터 전게놈 염기서열 분석을

NGS 기술의 발전은 크고 복잡한 6배체 밀과 같은 작물의 유전분

시작하여 13년 만에 2018년 8월에 완성된 6배체 밀 21개 염색체

석에 용이하다. 하지만, 2.5~6만년 이상 다른 종과 분리되고

염기서열 정보(Chinese spring, 약 98%, 13.8 Gb, 107,891개

유지된 보통밀의 유전자 서열은 80~90%의 높은 상동성 비율로

유전자) 모두를 완전히 제공하였다(IWGSC 2018). 이렇게 공개

존재하는 반복 염기서열이 존재하기 때문에, 염기서열 분석을

된 다량의 유전정보들은 reference sequence (RefSeq)으로 이용

통해 얻은 데이터를 구분하기가 여전히 어렵다(Safar et al. 2010).

되어 차세대염기서열 분석을 통해 계통간 resequencing 분석이

따라서, 보통밀 기원의 이배체(D와 A 게놈의 기원인 Ae. tauschii

용이하게 되었으며, 분자생물학 또는 생화학적 접근방법을 응용

와 T. uratu) 염기서열 분석을 통해 제공된 염기서열 정보는 보통밀

한 ‘역유전학’(reverse genetics)에 의해 유전자의 기능이 구체적

에서 반복서열을 구분하는데 도움이 된다(Ling et al. 2013).

으로 밝혀지고, 이러한 기능유전자들은 육종 목표에 부합하는

보통밀 게놈 염기서열 분석의 시작은 대표 품종인 Chinese

‘유전자 기반 선발 마커’(functional molecular marker, FM marker)

Spring 염색체 분석으로 시작되었다. 21개의 염색체쌍 중 유전정

개발뿐만 아니라 새로운 육종 신소재 개발 등으로 다양한 밀

보가 7D 단완 부분은 기존 염기서열 분석 기술을 통해 염기서열

품종 육성에 일조할 것으로 예측된다.
본 논문에서는 차세대염기서열 분석을 통해 이루어낸 밀의
기능유전체 연구의 최근 진행과정을 정리하고 앞으로의 전망을
분석하였다. 앞으로 밀 기능유전체 연구의 발전은 유전자 지도
작성을 위한 새로운 전략과 유전적 변이 발견을 위한 새로운
소재 개발의 융화 속에서 가속화 될 것이다. 아울러 다양한 밀
특성에 부합하는 유전자가 동정 되어 다양한 소비자의 요구에
걸맞는 고품질 밀 육성 연구가 지속적으로 가능하게 될 것이다.

Table 1. Comparison of genome sizes from several species.
Species
Saccharomyces cerevisiae
Arabidopsis thaliana
Drosophila melanogaster
Oryza sativa
Glycine max
Zea mays
Homo sapiens
Hordeum vulgare
Triticum aestivum

Genome sizes
12 Mb
135 Mb
180 Mb
440 Mb
1.1 Gb
2.5 Gb
3.2 Gb
4.9 Gb
17 G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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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합(de novo assembly)을 새롭게 완성하였다(Berkman et al.

수를 다루기 때문에 경제적이며 매우 효과적으로 SNP를 탐색할

2011). 이후 7B 염색체의 단완과 4A 염색체의 장완에서 진화

수 있다(Cavanagh et al. 2013). 뿐만 아니라 cds의 염기서열

초기에 전좌 현상이 일어났음이 확인되었다(Berkman et al. 2012).

정보는 작물의 계통별 재염기서열 분석을 통해 얻어진 정보에서

보통밀의 3B 염색체은 다른 염색체와 비교하였을 때 상대적으로

유전적 다형성을 얻는데 유익하다(Jordan et al. 2015). 소위

온전하게 존재하여 염기서열 조합이 완성되었다. Opata M85와

‘엑솜 캡쳐’(exome capture)라 일컬어지는 유전적 다형성을 확인

W7984 품종의 게놈은 Illumina Solexa 분석을 통한 shotgun

하는 방법은, 특히 밀이나 배추와 같은 복잡한 게놈 구조를 가진

방법으로 염기서열이 분석되었는데, 염색체 3B 염기서열은 가장

작물에서, 전체 염기서열 중 적은 비율로 존재하는 특정한 종류의

길고 정확한 염기서열 조합을 이루어 냈으며, 물리적 지도 제작의

유전자들을 목표로 하여 유전적 다양성을 빠르고, 간단하며,

기반이 되었다(Chapman et al. 2015). 최근에 완성된 보통밀의

적은 비용과 DNA (1~3μg)양으로 분석할 수 있는 장점이 있다

RefSeq 정보와 NGS 분석 기술은 밀의 계통들 간 유전적 차이를

(Jupe et al. 2013, Wulff et al. 2014). 전게놈 염기서열 중 아주

밝히기 위한 재염기서열분석(re-sequencing)을 통해 얻은 염기

적은 비율만이 단백질로 번역되는 암호화된 염기서열을 지니고

서열 정보의 서열화를 용이하게 한다. 이로써 전세계 밀 자생

있다. 20,000~21,000 유전자로 구성되어 있는 인간의 경우는

유전자원 간의 유전적 차이를 분석하는데 있어서 용이해졌다

200,000개의 엑손(exon)이 게놈상에 펼쳐져 있기 때문에 게놈당

(Hufford et al. 2012, IWGSC 2018). 2017년에 야생 emmer

엑손의 비율이 약 1~2%에 해당되며, 그 평균 길이는 145 bp로

(T. turgidum ssp. dicoccoides)의 14개 염색체의 10.1 Gb 조합은

매우 짧다. 밀의 경우 4배체 밀(10 Gb)과 6배체(17 Gb) 밀의

NRGene 게놈 조합 알고리즘을 통해 생성되었고, 보통밀의 AB

전체 엑손(Exome, 엑솜) 크기는 170~340 Mb 이다(Paux et al.

게놈 기원과 관련된 유전자 구성, 게놈 구조 및 유전적 다양성에

2006). 따라서 엑솜 염기서열분석은 엑손 부위의 유전적 다형성

대한 자세한 유전정보를 제공함으로써 RefSeq의 완성에 일조하

발견 가능성이 전장유전체 염기서열 분석에 비해 100배 높을뿐

였다(Avni et al. 2017).

만 아니라 반복염기서열의 출현 비율도 현저히 낮춤으로서 더욱

밀 게놈의 염기서열분석은 기능 유전체 연구를 위해 필요한

정확한 정보를 얻을 수 있다(Pennisi et al. 2012). 엑솜 캡쳐의

정보를 제공하고 있지만, 현재 게놈의 크기와 복잡성으로 인해

기술적 방법에는 array/chip과 In solution 방법으로 나눌 수

세부적인 염기서열 분석, 특히 단백질을 암호화하는 염기서열

있는데, 두 가지 방법 모두 input DNA 샘플에서 목표하는 유전자

(coding sequence, cds)의 분석은 지연되고 있었다. 그럼에도

들을 동정(capture) 하기 위한 탐침자(probe/bait)의 제작이 가장

불구하고 일부 밝혀진(annotation이 이루어진) 밀 게놈 염기서열을

중요하며, 두 방법 간의 큰 차이점은 input DNA의 양과 탐침자

이용해 유전자들의 배수성 관련 연구뿐만 아니라 transposon의

양의 비율이 다르다는 점이다(Grover et al. 2012). Fig. 1은

삽입 여부, 다양한 원인으로 인한 유전자의 미성숙 종결 코돈

엑솜 캡쳐의 여러 방법 중에서 한 과정을 대표로 설명하였다.

(premature stop codon) 및 SNP에 의한 아미노산서열 변화 연구

물리적(초음파파쇄기) 또는 화학적 방법(제한효소)에 의해 잘게

등이 진행되었다(Luo et al. 2009, Choulet et al. 2010).

자른 게놈 DNA와 biotin과 결합시킨 cDNA library의 혼성화
반응을 통해 상보적인 염기서열끼리 결합시키고, biotin 수용체

2. 특정 DNA 염기서열 분석

가 결합된 비즈(beads)와 반응시킴으로써 RNA와 결합된 DNA

새로운 특성이 도입된 작물의 육종을 위하여 ‘분자표지 활용선

조각을 분리하여 최종적으로 NGS 분석을 통해 엑솜의 염기서열

발’(marker-assisted selection, MAS)의 활용이 날로 증가되고

을 분석하는 방법이다(Fig. 1). 밀 유전체 연구에서 엑솜 염기서열

있으며, 그 중 대표적인 기술이 염기서열정보를 활용한 ‘유전체

분석의 대표적 성과로, Chinese Spring의 초기 게놈 염기서열

선발’(genomic selection, GS) 방법이다(Sallam et al. 2015).

분석을 통해 얻어진 정보와 주요 밀 재배 지역 자생 및 품종이

유전정보를 활용한 GS 중, 현대 분자육종에서 가장 많이, 그리고

포함된 62종의 계통을 엑솜 캡쳐를 통해 얻어진 정보를 이용하여

가장 효율적으로 사용되는 GS 기술은 ‘단일염기다형성’(single

1.57 Mb의 SNP 및 161,719의 삽입/결손(indel)의 다형성을 발견

nucleotide polymorphism, SNP) 마커를 이용한 것이며, 상당히

한 사례가 있다(Jordan et al. 2015). 이러한 연구 결과는 앞으로

많은 SNP 마커들이 개발되고 있다(Lai et al. 2015, Winfield

GWAS (genome-wide association study) 수행을 통해 물리적

et al. 2015). 식물의 특정 시기 및 조직에서 발현한 모든 전사체

지도(physical map)를 구축함으로서 밀의 복잡한 표현형을 결정

(transcriptome) 염기서열 분석은 상대적으로 크기가 작고 적은

하는 유전적 요인을 밝히는데 큰 도움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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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ingle-stranded repeats (SSRs) 마커, 205,807개 single nucleotide
polymorphisms (SNP) 마커, 3,025개 diversity array technologies
(DArTs) 마커, 6,689개의 expressed sequence tags (ESTs) 마커,
4,512,979개의 ISBPs 마커}를 공개했다. 이 성과는 73개 대학과
기업, 연구소 등이 참여하여 13년만에 이루어 냈으며 개화조절,
농업특성 등 관련 유전자들을 구분하였다(IWGSC 2018).
작물의 농업 형질을 결정하는 유전적 요인은, 해당 유전자의 존재
여부, 그리고 cds 또는 regulatory sequence (promoter, untranslation
region, intron 등) 내에서 SNP 또는 Indel로 인해 정상적인 단백질
이 만들어지지 않거나 유전자 발현에 이상이 발생한 경우를 들
수 있다. 앞으로 이들 정보를 이용한 GS를 통해 새로운 농업 특성이
도입된 새로운 작물 생산이 활발히 진행될 것이다(Montenegro
et al. 2017).
밀 계통의 유전적 다양성을 경제적으로 분석할 수 있는 또
다른 접근법으로 ‘제한효소 관련 DNA 염기서열분석’(restriction
site- associated DNA sequencing: RAD-Seq) 방법을 들 수 있다.
제한효소 부위에 가까운 짧은 영역만 서열화 함으로써 데이터를
Fig. 1. Schematic diagram showing a process of exome-capture. It
consists of two steps. The first step is to select only DNA fragment
encodes proteins (exon regions) by probes like complementary DNA
(for example, cDNA library). The second step is to sequence these
exon fragment (exome) using high-throughput DNA sequencing
technology (NGS).

생성하는 방법으로, 적당한 제한효소를 이용하여 전체 DNA를
200~500 bp 크기로 자른 DNA의 일부 염기서열만을 분석하는
방식이다. 이 방법에 의하면 전게놈의 20~30%만을 분석하게
됨에 따라 적은 비용으로 신속히 계통간 유전적 다형성을 확인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이 방법을 ‘염기서열분석을 통한 유전자
타이핑’(genotype by sequencing, GBS)이라는 용어로 자주 불리

Montenegro et al. (2017)은 기존의 IWGSC 팀(2014)에 의해

우며, 생물종에 대한 RefSeq을 요구하지 않고도 집단 특이 변이

구성된 참조유전체서열정보(Reference Sequence, RefSeq)를 개

들을 찾아낼 수 있는 장점이 있다. 따라서 RAD-Seq은 RefSeq

선하였고, 그 향상된 Chinese Spring의 RefSeq를 바탕으로 하여,

정보가 완성되지 않은 비모델 생물체에 대한 생태 및 진화 연구에

18개 밀 품종의 유전적 다양성을 Chinese Spring의 RefSeq에

서 다량의 SNP 탐색 및 유전자형 분석에 가장 널리 사용되는

지도화 함으로써 범유전체(pangenome)를 구성하였다. 범유전

게놈 접근법이 되었다(Andrews et al. 2016). 물리적 지도 및

체는 140,500 (±102)개의 유전자로 구성되었으며, 각 밀 품종 당

샷건(shotgun) 염기서열분석으로부터 발생한 정보를 이용하지

81,070 (±1,631)개의 핵심유전체(core genome)와 평균 128,656

않는 GBS의 기술은, 전게놈 중 일부 정보만을 이용함에도 불구

개의 유전자로 구성되어 있음이 확인되었다. 아울러 범유전체

하고, 육종가들에게 매우 매력적이다. 최근 Chinese Spring의

정보를 통해서 18개 밀 품종에서 발견된 12,150개의 유전자가

RefSeq이 완성이 되었기 때문에 NGS 기술에 의한 GBS 정보의

Chinese Spring에서는 발견되지 않았으며, Chinese Spring에서

정확성 및 이용성은 더욱 높아질 것으로 예상된다.

는 존재하는 245개 유전자가 18개의 품종에서는 발견되지 않음
을 확인하였다. 범유전체 정보의 활용을 통해 유전자의 존재

3. 전사체 염기서열 분석(RNA-seq)

여부뿐만 아니라, 36만개 이상의 SNP가 18개 품종에서 존재하

밀 게놈 염기서열 분석은 다양한 환경에서 발현되는 유전자를

고, 이중 2.8만개의 SNP가 Chinese Spring의 RefSeq에서는 존재

지도화 하기 위한 기초자료를 제공하고, 게놈의 구성요소들의

하지 않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Montenegro et al. 2017). 최근

물리적 구조를 이해하는 첫번째 단계이다. 전사체 프로파일링은

IWGSC 연구팀은 밀 염색체 21개의 염기서열 모두를 해독하였

발현된 모든 유전자의 동정과 발현 양상을 확인하는 것이다.

으며, 107,891개의 유전자 및 4,729,004개의 마커 정보 {504개

이러한 정보는 유전자 발현 조절과 그 유전자의 기능뿐만 아니라
367

韓育誌(Korean J. Breed. Sci.) 50(4), 2018

복잡한 상호작용에 대해 깊은 분석이 가능하게 한다. 오랫동안

문제가 있다. 6배체 밀의 유전체 분석 시 어떤 한 유전자에서

cDNA 미세배열(cDNA micro-array)은 밀 전사체의 연구를 위

변이가 생기더라 하더라도 정상인 나머지 유전자들이 존재하기

한 주된 도구가 되어왔다(Gao et al. 2012, Zhang et al. 2014).

때문에 3개의 동조체 모두를 확인해야 하는 어려움이 있다.

그러나 미세배열을 이용한 전사체 정보는 미세배열에 심겨져

TILLING (targeted induced local lesions in genomes)은 작물의

있는 탐침자의 수와 유전자 염기서열 정보의 정확성에 달려있기

유전자들의 기능을 검정할 수 있는 중요한 접근법임에도 불구하

때문에 그 이용이 제한적이다. 예를 들어, cDNA 미세배열의

고 그런 이유로 인해 배수체 밀에서 TILLING 집단을 만드는

경우, 유전자 발현 정도를 측정하고자 특정 조직이나 세포에서

것이 필요하였다. 밀의 대표적 모델식물인 A게놈 이배체 밀(T.

추출한 mRNA를 cDNA로 합성하여 탐침자와 결합을 통해 나타

monococcum)을 이용하여 EMS처리에 의한 돌연변이 집단이

난 신호의 세기 정도를 이용하여 유전자의 발현양을 간접적으로

만들어졌다(Rawat et al. 2012). 1532개 M2 돌연변이 집단은

확인하게 되지만, 이 과정에서 mRNA 추출을 위한 샘플의 정확

전분합성을 수반하는 WAXY유전자와 세개의 리그닌 생합성

성, 탐침자 염기서열의 종류 및 길이의 한계 등으로 인해 얻어진

관련 유전자(COMT1, HCT2, 4CL1)들을 위한 연구에 사용되어,

정보의 정확성 여부가 문제점으로 대두된다(Wang et al. 2009).

그 유전자들이 92 kb마다 한 개씩 존재함이 확인되었다(Wang

‘전체 전사체 염기서열화 분석’(RNA-seq)은 NGS를 이용하

et al. 2012). 듀럼밀과 빵용밀의 TILLING 자원을 생성하기

여 유전자의 발현 정도를 양적으로 비교하는 방식 외에도 한

위한 노력은 Uauy et al. (2009)에 의해 수행되었는데, 1368개의

유전자로부터 ‘선택적 스플라이싱’(alternative splicing) 과정을

4배체와 1536개의 6배체 M2 식물이 생성되었다. 돌연변이 발생

통해 발생하는 다양한 전사체까지도 세밀히 분석할 수 있다(Li

정도는 6배체에서 38 kb 당 1개로 발생된 반면, 4배체에서는

et al. 2014, Feng et al. 2017). 최근 연구에서 Pfeifer et al.

6배체보다 낮은 51 kb 당 1개로 돌연변이 비율로 발생하였다.

(2014)은 더 신뢰할 수 있고 유용한 전사 발현 정보를 제공하는

이 TILLING 집단 연구를 통해 SBEIIa 효소에서 돌연변이가

효과적인 RNA-seq 분석의 좋은 예를 제시하였다. 그 보고에

발생 시 아밀로스 함량이 높아지며 저항성 전분(소화가 잘 되지

의하면, RNA-seq을 통해 밀 종자 생성 중에 같은 양상의 발현을

않는 전분) 등 새로운 전분 기능이 생성됨을 확인하였다(Botticella

보이는 공발현(co-expression) 유전자 집단을 확인했다. 이 발현

et al. 2011, Hazard et al. 2012). Chinese Spring의 밀 게놈

양상들은 밀 배유가 발달하는 동안에 특정 유전자가 조직별,

정보가 공개됨에 따라 다양한 밀 자원에서도 유전정보가 더욱

시기별로 어떻게 발현하고 기능적으로 유사한 유전자들과 어떻

활발히 밝혀질 것이며 이러한 정보들을 통해 애기장대와 같이

게 상호작용하는지 여부를 유추할 수 있도록 했다. 이 연구를

언젠가는 모든 밀 유전자에서 돌연변이가 존재하는 집단을 구축

통해서 조직 및 시기별 발현이 우세하는 유전자들이 발견되었고,

하게 될 것이다.

그 유전자들의 상호작용과 하위 유전자들의 발현 조절에 대한
정보를 제공되었다(Pfeifer et al. 2014). 이러한 분석은 전체

염기서열 데이터베이스를 통한 밀 유전자형 분석

밀 유전자의 발현 양상을 제시하여 공발현 집단을 확인함으로써

1. SNP-chip을 이용한 밀 유전적 다형성 분석

유전자 간의 발현 조절 메커니즘을 규명할 수 있게 되고 유전자의

지속적인 NGS 가격 하락에도 불구하고 밀 게놈 연구는 비용

기능까지 유추할 수 있게 되었다. 최근에 Feng et al. (2017)은

및 데이터 처리에 있어서 여전히 어렵다. 그래서 SNP 미세배열

어린 이삭부터 꽃 조직의 분화까지의 초기 밀 화기 발달 과정에

(SNP-arrays/chip)은 육종가에게 있어 특정 밀 계통에서 전유전

대한 전사체 연구를 통해 밀 개화 발달과정 유전자 발현 조절

체 정보의 이해를 돕는 가장 좋은 수단이다. SNP-chip은 수 많은

네트워크를 도식화 하였으며, 밀 수확량 향상을 위한 주요 타겟

SNP들을 지니고 있기 때문에 유전적 다양성을 밝히기 위한 강력

유전자들을 제시함으로서 RNA-Seq을 통한 밀 기능유전체학을

한 수단이다. 그 정보들은 유전자 마커의 특징을 연구하여 더욱

한층 발전시켰다.

세밀한 유전자지도를 제작함으로써 집단에서 각 개체 간의 유전
적 근연 관계를 추론하는데 이용할 수 있다. 지난 몇 년 동안

밀 돌연변이체군을 이용한 유전적 다형성 분석

다양한 밀도를 가진 SNP-chip이 만들어져 왔다(Jia et al. 2017).

대부분의 밀 유전자들의 경우, 3개의 동일한 유전자(동조체,

밀 SNP 미세배열은 8개 밀 계통의 재염기서열 분석을 통해

homoeologs)가 존재하기 때문에 쌀과 옥수수와 같은 이배체성

얻은 특정 엑솜 염기서열을 바탕으로 제작되어 발전되었으며,

종에 사용된 기존의 유전자 식별 방법은 밀에 사용되기에는

보통밀의 재래종과 품종의 향상을 위한 다중 표적을 위해 거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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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00개의 전 세계적 계통의 유전자형 분석에 사용되었다(Allen

되어 육종과 유전체 연구 모두에 크게 활용되고 있다.

et al. 2011). 더욱 최근에는 9K iSelect SNP-chip을 이용하여
유전자형 분석을 하였으며, 262 계통의 중국 밀 집단을 이용하여

2. Genome-wide association studies를 통한 기능유전체학

표현형을 분석한 결과 총 2420과 2396 SNP가 A와 B 게놈

전장유전체연관분석연구(genome-wide association studies,

염색체에서 존재하였다(D 게놈에서는 340개로 미비함). 아울러

GWAS)는 자연 집단의 유전적 변이를 확인하기 위한 또 다른

이 연구결과를 통해 878개의 ‘일배체형 블록’(haplotype block,

접근 방법으로 한 지역에서 적응한 재래종이 어떻게 다른 농업적

한 염색체 내에 서로 연관되어 모여 있는 SNP 지역)이 발견되었

조건에서도 적응하는지에 대한 분자적 메커니즘을 연구함으로

으며, 전체 SNP의 92.4%가 그 일배체형 블록에 포함되어 있음을

써 더 나은 작물 개량에 적용 될 수 있는 중요한 정보를 제공한다

확인하였다. 또한 A 게놈으로만 구성된 일배체형 블록이 B 게놈

(Yu et al. 2006). 보통밀의 염기서열 기반의 GWAS는 아직 미약하

으로만 존재하는 일배체형 블록보다 더 크며, 이는 B 게놈 염색체

지만 다양성배열기술(diversity arrays technology, DArT)과 같

보다 A 게놈 염색체가 육종 시 선발에 더 큰 영향을 미칠 수

이 합리적인 기술들이 주로 수행되고 있다(Wisniewski et al.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었다(Hao et al. 2017). 밀 분자 육종의

2001). GWAS를 통한 일부 밀 유전체 연구의 사례를 살펴보면,

한 전략으로서 일배체형 블록 기반 SNP 마커는 밀 MAS를

밀에서 중요한 가뭄 저항성 기작 중 하나인 수용성 탄수화물

위해 유용하게 이용 될 것이다(Hao et al. 2017, Jia et al. 2017).

축적 관련 유전자가 염색체 1A, 1B, 1D, 2D, 4A에서 GWAS에

90K SNP-chip 역시 다양한 지역으로부터 19개 빵밀 계통을

의해 확인되어 이러한 분자 마커들은 내건성 밀 선발에 이용할

바탕으로 개발되어 많이 사용되고 있다. 이 미세배열은 보통밀

수 있게 되었다. 최근 중국의 10개 지역에서 확보한 723점의

게놈 전반에 걸친 수 많은 SNP를 포함하고 있으며 52,607개

재래종들이 6개의 환경에서 어떻게 생육하는지를 23개의 농업적

마커(51,655 SNPs, 667 SSR, 266 DarT 등)를 지도화 하였다

특성으로 평가되었다(Liu et al. 2017). 52,303개의 DArT 마커를

(Wang et al. 2014, Wen et al. 2017). ‘밀도 기반 군집화 알고리

이용하여 GWAS를 수행하였고, 이 결과를 통해서 29개의 양적

즘’(density-based spatial clustering algorithm) 개발의 발전으로

형질 유전자 좌(quantitative trait loci, QTL)에서 149개 주요

복잡한 데이터를 대량신속처리 하여 유전자형을 분석할 수 있을

마커가 개발되었다. 또 다른 GWAS는 9740개 DArT-seq와

뿐만 아니라 저감도 군집들도 탐지 할 수 있게 되었다.

178,803개 SNP 마커를 사용하여 717 중국 재래종 밀 중 194

가장 최근의 SNP 미세배열은 192 보통밀과 60 세계적인

점에서 수발아 저항성을 확인하였다.

현대 밀 품종, 72 재래종 밀, 30 야생종 emmer 계통, 그리고 Ae.

GBS는 GWAS를 위한 효과적인 비용절감 방법 중 하나이다.

tauschii의 30 계통을 포함한 모든 계통에 적합하도록 낮은 커버

다중 샘플들은 바코드로 표지 할 수 있고 전장분자 마커 발견은

리지 서열의 630,517 SNPs (660K array)를 포함한다(Cui et

유전자형과 연결될 수 있다. 177개 Ae. tauschii 계통의 집단을

al. 2017). 이 SNP 미세배열을 통해 얻어진 유전자지도는 기존의

GBS 분석을 수행하여 유전적 다양성 분석에 이용 가능한 11,489

90K와 820K (unpublished)를 활용한 유전자지도와 동일한 결과

SNP 마커를 확인할 수 있었다(Arora et al. 2017). 또한 5249개

값을 얻었으며, 이 SNP들은 Chinese Spring 게놈 분석에 할당되

SNP 마커를 가지고 수행한 GWAS에서 114개 계통의 밀 종실

었다. 아울러 이 SNP 미세배열은 품종화된 밀 뿐만 아니라 밀

크기와 연관된 17개의 SNP 마커가 확인되었다. 이들 마커에

원조 등 모든 밀 계통을 분석할 수 있는 장점이 있다.

의해 세포 분열과 분화와 관계된 유전자가 염색체 6D, 5D, 2D에

SNP 배열은 수 많은 밀 계통의 유전자형에 적합한 플랫폼을

위치하고 있음이 밝혀졌다. Ae. tauschii에서 카드뮴 과다 및

나타내며, 육종 적용에 이상적이다(Allen et al. 2011, Wang et al.

인 결핍 스트레스와 같은 경제적으로 중요한 특성들을 연구하기

2014). 작지만 대표적이고 유익한 SNPs는 CerealsDB에 이용

위해 사용되어 왔다(Qin et al. 2015, Liu et al. 2015). 이렇게

가능한 Breeders 35K Axiom Array와 같이 실험적 비용을 더욱

NGS 기술 발전을 통한 GBS 분석에 의해 SNP를 발견하고

줄일 수 있다. 게다가 배열에 기반을 둔 분석은 비용과 정확도

이들을 활용한 SNP-Chip은 밀 GWAS를 위해 더 빈번하게 사용

면에서 훨씬 좋은 STARP 마커 또는 게놈 특정 KASP 마커로

되고 있다. 그 예로서 Sun et al. (2017)은 밀 90K 미세배열을

변환 될 수 있다(Long et al. 2017). 이 SNP들은 고품질 밀 품종,

사용하여 163개 빵밀 품종에서 13개의 수량 특성 관련 1769개의

재래종, 원형종을 포함한 다양한 유전자원에 이르기까지 폭 넓게

유전자 좌를 확인한 사례를 들 수 있다.

적용을 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많은 부분이 유전적으로 지도화

NGS의 도움을 받은 GWAS는 유전자원 집단에서의 유전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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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이 확인이 가능할뿐만 아니라 병원균에 대한 반응이나 환경변

다. 돌연변이 스크리닝과 차세대 염기 서열 분석은 이 유전자의

화 적응에 대한 염색체내 관련 유전자의 위치를 확인하는 등

클로닝 과정에서 중요한 역할을 한다. 복잡한 구조의 게놈을

다양한 유전체분석에 활용될 수 있는 기술이다(Maccaferri et

가지고 있는 작물로부터 유전자 클로닝 하기 위한 방법으로 ‘긴

al. 2015, Ovenden et al. 2017). 앞으로 GWAS는 더 정확한

범위 조립’(targeted chromosome based cloning via long rage

표현형 조사 및 향상된 샘플 채취 방법의 모색으로 밀 기능

assembly, TACCA)이라고 불리우는 새로운 전략이 대두되었다.

유전체 연구에서 중심 역할을 하게 될 것이다.

새로운 유전자를 가진 품종을 개발하기 위해서는 새롭게 형성된
고품질 게놈 염기서열에 달려있다. 분류된 염색체 정보와 Chicago

Reverse genetics를 통한 밀 기능유전체학

long-range에 연결된 프로그램을 사용하여 분석한 염기서열 조

1. 밀 기능 유전자 클로닝

합을 이용하여 생성된 고품질 유전자 서열을 바탕으로, 이전에

유전자 지도 기반 클로닝(map-based 또는 positional cloning)

사용되던 분자 마커와 EMS 처리에 의한 돌연변이를 이용하여

은 진보된 고전적 유전자 클로닝 방법으로서, 애기장대 또는

4개월 만에 밀 잎녹병 저항성 유전자인 Lr22a를 클로닝 하는데

벼와는 달리, 유전 정보가 부족한 곡류 작물에서 농업적 중요성의

성공하였다(Thind et al. 2017). 이러한 연구 사례들은 클로닝이

유전자를 확인하기 위한 효율적인 방법이다. 완전한 게놈 서열

어려운 유전자를 다루는 연구자에게 큰 희망을 줄 수 있다.

(IWGSC 2018)과 고품질 유전 모델(IWGSC R EFSEQ v.10,
IWGSC 2014, Clavijo et al. 2017), 전사체학 정보은행, 고밀도의

2. 형질전환 기술을 활용한 밀 기능유전체

SNP-chip이 포함된 유전자원을 가지고 연구하는 밀 유전체 연구

1990년대 초반까지 단자엽 식물체는 아그로박테리아(Agrobacteria

는 밀 유전자의 map-based 클로닝을 훨씬 쉽게 수행하도록 한다.

tumefaciens)에 의해 성공한 예가 없었기 때문에 밀 형질전환체

결과적으로, 정밀 QTL 지도화 작업이 그와 같은 밀 게놈의

생산은 particle bombardment 장비와 밀 미성숙배를 이용하여

자원의 활용으로 더욱 활성화되었다. 예를 들어, 종자 무게 QTL

뒤늦게 성공하였으며(Vasil et al. 1992), 2000년 초반에 비로소

Qtgw-cb.5A는 염색체 5A에 위치함을 확인하였으며, 이후 발전

아그로박테리아를 이용하여 안정적인 밀 형질전환체를 생산하게

된 밀 게놈 서열과 유전자 모델을 이용하여 정밀한 물리적 지도를

되었다(Ye et al. 2002). 이후 다양한 유전자를 바탕으로 밀 형질전

작성했을뿐만 아니라, 과피 세포의 확장을 통해 최종 종자 크기를

환체 관련 연구가 활발히 시작되었다. 최근 연구결과를 소개하면,

결정한다는 직접적인 타겟 유전자 정보를 제공했다(Brinton et

R2R3 Myb transcription factor인 TaPIMP1 유전자의 과발현체

al. 2017).

를 통해 잎점무늬병균(Bipolaris sorokiniana)에 저항성을 보였

복잡한 게놈 6배체 밀과는 대조적으로, 이배체 밀은 map-based

을뿐만 아니라 스트레스 관련 유전자의 발현을 조절함으로써

클로닝과 유전 연구에 더 용이하다. 예를 들어, 광범위하게 치명

가뭄저항성 증진 효과가 확인되었고(Zhang et al. 2012), 병저항

적으로 줄기에 퍼지는 Ug99녹병에 대한 저항성 유전자를 갖고

성 유전자로 알려진 CC-NBS-LRR 유전자군 중 하나인 Yr10을

있는 Sr35는 T. monococcum (AA)로부터 복제되었고, T. urartu

도입한 밀 형질전환체에서 줄기녹병저항성이 확인되었으며,

(A-게놈 원형)와 배수체 밀에서는 그 인자가 없는 것으로 밝혀졌

pathogenesis-related protein 1 (TcLr19PR1)의 유전자 도입 밀

다. Sr35는 원 교배에 의해 이배체 밀로부터 이동된 후에 일반

개체에서 잎녹병 저항성을 확인하였다(Liu et al. 2014, Gao

밀에서 Us99에 대한 강한 저항성을 보였다(Saintenac et al. 2013).

et al. 2015). 밀 calcium-dependent protein kinase TaCPK7-D

또 다른 최근에 복제된 유전자인 Male Sterile 2 (Ms2)는

유전자 도입 형질전환체 밀에서 밀 잎집눈무늬병(eyespot disease)

map-based클로닝에 의해 확인되었다(Ni et al. 2017, Xia et

에 저항성이 증진됨을 확인되었고, NAC transcription factor

al. 2017). 밀 형질전환체 및 돌연변체를 이용하여, Ms2 유전자의

중 하나인 TaNAC2-5가 밀 수확량과 관계 있음을 또한 밀 형질전

프로모터 영역에서 TRIM (terminal-repeat retrotransposons in

환체를 통해 확인하였다(He et al. 2015, Wei et al. 2016).

miniature)을 확인하였고, 이 TRIM이 Ms2 유전자 활성화하여

밀 게놈 염기서열의 공개로 많은 유용 유전자의 동정이 수월해

꽃밥 특이적 발현과 웅성불임의 결과함을 확인하였다. Ms2는

졌으며 발전된 형질전환 기술을 통해 많은 유전자의 기능이

triticeae 집단에서만 존재하고 다른 어떤 동족체에서도 발견되지

밝혀질 것이고, 이러한 정보들의 축적은 다양한 밀 우수 계통을

않아 “고아”라고 불리우는 유전자다. Ms2 유전자의 클로닝은

선발하는데 큰 도움이 될 것이다.

밀 잡종 종자 생산 및 육종 선발을 위한 상당한 잠재력을 제공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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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유전자편집기술을 통한 밀 기능유전체학

에 의해 흰가루병 저항성을 증진시킨 사례도 있다(Wang et al.

유전자편집기술은 새로운 작물 생산에 있어 중요한 기술로

2017). 또한 밀 수확량과 병 저항성 관련 유전자인 TaGW2와

주목받았다. 특히 GMO (genetically modified organism)의 사회

TaGASR7 유전자를 CRISPR/Cas9에 의해 유전자편집에 성공

문제로 인해 식물분자생물학 연구자들에게 특정 유전자 변이체

하였다(Liang et al. 2017).

생산 기술인 유전자편집기술이 각광받고 있다.

최근 유전자 편집기술은 ‘염기편집(base editing)’ 형태로 발전

미국 농무성에서는 외부 유전자가 옮겨지지 않는 유전자편집

하였다. CRISR/Cas9이 획기적인 기술임에는 틀림이 없다. 하지만

작물은 GMO로 판단하지 않는다고 판단하였고, 유럽의 경우는

인간의 질병 등 상당수의 유전적 변이는 SNP로 존재하기 때문에

현재 법정 심사 중에 있고 2018년 내로 결론이 날 것으로 예상된다.

하나의 염기서열을 바꾸어야 하는 상황에서는 CRISPR/Cas9의

그에 따라 현재 polyphenol oxidase (PPO) 유전자편집 버섯이 2016

한계가 드러난다. 그런 면에서 염기편집 기술은 많은 인간의

년에 상용화 되었으며 동일한 해에 waxy gene 편집을 통해 찰성이

유전병뿐만 아니라 개선된 밀 육종에서도 주목받고 있다. 이

높고 광택이 우수한 옥수수가 판매되었다(Waltz 2016a, 2016b).

염기편집은 Cas9의 nuclease 활성을 억제하도록 돌연변이 시키

이러한 CRISPR/Cas9 시스템은 초기 유전자 편집기술인 ZFN

고 시토신(C)를 유리딘(U)로 치환하는 cytidine deaminase 효소를

(zinc finger nuclease)와 TALEN (transcription activator-like

융합한 dCas9 (dead Cas9)을 이용하여 CRISPR/Cas9과 동일한

effector nuclease)의 후 버전으로써 목표하는 유전자의 특정부위를

방법으로 해당 유전자를 편집한다(Fig. 2). 단, 변형된 dCas9으로

자르는 특이성 및 효율성 면에서 월등히 우수하다. CRISPR/Cas9

인해 DNA를 절단할 수 없고, 타겟 염기서열의 C를 cytidine

시스템은 DNA 이중나선을 자르는 Cas9 단백질과, 유전자의

deaminase에 의해 U로 치환한다. 이후 DNA 복제 또는 회복

특이성을 결정하는 single guide RNA (sgRNA)으로 구성되어

과정을 통해 치환된 U는 T로 바뀜으로써 최종적으로 염기 하나

있다(Fig. 2). Guide RNA와 상보성을 갖는 단일 염기서열의

만을 치환할 수 있게 되었다(Komor et al. 2016). 밀 연구 사례로

결합은 Cas9 단백질의 결합을 유도하여 PAM 자리(NGG 염기서

서, 밀가루 색깔에 중요한 역할을 담당하며 지질 가수분해 효소

열) 앞 3번재와 4번째 염기 결합을 끊게 되고, 이렇게 잘린 부분에

중 하나인 TaLOX2 유전자를 dCas9을 통해 밀가루 색을 개선한

는 1개에서 많게는 수십개의 임의의 염기가 추가되거나 제거가

사례가 있다(Zong et al. 2017).

되는 DNA 회복과정을 통해 다양한 돌연변이가 발생하게 된다

앞으로 NGS 기술의 발달로 밀 유전정보의 질적, 양적 성장과

(Jiang & Doudna 2017). 밀에서 실제 연구 사례를 살펴보면,

아울러 유전자 또는 염기편집기술의 발전으로 인해 더욱 풍성한

CRISPR/Cas9에 의해 밀 원형질체에서 병 저항성 유전자, TaMLO

밀 기능유전체학의 발전을 기대할 수 있다.

유전자를 돌연변이 시킨 사례가 있으며(Shan et al. 2014), TALEN

Fig. 2. The schematic diagram shows the two processes of genome editing with CRISPR/Cas9 and CRISPR/dCas9. CRISPR-Cas9 system
relies on creating cut nucleotide bond of target DNA with Cas9 has endonuclease activity, while dCas9 activation systems for base editing
technique rely on similar components like Cas9 to intended targets. dCas9 is one of Cas9 mutants without endonuclease activity. Base
editing technique to irreversible conversing one target DNA base into another have been used dCas9 fused to a cytidine deaminase enzym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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밀 분자육종을 위한 유전자 특이 마커

(HMW-GS, LMW-GS)이 가장 중요한 유전적 요인이며, 밀 가공

FM 마커(Functional molecular marker) 또는 유전자 특이 마커

제품의 색깔을 결정짓는 유전적 요인으로는 Polyphenol oxidase

(gene-specific marker)는 기능을 담당하는 유전자 염기서열 내에

(PPO) 활성, Lipoxynase (LOX) 활성, Yellow pigment content

서 유전적 다형성을 확인할 수 있는 마커로써, PCR (polymerase

(YPC)이 발견되어 마커로 이용되고 있고, 그 밖에 이삭의 경도

chain reaction)을 이용하는 면에서는 기존의 마커(SSR, RFLP,

(Puroindoline protein, Pin), 전분 특성(Granule-bound starch

AFLP, RAPD, DArT 마커 등)들과 유사하지만, 표현형과 직접적

synthase/Waxy protein, GBSS I/Wx)이 대표적으로 밝혀져 마커

으로 관련 있는 유전자 자체의 존재 여부 또는 다형성을 판단하기

로 이용되고 있다. 농업적 형질 특성 마커는 밀의 초장 관련

때문에 가장 효율적인 선발 마커라 할 수 있다(Bagge et al.

인자로써 Semi-dwarf (Rht) 유전자에서에서 개발되었으며, 출수

2007). 밀에서 2012년까지 30여개의 유전자좌 또는 유전자가

에 관련하여 마커로 개발된 유전자는 Photoperiod response (Ppd)

밀에서 마커 유전자로 밝혀졌고, 97개의 FM 마커가 제작되어

와 Vernalization (vrn) 유전자가 있다. 수확량(천립중)과 관계되

93개의 대립유전자를 판독할 수 있게 되었으며, 농업형질과 병저

는 유전자에는 Sucrose synthase 2 (Sus2), Grain width (GW2),

항성 우수 밀 계통 선발을 위해 쓰이고 있다(Liu et al. 2012).

Cell-wall invertase (CWI)에서 마커가 개발되어 이용되고 있다.

밀은 다른 작목에 비해 다양한 용도로 가공되기 때문에 용도별

밀 주요 병 관련 마커로, 흰가루병에는 Pm3/Pm38 유전자좌,

가공 적성이 품종 육성에서 중요한 요인이다. 밀 종자의 질을

잎녹병/줄무늬녹병 저항성에 관련된 Lr24/Yr18 유전자가 클로

결정짓는 주요 요인으로는 빵용 밀의 경우는 글루텐의 종류

닝 되고 기능이 밝혀져 병 저항성 마커로 제작되어 이용되고

Fig. 3. Functional markers (FMs) known to date in wheat were listed. FMs for agricultural traits and end use quality have been designed
from several functional genes on genome of common wheat. However, the FMs for abiotic stress and disease are rare until recentl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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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전적 다형성이 밝혀진 유전자원의 이용으로 밀 기능유전체
연구가 새로운 단계로 접어들고 있다. NGS 기술 및 reverse
genetics의 발전은 앞으로 전세계에 펼쳐져 있는 야생형 밀과
재배종 밀 계통들의 유전적인 다양성 분석을 가능케 하고 밀의
유전과 진화 과정을 깊게 이해하는데 큰 도움이 될 것이다. NGS
기술의 사용과 생물정보학의 결합은 타 작물에 비해 뒤쳐진
밀의 기능유전체 연구 속도를 가속화할 것이다. 기능유전체 연구
를 활용한 밀 육종의 시대가, 애기장대 및 벼 분야와 같이, 다가오
고 있다.

Fig. 4. Forward genetics seeks to find the genetic basis of a phenotype
or trait from germplasm such as TILLING and genetic resources by
techniques such as whole genome sequencing or RNA-Sequencing
technology, while reverse genetics seeks to find what phenotypes
arise as result of particular genetic sequences by using several
techniques such as over-expressing, knock-down, knock-out and
genome editing.

있다(review by Liu et al. 2012, Fig. 3). 환경스트레스 중 가뭄에

사 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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