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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acGMS: 특성평가 정보기반 식물 유전자원 군집 알고리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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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acGMS: An Algorithm Cluster Germplasm based on Categorical Genetic Traits
Dong Su Yu*, Manjung Kang, Nayoung Ro, and Onsook Hur
National Agrobiodiversity Center, National Institute of Agricultural Sciences, RDA, Jeonju 54874, Republic of Korea

Abstract Plant germplasm is a part of living genetic resources, including seeds and plant materials, such as roots, leaves, and stems, and
should be conserved and managed to maintain ecological biodiversity and to consistently generate the product and supply food crops. Plant
germplasm can be categorized based on various genetic traits such as race, and clustering based on similar genetic traits is an efficient method
for managing large numbers of germplasms. Therefore, we developed an algorithm, termed cacGMS (Clustering Analysis for Categorical genetic
traits of germplasms in Genebank Management System), using categorical variables which statistically differentiate the datatype of genetic
traits such as seed-coat color, seed shape, and flower color. Briefly, using Newman’s modularity method, cacGMS combines the hierarchical
clustering algorithm using the Ward2 method and representative-based algorithms such as K-medoids, and it regroups all germplasms using
germplasm core sets. We tested cacGMS using 2,378 pepper germplasms with 46 different categorical genetic traits, and it exhibited better
performance than the hierarchical and K-medoids algorithms for the average distance among clusters (0.4534) and entropy (1.2672). Moreover,
cacGMS showed better performance in terms of threshold (from 15 to 30) for genetic traits than other algorithms and provided similar results
in a test run using tomato germplasm. From these results, we expect that cacGMS will be a useful tool for managing each group with numerous
plant germplasms and facilitate the analysis of other studies, such as analysis of representative characteristics of clustered germplasms and
of correlations among germplasms in a particular clust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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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 언

보존의 이유와 목적으로, 기후변화 적응, 병 저항성, 작물 생산성이
우수한 신품종 개발과 유용한 형질을 이용한 육종 및 재배기술

식물 유전자원(Plant germplasm)은 종자(씨앗)을 포함하여,

등과 같은 농업기술 발전에의 기여, 나아가 생물해적행위(Bio-

뿌리, 잎, 줄기 등과 같이 식물생장이 가능한 영양체를 아우르는

piracy)로부터 자국의 유전자원과 생물주권을 보호하기 위하여

생물자원을 의미하며, 유전적, 형태적 다양성 확보, 활용가치가

식물 유전자원의 확보와 관리가 중요하다(Oh 2014).

높은 유용자원 발굴, 식량자원의 가치 증대, 생태계 유지와 보전에

다양한 형질의 조합에 의해 표현되는 수많은 유전자원을 보존

의 기여 등으로 인류에게 있어 매우 중요한 자원이다(Xepapadeas

및 관리하기 위해서는 자원을 수용할 수 있는 공간과 장기적인

et al. 2014). 식물 유전자원은 동일 종(Species) 내에서도 다양한

보존을 위한 유지비용, 그리고 전문지식을 갖춘 관리인력이 요구

유전형, 표현형에 따른 품종(Race)으로 세분화될 수 있는데, 유전

된다. 그래서 수많은 자원에 대한 효율적인 관리를 위한 방법으로

적 차이와 함께 기온, 강수량과 같은 기후영향과 토양의 이화학적

수집된 자원의 초장, 엽색, 종자색, 과형, 과폭, 초형 등과 같은

성질, 재배, 수확에 대한 인간활동의 차이 등과 같은 다양한 변화

다양한 형질에 대하여 모든 특성평가 정보를 포함하는 핵심집단

에 따라 식물의 표현형과 유전자형이 유전적으로 차이가 나타난

(core set or core collection)을 선발하고 핵심집단을 중심으로

다. 따라서 환경변화에 따라 병 저항성, 해충 저항성 등의 자원

관리하는 방법이 통용되고 있다(Kim et al. 2007, Moe et al.

특성에서 안정적 식량생산에 필요한 유용한 형질이 발견될 수

2012). 핵심집단은 전체 유전자원의 유전적 다양성을 최대한

있다(Nicotra et al. 2010). 이는 식물 유전자원의 확보와 장기적인

포함할 수 있는 최소 자원의 집단을 의미하며, 모든 특성평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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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를 아우르는 최소의 자원으로 전체 자원의 특성을 관리할
수 있는 장점이 있다(van Hintum et al. 2000). 그러나 다수의
자원을 이용하여 자원 간 유사성에 기반한 대표성 분석, 형질
간의 상호관계, 형질 변화 패턴, 표현형과 유전자형(genotype)과
의 연관성 등과 같은 유전적, 생물학적 연구를 위한 자료로 활용
하기에는 제한적이고, 다양한 형질의 조합에 의해 나타나는 자원
의 특성을 소수의 핵심집단으로 분석하기에는 어려움이 있다.
따라서 전체 자원에 대한 특성평가 정보를 종합적으로 분석하기
위해서는 자원을 유사한 특성으로 분류하고, 군집단위에서 자원
의 대표성을 분석하고 군집 간의 차이를 비교함으로써 장기적인
보존을 위한 자원관리와 신품종 개발, 육종 등에 활용할 자원을
다양한 형질의 상호적인 관계를 고려하여 거시적으로 선택할
수 있는 방법이 필요하다.
본 연구는 다수의 유전자원을 군집하여 유전자원의 분석과
연구목적의 관리에 대한 효율성 증대를 위하여 특성평가 정보를
바탕으로 유사한 특성의 식물 유전자원을 군집하는 알고리즘

Fig. 1. Pipeline of cacGMS algorithm.

(cacGMS, Clustering Analysis for Categorical genetic traits of

된 자원 재구성(Ensemble) 및 핵심집단을 적용(Ensemble+)하는

germplasms in Genebank Management System)을 개발하였다.

단계로 진행된다(Fig. 1).

cacGMS는 R-project (Dessau & Pipper 2008)의 패키지에서
제공하는 Ward2 알고리즘(Murtagh & Legendre 2014)으로 계

전처리 단계(Preprocessing)

산된 트리(tree)를 이용하여 군집하는 계층적 군집(hierarchical

전처리 단계는 각 자원에 대한 범주형 자료로 구성된 특성평가

clustering)알고리즘과 임의로 선발된 대표객체를 바탕으로 군집

정보를 기반으로 각 자원 간의 거리행렬(distance matrix)을 계산

을 형성하는 대표객체 기반 군집 알고리즘(representative-based

한다. 유전자원의 특성평가 정보는 자료의 형태에 따라서 연속된

clustering algorithm)인 K-medoids 알고리즘(Park & Jun 2009)을

구간의 수치(연속형)나 셀 수 있는 숫자(이산형)로 표현되는

통합하고, 핵심집단을 적용하여 유사한 특성을 나타내는 자원의

수치형과 특정 범주로 구분한 범주형을 포함하고 있다. 예를

군집을 생성한다. 본 알고리즘의 성능을 평가하기 위하여 국내 농업

들어 고추작물의 특성평가 정보는 초장, 추경장, 과폭, 과장, 엽장,

유전자원센터(Kim et al. 2010)의 씨앗은행(genebank.rda.go.kr)

엽폭 등은 연속된 숫자로 표현되는 수치형 특성평가 정보와 옆색,

에서 제공하고 있는 고추와 토마토 유전자원으로 시험했을 때,

종자색, 화색, 과형, 초형, 착과형태, 등은 특정 범위로 구분된

계층적 군집 알고리즘과 대표객체 기반 알고리즘보다 군집간

명목형 특성평가 정보, 그리고 발병률(%), 병 저항성(%) 등과

평균거리와 엔트로피에서 cacGMS알고리즘 성능이 높음을 확

같이 연속형으로 표현되는 자료임에도 생물학적 의미에 따라

인하였다. 따라서 식물유전자원의 특성평가 정보에 대한 분류와

범위를 정의하여 순서가 있는 범위로 구분한 순서형 특성평가

관련한 육종연구 및 자원관리에 있어서 본 알고리즘의 활용도가

정보를 포함하고 있다. 그런데 수치형 자료는 초장, 엽폭, 종자

높을 것으로 기대된다.

수 등과 같은 양적 형질의 자료형이 대부분으로 환경적 영향에
의해 관측치의 변동으로 분석결과의 부정확성이 발생할 수 있다

알고리즘 및 평가방법

(Chung & Kim 2017). 더욱이 수치형 특성평가 정보에서 결측치
가 다수 존재하는 경우에는 해당 값을 추정하기가 어렵다. 반면에

식물유전자원을 분류하기 위하여 cacGMS 알고리즘은 자원

범주형 특성평가 정보는 순서형과 명목형을 포함하며 전문가의

간의 차이를 거리행렬(distance matrix)로 계산하는 전처리 단계

의견을 수렴하여 범위를 구분하였기 때문에, 비록 정보의 손실을

(Preprocessing)와 계산된 행렬을 바탕으로 계층적 군집 알고리

감안하더라도 생물학적 근거를 바탕으로 군집할 수 있고 결측치

즘과 대표객체 기반 알고리즘으로 자원 군집화(Clustering), 군집

가 존재하더라도 식 1과 같이 자원의 특성 비교를 통해서 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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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원 간의 유사성을 추정할 수 있다. 따라서 cacGMS 알고리즘은
자원 와 에서 공통으로 측정된 범주형 특성평가 정보(  )가운
데, 서로 일치하는 특성평가 정보() 수의 비율(   식)로 계산
하고, 식 2와 같이 거리 값으로 변환하여 거리행렬()을 완성한
다. 두 자원 사이에서 결측된 정보가 적을 수록,   는 높아지게
되므로 두 자원 간의 유사도와 거리 값에 대한 신뢰성은 높아지게
된다. 참고로 결측치가 있는 연속형 자료의 경우에도 범주형으로
변환한다면 본 알고리즘으로 계산할 수 있다.
  ←   ≡   



 ←    

(1)
(2)

군집-재조합-핵심집단 적용 단계
전처리된 자원은 계층적 군집 알고리즘과 대표객체 기반 알고
리즘을 실행하는 군집단계(Clustering), 각 알고리즘의 군집결과
를 재조합하는 단계(Ensemble), 그리고 핵심집단을 적용하는
단계(Ensemble+)로 진행된다.
군집단계에서는 계산된 거리행렬에 대하여 cacGMS 알고리
즘은 Ward2 방법(Murtagh & Legendre 2011)을 이용한 계층적
군집 분석과 K-medoids 알고리즘을 이용한 대표객체 기반 군집
알고리즘으로 유전자원을 분류한다(Murtagh & Legendre 2011
Park & Jun 2009). 계층적 군집 분석은 덴드로그램(dendrogram)
을 이용하여 계층적인 구조로 데이터를 구성함으로써 시각적으
로 군집의 구분이 용이하며, 대표객체 기반 알고리즘의 K-medoids
는 이상치나 잡음이 많은 자료에 적합한(Arora et al. 2016) 알고리
즘으로 cacGMS에 적용하였고, 각각 R 프로그램의 factoextra
라이브러리(Kassambara & Mundt 2017) 와 cluster 라이브러리
(Maechler et al. 2013)를 사용하였다. 계층적 군집과 대표객체
기반 군집 알고리즘은 군집 수를 지정해야 하는데, 최적의 군집
수를 결정하기가 매우 어렵다 따라서 cacGMS 알고리즘은 지정
된 범위 내에서 평균 실루엣 너비(Average Silhouette Width,
ASW)가 높은 군집 수로 결정하였다(Rousseeuw 1987). Ensemble
단계에서는 두 알고리즘의 군집을 통합하는데, 각각의 알고리즘
에 의한 군집 수와 군집 내 유전자원의 구성은 서로 차이가 나타날
수 있기 때문에, 이분그래프(bipartite) 평가방법인 Newman’s 모
듈화(modularity) 기법에 기초하여 군집을 재조합한다(Dormann
2020, Dormann et al. 2021), 그리고 재조합된 군집은 핵심집단을
적용하여 최종적인 군집결과를 도출한다. 예를 들어 Fig. 2와
같이 계층적 군집과 대표객체 기반 알고리즘에 의한 군집이 모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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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2. Example for the ensemble and ensemble+ clustering method.

화 알고리즘에 의해 3개의 모듈(module)이 생성된 경우, cacGMS
는 M1과 M2 모듈과 같이 두 알고리즘에 공통으로 포함하는
자원을 하나의 군집으로 조정하고 공통되지 않는 자원은 분리함
으로써 군집을 재조합한다. 재조합 과정에서 M3의 H3과 H4는
R3와 비교하여 같은 군집인 E5로 통합되고, R3의 노란색 자원은
H3와 H4에 포함되지 않으므로 E4로 분리된다. 이 후 핵심집단
정보가 없을 경우에는 E1~E5 군집을 생성하며 알고리즘이 종료
되고, 핵심집단 정보가 있다면 재조합된 군집 내에서 핵심집단
자원의 포함여부를 확인하여 Ensemble+ 단계를 수행한다. 핵심
집단의 자원이 포함된 Ensemble의 E1, E2, E3군집을 최종으로
결정하고, 핵심집단을 포함하지 않는 E4와 E5 군집은 알고리즘
의 성능을 고려(Gülagiz & Sahin 2017)하여 대표객체 기반 알고
리즘 결과에 따라 군집을 다시 하나로 통합한다. 핵심집단은
자체 실험, 혹은 PowerCore (Kim et al. 2007), Corehunter (Thachuk
et al. 2009)와 같은 프로그램으로 결정할 수 있는데 본 연구에서
는 PowerCore 프로그램을 사용하여 알고리즘의 구동과 성능평
가에 사용하였다.

알고리즘 성능평가
알고리즘의 성능평가에 이용된 고추 유전자원은 1990년 이후
특성평가 정보가 조사된 총 6,756 자원과 46개 범주형 특성평가
정보를 이용하여 시험하였다(Supplementary Table 1). 사용된
고추 유전자원의 종과 원산지별 분포를 분석했을 때, Capsicum
annuum을 포함한 총 12종(Fig. 3A)과, 총 114개국 원산지(Fig.
3B)가 확인되었는데, 종 분포에 있어서는 Capsicum annuum
var. annuum이 가장 많은 수를 보였고 원산지는 한국(KOR)이
가장 많았다. 그리고 종과 원산지가 서로 유의적인 차이(Chisquare test, p-value<0.05)로 나타났다. 따라서 유전자원의 특성
이 종과 재배⋅증식되는 환경과 관련이 있다는 점에서 특성평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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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3. Distribution of species (A) and origin (B).

결과 및 고찰
정보에 기반한 군집은 종 분포와 원산지 분포가 유의적으로
차이가 있을 것과 각 특성평가 정보가 분류된 군집과 관계가

고추 2,378 유전자원(Threshold=18)을 대상으로 PowerCore

있을 것으로 가정할 수 있으므로 카이제곱 검정(Chi-square test)

에 의한 핵심집단 58개 자원과 함께 cacGMS 알고리즘을 수행했

방법의 유의수준(p-value)을 통해 이들 관계를 검정하였다.

을 때, 계층적 군집 알고리즘은 6개, 대표객체기반 군집은 5개,

군집 알고리즘에 사용되는 범주형 특성평가 정보에 있어서,

통합모형은 핵심집단을 제외했을 경우 23개, 핵심집단을 포함했

줄기흰털, 엽색, 종자색, 과형, 착과형태 등을 포함한 다수의

을 경우 8개의 군집을 생성하였다(Fig. 4). 특성평가 정보에 따른

평가 항목에는 기타나 혼립 같은 모호한 분류기준이 존재한다.

자원 세분화는 Ensemble 단계에서 가장 크게 나타났고, 대표객

이는 자원의 다양성 및 특이성 판단, 증식/재배환경에 따른 이상

체 기반 알고리즘이 가장 작았으며, 핵십집단을 적용한 군집

형질 발생, 조사자의 주관적 의견 등으로 인하여 특성평가 정보가

(Ensemble+)는 일부 세분화된 군집이 나타났다. 계층적 군집과

정해진 분류기준에 부합하지 못한 경우에는 기타나 혼립으로

대표객체 기반 알고리즘의 군집 수가 적음에도 불구하고 cacGMS

분류되지만, 기타나 혼립을 제외할 경우에는 해당 자원 정보의

알고리즘에 따른 Ensemble 단계에서 군집 수가 늘어난 것으로

소실이 우려된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현재 유전자원의 특성평

볼 때, 각 알고리즘에 의한 군집 내의 자원이 서로 차이가 있음을

가 정보를 최대한 활용하여 성능을 시험하고자 기타 및 혼립을

유추할 수 있다.

분석대상에서 제외하지 않았다. 그리고 군집 알고리즘을 실행할

특성평가 정보에 따른 군집화에 있어서 종은 자원의 계통분류

때 사용한 특성평가 정보의 최소 수(Threshold)는 군집 간 평균

학적 특성을 나타내며, 원산지는 자원의 생태적 환경을 의미하므

거리, 군집 내 자원의 거리, 엔트로피를 종합적으로 판단하여

로, 특성평가 정보에 의한 군집화는 종과 원산지의 차이가 반영되

18개(2,378 자원)로 지정하여 비교하였다. 하지만 특성평가 정보
의 최소 수에 따라 사용되는 자원 수가 달라지는 점을 고려하여
추가 비교분석에서 특성평가 정보 수를 15개에서 30개로 변화시
키면서 알고리즘의 성능 변화를 상호 비교하였다.
종, 원산지와의 관계, 특성평가 정보의 관계를 통한 알고리즘
의 군집결과의 평가와 함께 자원의 밀집과 군집상태를 분석하여
알고리즘을 평가하기 위한 척도로써 군집 간의 분리성(separability),
군집 내 자원의 밀집성(compactness)과 동질성(homogeneity)을
측정하였다(Kim 2012). 군집결과에 대한 분리성, 밀집성, 동질
성은 각각 군집간 평균거리(Average between, 식 3), 군집 내 자원
간 평균거리(Average within, 식 4), 엔트로피(Entropy, 식 5)로
평가할 수 있으므로(Halkidi et al. 2002, McClain & Rao 1975,
Meilă 2007), R 프로그램의 fpc 라이브러리를 이용하여 계산하
였다(Dessau & Pipper 2008, Hennig 2015).

Fig. 4. Groups clustered by hierarchical (A), representative-based
algorithm (B), Ensemble (C), and Ensemble+ (D) with threshold=
18; x-axis, category (46 genetic traits); y-aixs, cluster numb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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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야 한다. 이를 확인하고자 종과 원산지 분포에 대해서 각 군집

담배모자이크 바이러스(연번 24)와 흰가루병 발병률(연번 31),

알고리즘의 카이제곱 검정(Chi-square test) 결과는 모두 유의적

신미정도(연번 45)는 모든 알고리즘이 공통적으로 유의적 차이가

인 관계(p-value<0.05)를 보여주었다(Table 1). 따라서 계층적

확인되지 않았고, 일부 특성평가 정보에 대해서는 유의적 차이가

군집, 대표객체 기반, 그리고 cacGMS 알고리즘에 의한 군집은

알고리즘마다 다른 것으로 보아 일부 특성평가 정보는 군집분류에

종과 원산지 분포에 대하여 무관하지 않음을 추정할 수 있고,

반영이 되지 않았음을 알 수 있다. 그런데 각 알고리즘 간의 비교에

이를 근거로 군집 정보를 바탕으로 특성평가 정보와 함께 종,

서 특성평가 정보가 미 반영된(p-value>0.05) 개수가 Ensemble+

원산지를 이용한 연구에 활용할 수 있다.

은 가장 낮은 4개이고, 계층적 군집 알고리즘과 대표객체 기반

군집 알고리즘은 사용된 특성평가 정보를 기반으로 자원들이
분류되었기 때문에, 군집결과에 특성평가 정보의 차이가 반영되

알고리즘은 각각 6개, 8개로 확인되어 Ensemble+의 군집결과가
다른 알고리즘보다 좀 더 반영되었음을 추정할 수 있다.

었는지를 확인함으로써 군집 결과에 대한 성능을 유추할 수

각 알고리즘별로 자원 군집의 적절성을 추정하기 위하여 군집

있다. 따라서 각 알고리즘에 의해 분류된 자원의 군집과 46개

간 평균거리, 군집내 자원 간 평균거리와 엔트로피로 비교하였다

특성평가 정보의 차이를 카이제곱 검점으로 시험했을 때, 대부분

(van den Hoven 2015). 그 결과, cacGMS 알고리즘이 군집 간

유의적인 차이가 있었다(p-value<0.05). 그러나 Table 2와 같이

평균거리와 엔트로피에서는 가장 좋은 결과를 보였고, 계층적 군집
알고리즘은 군집내 자원간 평균거리에서 성능이 좋은 것으로

Table 1. Chi-square test for each algorithm against species and
origin
Algorithm
Ensemble+

Section
Species

Statistic

Degree of
freedom

p-value

3778.16

56

<0.01

Origin

2657.68

644

<0.01

Species

4413.43

176

<0.01

Origin

7449.45

2024

<0.01

Hierarchical
algorithm

Species

4948.50

40

<0.01

Origin

3357.02

460

<0.01

Representativebased algorithm

Species

3117.55

32

<0.01

Origin

2535.04

368

<0.01

Ensemble

확인되었다(Table 3). 이 결과로부터 유사한 자원 간의 밀집성은
계층적 군집 알고리즘에서 우수하지만 군집 간의 분리성과 자원
Table 3. Estimation for clustering algorithm with threshold 18 (≤
available genetic traits)
Method
Cluster

Ensemble+ Ensemble
8

Hierarchical Representativealgorithm based algorithm

23

6

5

Average between

0.4534

0.4496

0.4454

0.4337

Average within

0.3122

0.3046

0.2974

0.3086

Entropy

1.2672

1.5114

1.4326

1.5301

* Bold numbers represent the best results.

Table 2. Genetic traits with chi-square test, p-value>0.05
No.

Genetic traits (in Korea)

Hierarchical
algorithm

Representativebased algorithm

***

*

++

***

***

+

Ensemble+

Ensemble

*
***

11

Male sterility

20

Cotyledon color

24

Incidence rate of tobacco mosaic virus

++

++

++

++

25

Incidence rate of cucumber mosaic virus

***

***

++

++

30

Incidence rate of tomato spotted wilt virus

**

++

++

++

31

Incidence rate of powdery mildew

++

++

++

++

32

Incidence rate of bacterial wilt (index)

40

Resistance of pepper bacterial spot (Bs2)

43
44
45

*

+

***

**

***

***

++

***

Resistance of potyvirus(pvr2)

**

+

*

*

Resistance of potyvirus(pvr4)

++

*

*

++

Hot-taste level

++

++

++

++

4

6

6

8

No. genetic traits (p-value>0.05)

*, significant, <0.05; **, very significant, <0.01; ***, extremely significant, <0.001; +, very insignificant >0.05; ++, extremely insignificant >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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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의 동질성에 있어서는 cacGMS 알고리즘의 Ensemble+ 성능이

과색, 과피색, 세로 과실모양 등, 24개 범주형 특성평가 정보를 사용하

우수함을 알 수 있었다. 그리고 Ensemble은 가장 많은 군집이

여 동일한 방법으로 시험했을 때, 고추 유전자원과 마찬가지로

+

확인되었음에도 분리성에서 Ensemble 와 함께 타 알고리즘보다

제한된 특성평가 정보에 따라서 군집간 평균 거리와 엔트로피에서

+

성능에서 우수함을 보였지만, 군집 수가 높은 것은 Ensemble

핵심집단을 적용한 cacGMS 알고리즘(Ensemble+)이 우세하게

군집이 세분화된 결과로 판단할 수 있다.

나타났다(Fig. 6). 따라서 범주형 특성평가 정보를 이용한 유전자

추가로 활용가능한 특성평가 정보의 최소 수를 15~30개로

원 분류에서 cacGMS 알고리즘이 유용함을 확인할 수 있었다.

변경하면서 성능을 분석하였다. Fig. 5와 같이 각 제한되는 정보

군집 알고리즘의 활용적 측면에서, 다수의 유전자원에 대한

에 따라서 자원 수, PowerCore에 의한 핵심집단 수, 원산지

군집화는 개체 간의 유사성 및 집단의 대표성 분석, 집단의 우점

수는 자원의 수에 따라 감소하여 군집 수도 점진적으로 감소할

정도 및 특이적 집단 분류, 군집별 특성 분석에 사용할 수 있고,

것으로 예상할 수 있다(Figs. 5A, 5B). 그런데, Fig. 5C에서와 같이

생물학적 혹은 작물 다양성 분석, 특이적 특성 도출 등과 같은

cacGMS알고리즘의 군집의 수는 최소 수 증가에 따라 감소하지

유전자원 활용 연구를 위한 의미있는 정보의 생산에 이용되고

만, 계층적 군집 알고리즘은 특정 조건(Threshold=28, 29)에서

있다. cacGMS 알고리즘은 특성평가 정보를 활용하여 유사한

군집 수가 증가하였고, 군집간 평균 거리와 엔트로피가 특이적으

자원을 군집단위로 분류함으로써, 군집 내 유사특성의 자원을

로 나타났다. 그리고 대표객체 기반 알고리즘은 최소 수와 핵심집

동정하고 특이적 자원 선발을 위한 유전자 마커(Genetic marker)

단의 수, 원산지 수의 감소 변화에 관계없이 군집 수가 거의

개발(Odong et al. 2011), 종, 원산지, 유전적 다양성 분석(Chen &

변하지 않았으며, 군집 간 평균거리, 군집 내 자원간 평균거리,

Nelson 2005), 품종육성을 위한 자원선발과 같은 육종연구에의

엔트로피에서 낮은 성능을 보였다. 따라서 cacGMS 알고리즘은

활용(Lee et al. 2021), 그리고 개별적으로 선발된 핵심집단과

계층적 군집과 대표객체 기반 알고리즘보다 자원의 군집 분류

함께 집단을 중심으로 다양한 특성의 유전자원을 효율적으로

성능이 우수함을 추정할 수 있다.

관리하고 보존할 수 있는 체계를 확립하는데 활용할 수 있다.

고추 유전자원 외에 토마토 2,191 유전자원을 대상으로 미숙

향후 정보에 대한 질적 향상과 함께 연속형과 이산형을 포함한

Fig. 5. Pepper genetic resources’ distribution and clusters’ estimation by threshold (the number of genetic traits); A, Sample (bar) and Core
set (red); B, Species (red) and Origin (blue); C~F, the number of clusters (C), average between (D), average within (E), and entropy (F)
by ensemble+ (red), ensemble (blue), representative-based (green), and hierarchical algorithm (orange) including linear regression (dot-lin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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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6. Tomato genetic resources’ distribution and clusters’ estimation by threshold (the number of genetic traits); A, Sample (bar) and Core
set (red); B, Species (red) and Origin (blue); C~F, the number of clusters (C), average between (D), average within (E), and entropy (F)
by ensemble+ (red), ensemble (blue), representative-based (green), and hierarchical algorithm (orange) including linear regression (dot-line).

수치형 특성평가 정보의 결측치를 보완하고 전문가에 의해 범주

로써 유전자원을 분류한다. 본 알고리즘의 성능을 평가하기 위하

형으로 변환하여 본 알고리즘에 적용하게 된다면, 기후변화,

여 씨앗은행에서 제공하는 고추의 46개 범주형 특성평가 정보를

경작지 환경을 포함하는 농업생태계 변화에 적응하는 유전자원

사용하여 고추 2,378 유전자원을 시험했을 때, 군집간 평균거리

특성을 연구하는 것과 같이 다양한 농업분야(Jarvis et al. 2010)에

와 엔트로피에서 각각 0.4534, 1.2672로 계층적 군집 알고리즘과

활용될 수 있을 것이다.

대표객체 기반 알고리즘보다 성능이 우수함을 보였으며, 토마토
유전자원에서도 cacGMS 알고리즘의 효용성을 입증하였다. 본

적 요

알고리즘을 통해서 특성평가 정보에 따른 수많은 유전자원을
효율적으로 보존하고 관리할 수 있을 것이며, 유전자원을 활용한

식물 유전자원은 종자를 포함하여 뿌리, 잎, 줄기와 같은 식물

데이터베이스 구축과 육종개발을 통한 신품종 개발, 식물 유전자

의 일부분이 재배 및 증식에 활용될 수 있는 자원으로, 생태적

원의 표현형과 유전자형과의 연관분석 등 다양한 연구에 활용될

생물다양성을 유지하고 안정적인 작물생산과 보급을 위하여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

보존 및 관리되어야 한다. 형태적, 유전적 특성에 따라 식물 유전자
원은 다양하게 분류할 수 있는데, 유사한 특성에 따라 유전자원을

사 사

분류함으로써 효율적인 자원관리, 대표성 검토, 유용한 형질의
유사자원을 이용한 다양한 품종개량 등에 활용할 수 있다. 본

본 연구는 농촌진흥층 연구과제 ‘유전자원 활용도 제고를 위한

연구는 식물의 종피색, 화색, 종자형태 등과 같은 범주형 자료를

DB화 및 서비스(PJ014226)’의 지원을 받아 수행하였습니다.

대상으로 유전자원을 분류하는 cacGMS (Clustering Analysis
for Categorical genetic traits of germplasms in Genebank Management

보충자료

System) 알고리즘을 개발하였다. cacGMS는 R 패키지의 Ward2
방법을 이용한 계층적 군집 알고리즘과 K-medoids 알고리즘과
같은 대표객체 기반 알고리즘을 통합하여 핵심집단을 적용함으
22

본문의 Supplementary Table 1은 한국육종학회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cacGMS: 특성평가 정보기반 식물 유전자원 군집 알고리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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