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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전자원의 효율적 활용을 위한 데이터 구성: 메밀의 사례 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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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대학교 식물자원환경학과

Data Structure for Efficient Use of Genetic Resources: A Case Study of Buckwheat
Gyung Deok Han, and Yong Suk Chu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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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The breeding objective for crops changes constantly due to environmental changes, customer requirements, and farming convenience,
among other factors. As breeding takes a long time, suitable mating candidates must be obtained from the beginning. In this study, we propose
a breeder-friendly system and datasets. We investigated 11 traits that affect adaptation to the cultivation environment in Jeju Island using
27 buckwheat germplasms and selected good germplasms for breeding new cultivars. Data on the various traits of the target crop could assist
breeders or researchers in identifying the traits of each genetic resource that will facilitate the development of new cultivars that suit the
requirements of customers. Therefore, this study suggests establishing a breeder-friendly system and datasets in GenBan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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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 언

도 불구하고, 제주도에서 재배되고 있는 메밀의 국내 품종 점유율
은 0.8%에 불과하며, 나머지는 정확한 품종조차 알려지지 않고

농산물 소비자들과 농민들은 자신들이 기르고 소비하는 작물

주먹구구식 재배가 이루어지고 있다(Kim et al. 2021). 이러한

에 대하여 다양한 요구조건을 가지고 있다. 작물 육종은 소비자와

상황에서 제주도 재배 현실에 맞는 새로운 메밀 품종 육종이

농민들의 다양한 욕구를 충족시키기 위해 새로운 품종을 탄생시

요구되고 있으며 이를 효과적으로 달성하기 위한 방법을 모색하

키고 있다(Are et al. 2019). 그러나 사람들의 욕구가 빠르게

는 것이 필요하다.

변화하는데 비해, 새로운 품종 개발은 지연되고 있는 것이 현

메밀(Fagopyrum sp.) 은 Fagopyrum 속에 속하는 쌍떡잎 식물

상황이다. 새로운 품종을 개발하기 위해서는 10년 이상의 시간이

로 다년생과 일년생 식물을 모두 포함한다(Yasui et al. 2016).

소요되며, 일반 농가에 신품종을 보급하기 위해서는 이보다 더

일반적으로 작물로 이용되는 메밀은 주로 단메밀(F. esculentum

긴 시간이 필요하기 때문이다(Atlin et al. 2017). 그러므로 이러한

Moench) 과 쓴메밀(F. tataricum Gaertn) 두가지가 있다(Singh

간극을 줄이기 위해 소비자들의 요구에 맞춘 빠른 신품종 개발이

et al. 2020). 두 메밀종 모두 아미노산, 미네랄, 비타민, 폴리페놀,

요구되며, 이를 달성하기 위해 효율적인 육종 전략도 필요하다.

플라보노이드 등을 기능성 물질들을 함유하고 있다(Suzuki et al.

특히, 효율적인 육종을 위해서는 가지고 있는 유전자원 풀에서

2020, Zhu 2021). 위 물질들은 인체에 섭취된 후 항산화, 항염물

육종 목표를 달성할 수 있는 최적의 표현형을 가진 유전자원을

질 및 비만 억제 효과를 나타내고 있다(Zieliński & Kozłowska

선발하는 것이 중요하다.

2000, Christa & Soral-Śmietana 2008, Merendino et al. 2014).

우리나라에서 가장 메밀을 많이 재배하고 있는 지역은 제주도

이러한 유용 물질을 다량 함유하고 있는 메밀은 최근 제주도에서

로, 국내 전체 생산량의 약 30%를 차지하고 그 뒤를 강원, 전북

특화 작목으로도 선정되며 국가적으로 적극 재배를 권장하고

등이 따르고 있으며, 최근들어 제주도의 메밀 재배 면적과 생산량

있다(Heo 2021).

은 다른 지역을 압도하고 있는 것으로 보고되고 있다(Kim et

본 연구는 제주도 환경에 적응이 용이한 메밀 육종을 목표로,

al. 2017). 제주도가 압도적인 재배 면적과 메밀 생산량을 보임에

유전자원에서 육종 목표 형질을 찾기 쉽도록 다양한 표현형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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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사하고 이를 데이터화하여 최적의 유전자원 선발하려고 한다.

마디를 1로 시작하여 곁가지 마디의 수를 측정하지 않고

유전자원의 표현형에 대한 다양한 데이터 수집과 목표 지향적인

중심 줄기의 마디 수만을 측정하여 구하였다.

유전자원 선발은 향후 육종가들이 효율적으로 육종 목표를 달성

곁가지의 마디 수(Side node number): 중심 줄기로부터 갈라

할 수 있는 유전자원 탐색 시스템과 데이터 세트의 좋은 예시가

져나온 마디를 곁가지로 정의하고 측정하였다. 중심 줄기

될 수 있으므로, 이 연구에서는 상기 예를 바탕으로 유전자원에서

에서 갈라져나온 첫 번째 마디에서 시작하여 각 가지의

최대한 많은 데이터를 수집하여 보고해야 함을 제안하려고 한다.

마지막 노드까지의 개수를 세었다.
개화일(Flowering date): 개화일은 식물체를 심은 날부터 식물

재료 및 방법

체의 꽃이 90%이상 개화한 날까지 걸린 일수를 개화일로
정의하고 이를 측정하였다.

실험지역 및 식물 준비

줄기 평균 직경(Average node diameter): 각 마디의 직경을

실험은 제주대학교 내 온실에서 실시하였다. 모든 실험은 2019

인접한 두 마디의 중간에서 줄기의 직경을 측정하였고,

년 5월 5일부터 7월 9일 사이에 진행되었다. 농촌진흥청에서

이것을 각 줄기의 직경으로 정의하였다. 이후 측정한 모든

제공받은 27개 재래종 단메밀(Fagopyrum esculentum) 유전자

마디의 직경의 평균을 구하였다.

원 종자를 38.5 × 28 cm크기의 화분에 각각 심었다(Table 1).
화분 1개에 1개의 메밀 종자를 심었으며, 각 유전자원마다 4개의

Table 1. Buckwheat genetic resources used in the current study

반복을 두었다. 화분은 온실 내 실험 선반위에 놓았으며, 27개

Resource number

메밀 유전자원, 총 108개 메밀 식물을 대상으로 하였다. 원예용

IT162837

Fagopyrum esculentum Haenam, Jeonnam

상토 ‘뚝심이’(Nongwoo Bio Co., LTD)를 사용하였고, 화분에

IT105699

Fagopyrum esculentum Masan, Gyungnam

담긴 토양을 물에 흠뻑 적신 후 종자를 파종하였다. 하루 두

IT250618

Fagopyrum esculentum Yeongi, Chungnam

IT250616

Fagopyrum esculentum Ganghwa, Gyeonggi

IT113458

Fagopyrum esculentum Okcheon, Chungbuk

IT208826

Fagopyrum esculentum Geumneung, Gyungbuk

IT104139

Fagopyrum esculentum Ganghwa, Gyeonggi

IT108752

Fagopyrum esculentum Yeongdeok, Gyungbuk

IT191108

Fagopyrum esculentum Okgu, Jeonbuk

표현형 측정

IT111123

Fagopyrum esculentum Dalseong, Gyungbuk

메밀의 표현형의 다양성을 평가하기 위해 총 11개의 메밀

IT185687

Fagopyrum esculentum Jangsu, Jeonbuk

표현형(식물체의 키, 전체 마디 수, 중심 줄기의 마디 수, 곁가지의

IT113084

Fagopyrum esculentum Yongin, Gyeonggi

IT103633

Fagopyrum esculentum Geumsan, Chungnam

IT102854

Fagopyrum esculentum Wolseong, Gyungbuk

IT210198

Fagopyrum esculentum Jeongseon, Gangwon

IT105254

Fagopyrum esculentum Uiseong, Gyungbuk

IT105649

Fagopyrum esculentum Cheongdo, Gyungbuk

IT108885

Fagopyrum esculentum Pyeongchang, Gangwon

IT113582

Fagopyrum esculentum Gimje, Jeonbuk

IT112982

Fagopyrum esculentum Miryang, Gyungnam

IT102780

Fagopyrum esculentum Geochang, Gyungnam

IT185685

Fagopyrum esculentum Pyeongchang, Gangwon

IT101120

Fagopyrum esculentum Hadong, Gyungnam

IT101282

Fagopyrum esculentum Wanju, Jeonbuk

IT104769

Fagopyrum esculentum Wonju, Gangwon

IT104551

Fagopyrum esculentum Pyeongchang, Gangwon

IT250614

Fagopyrum esculentum Samcheok, Gangwon

번씩 물을 충분히 공급하였으며, 6월 1일부터 7월 9일까지는
하루 세 번씩 충분한 물을 공급하였다. 모든 실험에 사용된 메밀
식물에서 90% 이상 개화한 후, 각 표현형을 측정하였고, 측정
후 모든 식물을 폐기하였다.

마디 수, 개화일, 줄기 평균 직경, 최하단 마디 직경, 최상단
마디 직경, 최하단 마디 길이, 최상단 마디 길이, 평균 마디
길이)에 대한 측정을 실시하였다. 측정은 메밀의 90% 이상에서
꽃이 완전히 개화하였을 때 측정을 실시하였다. 각 표현형에
대한 정의와 측정방법은 다음과 같다.
키(Height): 전체 마디의 길이를 모두 합한 것으로 정의하고,
전체 마디의 길이를 모두 측정한 후 합하여 구하였다.
전체 마디수(Total node number): 중심 줄기와 곁가지 마디의
수를 합한 것으로정의하고, 중심 줄기의 마디 수와 곁가지
의 마디 수를 합하여 구하였다.
중심 줄기의 마디 수(Main node number): 지표면으로부터
이어진 줄기를 중심 마디로 정의하고 측정하였다. 떡잎

Scientific name

Collection region

9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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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하단 마디 직경(Lowest node diameter): 식물체의 가장 아래
마디를 최하단 마디로 정의하고, 최하단 마디의 중간의

효율적인 육종을 위해서는 유전자원의 특징을 파악하는 것이

직경을 측정하였다.
최상단 마디 직경(Highest node diameter): 식물체의 가장

중요하다. 기존 유전자원을 획득하는 시스템에서는 각 유전자원

상단의 마디를 최상단 마디로 정의하고, 최상단 마디의

의 원산지 이외의 데이터를 파악하는 것이 어렵기 때문에, 육종을

중간의 직경을 측정하였다.

위해서 우선적으로 수집한 모든 유전자원을 재배하여 각 특질을

줄기 평균 길이(Average node length): 인접한 마디 사이의

파악하는 작업을 진행해야만 한다. 본 연구에서는 각 유전자원의

길이를 줄기의 길이로 정의하고, 그 길이를 측정하였다.

특질을 미리 제시할 경우, 육종이 더욱 효율적으로 이루어질

최하단 마디 길이(Lowest node length): 식물체 가장 아래

수 있음을 제안한다. 제주도 환경에 효과적으로 적응할 수 있는

마디를 최하단 마디로정의하고, 그 길이를 측정하였다.

메밀 육종을 목표로 확보하고 있는 유전자원의 특질을 확인하기

최상단 마디 길이(Highest nod length): 식물체 가장 상단의

위해 메밀 유전자원 27계통의 표현형을 확인하였다(Fig. 1). 평균

마디를 최상단 마디로 정의하고, 그 길이를 측정하였다.

줄기 직경과 최하단 줄기 직경은 반복 간에 통계적인 차이를
나타내고 있어 더 많은 반복 샘플이 필요한 것을 제외하면, 다른

표현형 중 마디의 개수는 관찰자가 눈으로 개수를 직접 세어

표현형들은 반복 간 차이는 통계적으로 유의하지 않다(Table

데이터를 만들었으며, 마디 길이 및 지름은 버니어 캘리퍼스를

2). 이와 대조적으로, 평균 마디 길이를 제외한 모든 특질들은

이용하여 측정하였다.

유전자원 내에서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를 보이고 있다(Table
2). 이는 각 유전자원 특질 간 특성이 다르게 나타난다는 것을

통계분석

의미한다. 그렇기 때문에 효과적인 신품종 육종을 위해서는 목표

데이터 분석은 R 프로그램(Ver. 1.3.1056., RStudio Team,

로 하는 식물체의 특징을 유전자원별 특질과 연관지어 특정하고,

R Foundation for Statistical Computing, Boston)을 이용하여

그 특질을 가진 육종 후보 유전자원을 정확하게 선택하는 것이

수행하였다. 각 데이터는 Shapiro-Wilk 검정(Shapiro & Wilk

필요하다.

1965) 을 이용하여 정규성 검정을 하였다. 정규성 검정에서 정규

제주도는 바람이 많이 불고, 비와 안개가 심하며 특히 장마가

성을 보이지 않았기 때문에 이후 비모수 통계 분석법인 Kruskal-

이른 지역이다. 일반적인 경우에도, 기단부가 튼튼하고 키가

Wallis 검정(Kruskal & Wallis 1952)을 이용하여 27개 메밀

작은 메밀 유전자원은 재배에 유리하다(Xiang et al. 2016). 최하

유전자원의 키, 전체 마디 수, 중심 줄기의 마디 수, 곁가지의

단 마디가 두꺼운 것은 바람이 식물체의 기단부위를 부러뜨리거

마디 수, 개화일, 줄기 평균 직경, 최하단 마디 직경, 최상단

나 구부리는 데 저항성을 발휘하여 내도복성을 보여주기 때문에

마디 직경, 최하단 마디 길이, 최상단 마디 길이, 평균 마디

(Flintham et al. 1997, Ma et al. 2014) 바람이 많이 부는 제주도에

길이를 각각 분석하였다.

서 필요한 특질이다. 게다가 작물의 두꺼운 줄기는 더 많은 과실
혹은 종자의 무게를 버텨 낼 수 있어 수확량에 기여함과 동시에,

Table 2. Kruskal-Wallis rank sum test p-values at buckwheat traits
Source
Rep

Df

Height

Total nodes number

NS,z

3

NS

0.3736

0.3640

***

*

0.7686

***

Flowering date

NS

0.8374NS

*

0.0355

1.388e-05***

0.3757

Source

Df

Highest stem diameter

Lowest node length

Highest node length

Rep

3

0.02879*

0.00690**

0.4280NS

0.1935NS

0.524NS

Variety

26

0.01612*

0.02225*

0.1854NS

0.0018**

0.6312NS

Source

Df

Average of node length

Rep

3

0.1013NS

Variety

26

Average of stem diameter Lowest stem diameter

Significant at the 0.05,

0.0002

Side nodes number

26

100

0.0251

NS

Variety

z *

0.0007

Main nodes number

0.1182NS
**

Significant at the 0.01,

***

Significant at the 0.001 probability level and NS, nonsignificant at p<.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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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확 기계화에도 반드시 필요한 특질이기도 하다(Sanchez et

장마가 이른 제주도와 같은 환경에서는 개화일이 빨라 수확시기

al. 2012, Wang et al. 2018). 또한, 작물의 신장도 고려해야만

가 더 빠른 품종이 수발아 피해를 회피할 수 있어 유리하다.

하는 특질이다. 작물의 신장이 수확량에 미치는 영향을 고려했을

결과적으로 빠른 개화일을 특질로 가지는 유전자원이 제주도

때, 700-1000 mm 가 가장 이상적이다(Flintham et al. 1997, Berry

환경에 맞는 메밀 신품종 육종을 위해 필요하다.

et al. 2000). 그러므로 바람이 많이 부는 제주도 환경 조건에

Fig. 2에서는 제주도의 환경에 효과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성공적으로 적응하기 위해서는 최하단부 직경이 두껍고 키가

새로운 메밀 품종을 육종하기 위해, 27개 메밀 유전자원의 표현형

작은 유전자원을 선발하는 것이 바람에 대한 저항성을 높이고,

을 제공함으로써, 효율적인 후보군 유전자원 선발 방법을 제안하

높은 수확량을 기대할 수 있는 효율적인 유전자원 선발이다.

고 있다. 우선적으로 최하단 줄기가 두꺼운 유전자원을 선발하였

또한, 메밀은 짧은 성장 주기(Chen et al. 2018)를 가지는데,

으며 그 결과가 Fig. 2A에 나타나 있다. 이어, 앞서 선발된 유전자

수확 시기와 장마가 겹치게 되면, 수발아 피해를 입어 수확량이

원에서 키가 작은 메밀 유전자원을 선발한 결과를 Fig. 2B에서

급감할 수 있다(Suzuki et al. 2021). 그러므로 비와 안개가 잦고,

확인할 수 있다. 마지막으로는 선발된 유전자원 중 개화일수가

Fig. 1. Investigated 11 traits of buckwheat (A, height; B, total node number; C, main node number; D, side node number; E, flowering
date; F, average stem diameter; G, lowest stem diameter; H, highest stem diameter; I, lowest node length; J, highest node length; and K,
the average node length) of 27 buckwheat varieties. The green-colored group is high value, Blue colored group is median, and the
yellow-colored group is low-value. The group is separated by rank (Each group contains nine varieti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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짧은 메밀 유전자원을 선발하여 Fig. 2C에서는 최종적으로 두

이용한다면 육종 목표를 인공지능이 설정하고 그에 맞는 육종

개의 육종 후보군을 보여주고 있다. 이 예시가 제안하는 바는

후보군을 선발하는 것도 가능할 것이다. 또한 표현체 이미지

유전자원 은행에서 최대한 많은 특질에 대한 데이터를 제공할수

분석을 통해 각 특질을 대량으로 신속하고 정확하게 측정하여

록 육종을 위한 초기 후보군을 조성하는 데 드는 노력이 적어진다

데이터를 축적하는 것도 가능하다(Lee et al. 2021). 이와 같은

는 것이다. 예를 들어 농촌진흥청에서 관리하는 씨앗은행에서

방법으로 급변하고 있는 소비자들의 기호 뿐 아니라 최근 가속화

유전자원을 기탁받을 경우 얻을 수 있는 데이터는 자원번호,

되고 있는 기후변화에 대처할 수 있는 효율적이고 빠른 육종이

학명, 원산지로 제한되어 있으며, 생육 특질에 대한 데이터는

가능해질 것이다. 이를 위해서는 유전자원의 특질에 대한 많은

얻을 수 없다. 이는 미국 USDA에서 종자를 공여받을 때에도

데이터를 축적하는 것이 필요하며, 특히 주요 작물에 대한 다양한

마찬가지이다. 여기에서도 원산지 데이터 외에 특질에 대한 정보

특질 데이터를 축적하기 위한 국가 단위의 사업이 필요하다.

는 얻는 것이 불가능하다.

주요 작물별 프로젝트를 통해 다양한 유전자원의 특질 데이터를

또한, 특질에 대한 많은 데이터를 축적해 놓는 것은, Fig.
2와 같은 간단한 선발에 이용될 수 있을 뿐 아니라, 머신러닝과

축적해 놓음으로써 향후 신품종 육종개발의 효율성을 최적화
할 수 있을 것이다.

AI를 이용하여 다양한 변수 조건을 고려한 더욱 효율적인 육종

적 요

후보군 선발이 가능하다. 이 연구에서는 육종 목표를 임의로
정하여 간단한 선발을 진행하였지만, 머신러닝과 AI를 이용하여
특질에 대한 데이터 뿐만 아니라 기후에 대한 데이터도 축적하여

작물의 육종 목표는 환경 변화, 소비자 선호도, 재배적 편의성
등 다양한 요인에 의해서 지속적으로 변화한다. 일반적으로 육종
목표를 달성한 새로운 품종을 만들기 위해서는 많은 시간과
노력이 필요하다. 그러므로 초기 선발에서 육종 목표를 구성할
수 있는 특질을 가진 유전자원을 선택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
그러나, 많은 수의 유전자원을 확보했으며, 고려해야만 하는
특질이 많은 작물의 경우, 육종 목표를 이루기 위한 효율적인
유전자원을 선택하는 것은 어려운 일이다. 그러므로, 육종가들이
나 연구자들이 대량의 유전자원 풀에서 육종 목표를 이룰 수
있는 유전자원을 선택하기 위해서는 효과적인 선발 전략이 필요
하다. 이 연구에서는 27개의 메밀 유전자원에서 다양한 표현형
데이터를 수집하고, 이렇게 축적한 데이터를 바탕으로 육종 목표
달성을 위한 최적의 유전자원을 선발는 과정을 보여주고 있다.
이를 예시로 이용하여 효율적으로 육종 목표를 달성할 수 있도록
유전자원에 대한 최대한 많은 특질이 보고된다면 본 논문에
제시된 방법 외에도 다양한 전략을 효과적으로 쓸 수 있을 것이다.
이를 위해 더 많은 인력과 연구비가 유전자원 데이터 구축을
위해 쓰일 수 있기를 기대한다.

사 사
Fig. 2. Selection scheme of buckwheat genetic resources for Jeju
island cultivation environment. The green-colored group is high
value, Blue colored group is median, and the yellow-colored group
is low-value. A, 27 variety’s 11 traits investigated in this study; B,
The selected group that has high value at Lowest Stem Diameter
(LSD); C, The selected group that has a low value at the height
(H) and flowering date (F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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