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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Advances in DNA sequencing technologies have 

contributed to revolutionary understanding of many fundamental 

biological processes. With unprecedented cost-effective and 

high-throughput sequencing, a single laboratory can afford 

to de novo sequence the whole genome for species of 

interest. In addition, population genetic studies have been 

remarkably accelerated by numerous molecular markers 

identified from unbiased genome-wide sequences of population 

samples. As sequencing technologies have evolved very rapidly, 

acquiring appropriate individual plants or populations is a 

major bottleneck in plant research considering the complex 

nature of plant genome, such as heterozygosity, repetitiveness, 

and polyploidy. This challenge could be overcome by the old but 

effective method known as haploid induction. Haploid plants 

containing half of their sporophytic chromosomes can be rapidly 

generated mainly by culturing gametophytic cells such as 

ovules or pollens. Subsequent chromosome doubling in haploid 

plants can generate stable doubled haploid (DH) with perfect 

homozygosity. Here, classical methodology to generate and 

identify haploid plants or DH are summarized. In addition, 

haploid induction by epigenetic regulation of centromeric 

histone is explained. Furthermore, the utilization of haploid 

plant in the genomics era is discussed in the aspect of genome 

sequencing project and population genetic studies.

Keywords Next-generation sequencing, Inbred, Tissu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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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 론

반수체(haploid)는 정상적인 개체가 갖는 염색체 수(2n)의 

절반, 즉 배우체의 핵형(n)을 갖는 개체를 일컫는다. 반수

체 식물은 모본보다 크기가 작고 활력이 낮으며 정상적

인 감수분열이 불가능하여 세대의 진전이 불가능한 반

면, 반수체가 자연적으로 혹은 인위적으로 염색체가 2배

로 증가된 배가반수체(doubled haploid, DH)를 형성하면 

상동염색체가 동형(homozygous)인 상태로 안정적으로 발

달하고 세대를 진전한다. 이러한 반수체 육종은 5 ~ 7회

의 반복적인 자가수분을 수행하는 것보다 단기간에 순계

화를 가능하게 하여 육종에 걸리는 시간을 단축하고, 열

성형질의 표현형도 즉시 확인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1922년도에 독말풀(Datura stramonium)에서 반수체 식물

이 최초로 발견된 이후(Blakeslee et al. 1922) 많은 식물종

에서 반수체를 생산하려는 노력이 활발히 진행되어 반수

체 육종은 중요한 육종기술로 여겨져 왔다.

  반수체는 감수분열로 염색체의 수가 절반인 생식세포

를 기반으로 생산되며, 부계의 웅핵 기원과 모계의 난핵

세포 기원으로 분류된다. 한편, 생성방법에 따라서 자연

적 발생과 인위적 유도에 의한 발생으로 구분되며, 인위

적 유도는 교배를 통한 생체내(in vivo) 유도와 조직배양

을 통한 기내(in vitro) 유도로 더욱 구분된다. 자연계에서 

반수체의 발생 빈도는 매우 드물어 몇몇 종에서만 반수

체가 발견되고, 방사선 조사로 불임이 된 화분을 수분시

키거나 종간교잡, 속간교잡을 수행할 경우 생체내에서 

반수체의 발생빈도가 일부 증가하기도 한다. 그러나 독

말풀의 약(anther)과 화분(pollen)을 배지에서 배양하거나

(Guha and Maheshwari 1964; Guha and Maheshwari 1966), 보

리의 수정되지 않은 자방(ovary)을 배양하여 반수체를 확

보하면서(San Noeum 1976) 반수체 육종이 광범위한 식물

에서 본격적으로 가능하게 되었다. 현재는 식물조직배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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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지 및 기술 등의 발달로 다수의 종에서 배우체를 기내

배양하여 반수체를 생산하고 이를 기초 및 응용연구에 

활용하고 있다.

  차세대 염기서열 분석기술(next generation sequencing, NGS)

이 도입되면서 반수체 혹은 DH 육종은 더욱 중요해졌다. 

전세계적으로 주요 작물의 유전체가 경쟁적으로 해독되

었으나 반복서열(repeat)이 많고, 염색체가 배수화되고 이

형접합성(heterozygosity)을 보이는 식물은 구조유전체의 

해독이 여전히 어려운 실정이어서 순계의 재료를 확보하

는 것이 성공적인 게놈 프로젝트의 필수 요소이다. 한편, 

NGS를 활용하여 유전집단의 유전지도를 초고밀도로 작

성하고 mapping을 빠르고 정확하게 수행할 수 있게 됨에 

따라 이를 표현형 정보와 통합함으로써 형질과 연관된 

유전자와 양적형질 유전자좌(quantitative trait locus, QTL)

를 동정할 수 있게 되었다. 그러나 동형접합성(homozygous)

의 재조합 자식 계통(recombinant inbred line, RIL)과 같은 

유전집단의 확보가 성공적인 집단유전학의 관건이다. 이

러한 배경에서 본 논문은 반수체 육성기술 및 판별법에 

대하여 논하고, 최근에 보고된 동원체(centromere)의 히스

톤 단백질(centromere-specific histone, CENH3)을 활용한 반

수체 육성방법을 소개하고자 한다. 또한 반수체 육종으

로 확보된 계통 및 집단이 NGS 기술에 접목되어 어떻게 

활용될 수 있는지 서술하고자 한다.

본 론

웅핵기원의 반수체 육성

기내에서 웅성배우체를 자극하여 반수체를 육성하는 것

은 가장 보편적인 방법으로 250종의 식물에서 보고되었

다. 반수체를 유도하기 위하여 수술대의 끝에 위치한 약

을 직접 배양하거나 약으로부터 소포자(microspore)나 화

분을 분리하여 배지에 접종하여 배양한다. 약을 꽃에서 

분리하여 소독한 후 배지에 접종하고 배양하여 반수체를 

유도하는 방법은 소포자/화분 배양보다 기술적으로 용이

하며, 다양한 종에서 적용이 가능하다. 그러나 약배양을 

통하여 생성된 배양체는 약 내부에 있는 소포자와 화분

뿐만 아니라 약을 감싸고 있는 2배체의 약벽(anther wall) 

세포에서도 생성될 수 있으므로 순수한 반수체를 확보하

기가 어렵고 이를 반수체와 구분할 방법이 필요하다. 게

다가 소포자, 화분 배양은 약벽 세포를 제거한 상태에서 

반수체를 유도하기 때문에 약벽 세포의 영향을 배제한 

상태로 배지 조성 및 배양 환경만 조절함으로써 반수체 

유도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반수체 육성은 생물학적 요인과 환경적 요인이 영향을 

준다. 우선 생물학적 측면에서 약, 소포자, 화분을 제공하

는 식물의 종마다 성공률에 차이가 있어서 농업적으로 

중요한 벼, 밀, 보리, 옥수수, 담배, 유채 등에서는 반수체

를 기내배양으로 성공적으로 확보할 수 있으나, 식물 연

구의 모델인 애기장대나 토마토에서는 어려운 것으로 알

려져 있다. 같은 종 내에서도 배추, 유채, 밀, 고추 등은 

품종간에도 차이가 있어서 이는 공시재료의 유전자형

(genotype)이 배발생(embryogenesis)에 영향을 줘서 반수체 

육성에 차이가 있는 것으로 여겨진다(Ferrie et al. 1995; 

Lu et al. 1991; Malik et al. 2008; Shrestha and Kang 2009). 

한편, 약을 제공하는 식물체의 생육환경과 약을 분리하

는 시기도 약배양의 효율에 영향을 준다. 겨울밀은 온실

이나 생장상보다 포장에서 재배될 경우 캘러스 형성율이 

높았으며, 고추는 광주기에는 영향을 받지 않으나 26.4°C

에서 재배된 어린 식물에서 채취된 약을 이용할 경우 약

배양 효율이 가장 높았다(Kristiansen and Andersen 1993; 

Lu et al. 1991). 또한 카라는 봄이나 가을보다는 겨울에 

재배된 식물에서 약배양 효율이 17 ~ 25배 이상 높았다

(Zhang et al. 2011). 배발생능은 일반적으로 어린 화분, 즉 

후기의 소포자(late microspore)가 높고, 이는 화분의 첫번

째 유사분열기가 배발생 유도에 적기임을 암시한다(Seguí- 

Simarro 2010). 그러나 배발생 유도에 최적인 시기가 매우 

짧아서 이를 정확히 규명하기가 어렵고, 일부는 좀더 늦

은 시기인 bicellular pollen에서도 배가 발생된다(Seguí-Simarro 

2010). 실제로 소포자의 발달 단계를 육안으로는 구분하

기 어렵기 때문에 꽃봉오리의 크기에 따라 소포자 발달 

상태를 규명한 후에 최적의 꽃봉오리에서만 시료를 확보

하거나 다양한 크기의 꽃봉오리로부터 시료를 채취하여 

반수체를 육성한다.

  반수체를 성공적으로 유도하기 위하여 환경적 요인도 

중요하다. 특히 기내배양에 최적인 배지의 조성이 각각

의 식물종마다 규명되어 배지의 종류(A2, Gamborg's B5, 

MS, NLN, N6, W-14 등) 및 호르몬(BA, IAA, Kinetin, NAA 

2,4-D) 처리 여부, 당(sucrose, maltose)의 종류 및 함량 등

이 보고되었다(Kim et al. 2004; Park et al. 1990; Ryu et al. 

1992). 배지에 접종된 약, 소포자, 화분의 배양환경은 보

통 25 ~ 30°C의 온도가 적온이나 카라의 경우 배양 초기

에 2일간 32°C에서 배양한 후에 적온에서 배양하면 반수

체 형성율이 향상되었다(Zhang et al. 2011). 배발생에 효

과적인 발달단계에 있는 소포자를 최적의 배지 및 환경

에서 배양하더라도 배우체의 발달을 억제함과 동시에 배

아발생을 촉진하기 위하여 일종의 스트레스를 처리할 필

요가 있다. 꽃눈(flower bud), 꽃차례(inflorescence), 약 등에 

가해지는 전처리는 고온(배추속 식물, 담배, 밀), 저온(보

리, 밀, 옥수수, 벼 등) 등의 온도처리와 당이 첨가되지 않

은 배지(sucrose starvation medium)에서의 스트레스가 일

반적이나 그 방법이 식물종마다 현저하게 다르다. 소포

자 배양시 독성물질이 방출되어 배의 발생을 억제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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때문에 주기적으로 배지를 교체해주거나 독성물질을 제

거하기 위하여 activated charcoal을 넣기도 한다(Thomas 2008). 

  웅핵 기원의 반수체는 기내배양으로 육성하는 것이 가

장 보편적이지만, 일부 식물종에서는 생체내에서 반수체

가 유도되는 웅성발생 혹은 동정생식(androgenesis)이 발

생한다. 이는 수정이 된 이후 난핵이 불활성화로 제거되

어 웅핵의 유전물질만 존재한 상태에서 발육하여 배를 

형성하기 때문에 핵은 부계인 반면 세포질은 모계인 상

태로 유전되는 특성이 있다(McKone and Halpern 2003). 이

러한 반수체는 소수의 종에서만 매우 드물게 관찰되어 

기내배양을 통한 반수체 육성보다는 활용빈도가 현저히 

낮다. 다만 옥수수의 경우 indeterminate gametophyte1 (ig1) 

유전자에 돌연변이가 발생하면 웅성발생 빈도가 높은 것

으로 오래 전부터 보고되어 ig1을 내재한 W23 계통이 옥

수수 육종에 활용되어 왔다(Seguí-Simarro 2010). 

난세포 기원의 반수체 육성

웅성불임이거나 웅성배우체가 기내배양이 되지 않을 경

우 수정되지 않은 난세포를 자극하여 배로 발생시켜 기

내배양을 함으로써 반수체를 육성할 수 있다. 이러한 방

법은 양파(Allium cepa), 사탕무(Beta vulgaris), 수수(Pennisetum 

glaucum), 코코넛(Cocos nucifera), 샤프란(Crocus sativus) 등

의 몇몇 종에서만 가능하고 배로 발생하는 비율이 낮기 

때문에 약배양을 통한 반수체 육성이 더 선호되는 방법

이다. 기내배양을 위한 재료로 꽃눈, 배주, 자방 등이 이

용된다. 배지는 식물에 따라 MS, Gamborg's B5, Heller's 

medium, N6 basal 배지 등이 사용되며, 배양 초기에는 일

부 작물은 호르몬이 없어도 반수체가 유도되지만 대부분

의 경우 생장호르몬이 배 발생의 중요한 요소로서 다양

한 농도의 BAP, BA, 2,4-D, NAA, IAA 등이 사용되고 있

다(Han et al. 1997; Zhang et al. 2011). 일반적으로 식물의 

생육 적온을 벗어나지 않는 온도와 적절한 광, 일부 암 

처리에서 배 발생을 유도한 후 최적의 생육 배지에 옮겨 

식물체를 유도한다. 극히 낮은 빈도로 난세포 이외의 조

세포(synergid)나 반족세포(antipodal cell)가 배를 형성하는 

무배생식 (apogamy)이 나타날 수 있다.

  난세포 기원의 반수체 육성은 종간교배(interspecific cross), 

속간교배(intergeneric cross), wide cross로 불화합인 개체간

에 교배를 하여 부계의 유전적 바탕은 제외되고 모계에

서 유래된 염색체만 보존한 상태로 발달시키기도 한다. 

이 방법은 보리에서 최초로 시도되어 Hordeum vulgare를 

모계로 H. bulbosum을 부계로 이용하여 교배를 하면 초기

에는 잡종의 배가 형성되지만 나중에는 부계의 염색체가 

소실되고 배젖이 형성되다 발달이 중단된다. 그러나 배

의 퇴화를 막기 위하여 기내로 옮겨 배양하면 최종적으

로 H. vulgare의 난세포에서 반수체를 얻을 수 있다(Kasha 

and Kao 1970). 또한 옥수수의 화분으로 밀을 포함한 여

러 곡물을 수분시켜 모계 유래의 반수체가 성공적으로 

만들어져 좀더 광범위하게 활용되기도 한다(Wędzony et 

al. 2009). 배 발달을 자극한 상태에서 배주를 배양하는 

이러한 방법은 약배양이나 배주배양으로 반수체를 확보

하기 어려운 식물에서 시도해 볼 수 있다.

  화분을 X-ray나 화학적 처리로 불활성화한 후 수분을 

하여 반수체를 육성하는 위수정 방법은 매우 오래된 기

술이다. 불임인 정세포는 난세포와 융합하여 배를 형성

할 수는 없으나 염색체가 반수인 상태로 난세포가 발달

할 수 있도록 자극하여 모계 유래의 배를 형성하고 반수

체를 육성할 수 있도록 한다. 위의 교배에 의한 반수체 

생산과 유사하게 배젖의 성장이 위축되고 배의 퇴화가 

발생하므로 기내로 옮겨 배양함으로써 배 발생률을 향상

시킬 수 있다. 이러한 방법으로 사과, 카네이션, 오이, 키

위 등에서 반수체를 생산할 수 있었으며, 4배체인 딸기를 

2배체로 만들 수 있었다(Murovec and Bohanec 2011). 

동원체 히스톤의 후성적 조절에 의한 반수체 유도

동원체는 염색체의 구조를 유지하고, 세포분열기에 방추

미세관(spindle microtubule)이 붙어서 염색체를 딸세포에 

정확히 전달함으로써 세포분열을 매개하는 중요한 염색

체의 영역이다. 염색체의 DNA는 히스톤 단백질 복합체

를 감싸면서 nucleosome을 형성하고 고차원의 구조를 형

성하여 핵속에 안정적으로 위치하는데, 동원체 영역에는 

일반적인 히스톤 H3 대신에 특이적으로 CENH3가 위치

하여 후성적 조절을 받고 있다. 흥미롭게도 동원체의 

CENH3가 돌연변이된 애기장대를 정상적인 야생형의 애

기장대와 교배한 F1 세대에서 돌연변이형 CENH3를 갖고 

있는 염색체는 제거되고 야생형의 염색체만 유지되어 반

수체를 형성하였다(Ravi and Chan 2010). CENH3의 다형성

이 높은 N-terminal tail을 H3로 교체하고 green florescence 

protein(GFP)으로 표지된 GFP-tailswap을 발현하는 애기장

대 계통이 교배를 통하여 3종의 야생형을 반수체로 바꾸

었는데, 이는 유사분열방추(mitotic spindle)가 F1 세대에서 

상동염색체의 동원체에 불균형적으로 작용하여 돌연변

이형 CENH3에 의해 후성적 조절을 받는 염색체는 제거

되고 정상적인 CENH3로 표지된 염색체만 보존되었기 

때문인 것으로 예측된다(Ravi and Chan 2010). 

  전통적으로 수행되었던 교배 및 배우체 기내배양에 의

한 반수체 육성은 유전적 요인과 환경적 요인에 영향을 

받는다. 그러나 GFP-tailswap과 같은 반수체 유도계통이 

주요 식물종마다 구축되면 조직배양과 계통 특이성이 없

이 교배를 통하여 다양한 종에서 반수체를 확보할 수 있

다. 애기장대는 배우체 기내배양을 통한 반수체 제작이 

어려운 대표적인 식물종으로 동형접합성을 보이는 유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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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단을 구축하기 위하여 반복적인 자가수분을 수행해야

만 한다. 애기장대의 RIL 집단을 구축하기 위하여 24개

월간 자가수분을 8번 수행한 F8 세대의 집단에서는 99.8%

의 동형접합성을 보였으나, GFP-tailswap 반수체 유도계

통을 활용할 경우 9개월이 소요되며 100%의 동형접합성

을 나타내었다(Seymour et al. 2012). 게다가 F1 세대 대신

에 그 후대의 계통을 반수체 유도계통과 교배하여 유전

집단을 작성할 경우 반복된 감수분열로 유전자재조합이 

더욱 빈번하기 발생하여 해상도가 높은 유전지도 제작이 

가능하다(Seymour et al. 2012). 

  CENH3의 후성적 조절에 의한 반수체 유도는 애기장대

뿐만 아니라 다른 종으로 확대될 수 있다. 동원체에 위치

한 DNA의 염기서열과 히스톤 단백질의 서열은 종간에 

변이가 매우 큼에도 불구하고(Niizeki and Oono 1968), 배

추(Brassica rapa)와 Lepidium oleraceum의 CENH3 유전자

가 애기장대 cenh3-1을 회복시켰다(Maheshwari et al. 2015). 

이는 CENH3의 단백질 서열이 높은 다형성을 보이더라

도 그 기능이 진화적으로 잘 보존되어 있다는 것을 의미

한다. 따라서 유전자 침묵 혹은 CRISPR/Cas와 같은 유전

자 편집 기술을 활용하여 내재적인 CENH3의 발현을 저

해하거나 불활성화하는 대신에 식물조직배양과 생명공

학기술을 활용하여 GFP-tailswap과 같은 돌연변이형 CENH3

를 발현하는 반수체 유도계통을 주요 식물종마다 구축하

여 반수체 육종을 용이하게 할 수 있을 것이다. 이를 위

하여 CENH3 염기서열 정보가 67개의 식물종에서 이미 

보고되었고(Maheshwari et al. 2015), 유전체 정보의 누적

으로 CENH3의 염기서열 정보를 추가로 확보할 수 있다. 

반수체의 검정 및 배수화

기내배양 및 교배 등을 통하여 확보된 반수체의 염색체 

개수를 검정하기 위한 가장 정확한 방법은 현미경을 이

용하여 염색체의 크기, 모양, 개수 등을 직접 관찰하는 

핵형분석(karyotyping)이다. 이는 가장 오래된 방법으로 

염색체의 수적, 구조적 이상도 확인할 수 있는 강력한 방

법이나 염색체 검경을 위한 현미경과 기술이 필요하고, 

관찰을 위한 전처리가 복잡하여 분석 시간이 길고 많은 

시료를 동시에 검정할 수 없다. 그러나 배수성 판별기

(flow cytometry)를 이용하여 반수체와 정상 식물체간의 

DNA 함량 차이를 그래프 상에서 피크의 위치를 비교하

여 측정함으로써 단시간에 많은 양의 재료를 확인할 수 

있다. 다만 분석 기계가 별도로 요구되며 식물에 따라 실

험조건을 조절해야 하므로 기술이 필요하다. 한편, 식물

체의 형태적, 해부학적 특성을 관찰함으로써 반수성을 

간접적으로 검정할 수 있다. 반수체인 아프리카 제비꽃

(Saintpaulia ionantha)은 정상적인 개체보다 느리게 자라

고 크기가 작았으며(Smith et al. 1981), 반수체 유채는 기

공의 크기가 줄어든 대신 밀도가 증가하였으며 화분의 

크기가 감소하였다(Mohammadi et al. 2012). 또한 반수체

인 고추는 공변세포내의 엽록체의 개수가 이배체 고추보

다 감소하였다(Qin and Rotino 1995). 그러나 식물체의 표

현형은 발달 단계와 생육환경에 따라 변이의 폭이 크므

로 핵형분석이나 배수성 판별기에 의한 분석보다는 정확

도가 떨어진다.

  기내배양으로 확보된 반수체의 일부는 자연적으로 배

수화되어 염색체가 동형접합인 배가반수체를 형성하기 

때문에 배가반수체와 체세포에서 유래된 이형접합체를 판별

할 필요가 있다. 이는 DNA 염기서열의 다형성(polymorphism)

을 기반으로 한 분자마커를 이용하여 분석되며, 대표적

으로 AFLP (Zhang et al. 2011), SSR (Diao et al. 2009; Murovec 

and Bohanec 2013; Tang et al. 2006; Wang et al. 2014), RAPD 

(Pathirana et al. 2011) 등이 활용되었다. 한편, 활용할 수 

있는 분자마커가 없는 종은 과거에 TILLING (Targeting 

Induced Local Lesions IN Genomes) 기술에서 활용되었던 

방식으로 배가반수체를 검정할 수 있다(Hofinger et al. 

2013). 다형성 영역을 PCR로 증폭한 후 변성(denaturation)

과 재생(renaturation)을 하면 이형접합체는 다형성 영역에

서 mismatch가 단가닥의 bubble을 형성한 반면, 배가반수

체는 bubble이 형성되지 않는다(Hofinger et al. 2013). 이러

한 차이점에 착안하여 단가닥특이 핵산분해효소(single- 

strand-specific nuclease)를 처리하면 이형접합체는 PCR 산

물보다 크기가 작은 DNA를 전기영동으로 확인할 수 있

으나, 배가반수체의 경우 PCR 산물 단일밴드만 확인되어 

이형접합체와 배가반수체를 구분할 수 있다(Hofinger et 

al. 2013). 실제로 2개의 보리 품종을 교배하여 얻은 F1 세

대에서 약배양으로 배가반수체를 확보하고 동형접합성

을 검정한 결과 TILLING 방법이 SSR 마커를 활용한 방

법보다 효과적이었다(Hofinger et al. 2013). 최근에는 NGS 

기술로 여러 식물종의 염기서열 정보가 확보되어 이를 

기반으로 PCR primer를 설계할 수 있으며, 염기서열 정보

가 없더라도 진화적으로 여러 식물에서 보존된 유전자 

영역의 염기서열이나 근연종의 염기서열을 활용하여 primer

를 설계할 수 있으므로 TILLING 기반의 동형접합성 검정

은 활용범위가 높다. 

  자연적으로 배수화가 일어나지 않은 반수체는 활력이 

떨어지고 감수분열이 불가능하여 다음 세대로 진전이 불

가능하므로 배수화가 필수적이다. 가장 빈번하게 활용되

는 방법으로는 튜불린(tubulin) 단백질에 결합하여 미세소

관(microtubule)의 형성을 억제함으로써 세포분열시 염색

체의 분리를 방해하는 미세소관 형성 억제제, 콜히친을 처리하

는 것이다. 또는 제초제로 사용되는 oryzalin, amiprophosmethyl 

(APM), trifluralin, pronamide를 처리하여 배수화를 유도한

다. 이러한 화학적 방법의 배수화는 식물종마다 처리하

는 화합물의 종류, 농도, 기간 등이 다르며 반수체의 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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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1 Plant genomes that have been sequenced using doubled haploid or inbred plants

　 Scientific name Common name Plant material used for genome sequencing

Genome 

size 

(Mb)

Repeat 

(%)

Gene 

(#)
Sequencer

1 Malus x domestica apple The doubled haploid of the 'Golden Delicious' cultivar 742 67 57,386 Sa,4

2 Solanum tuberosum potato The doubled haploid 844 62 39,031 Sa,4,I

3 Cucumis melo melon The doubled haploid(DHL92) 450 20 27,427 Sa,4,I

4 Musa acuminata banana The doubled haploid(DH-Pahang) 523 44 36,542 Sa,4,I

5 Prunus persica peach The doubled haploid of cv. Lovell 265 37 27,852 Sa

6 Coffea canephora coffee The doubled haploid(DH 200-94) from the clone IF200 710 50 25,574 Sa,4,I

7 Beta vulgaris sugar beet The doubled haploid(KWS2320) 731 42 27,421 Sa,4,I

8 Vitis vinifera grape
The inbred cultivar(PN40024) from 9 generations of 

selfing of Pinot Noir
475 41 30,434 Sa

9 Carica papaya papaya
The inbred cultivar(SunUp) from more than 25 

generations of selfing
372 43 28,629 Sa

10 Cucumis sativus cucumber The inbred line(Chinese long) 350 24 26,682 Sa,I

11
Brachypodium 

distachyon
brachypodium The inbred cultivar(Bd21) from 8 generations of selfing 272 28 25,532 Sa

12 Ricinus communis castor bean The inbred cultivar(Hale, NSL 4773) 320 50 31,237 Sa

13 Theobroma cacao cocoa The inbred cultivar(B97-61/B2) 430 24 28,798 Sa,4,I

14 Fragaria vesca strawberry The inbred cultivar(H4X4) from 4 generations of selfing 240 23 34,809 4,S,I

15 Arabidopsis lyrata lyrata The inbred cultivar(MN47) from 5 generations of selfing 207 30 32,670 Sa

16 Thellungiella parvula thellungiella The inbred cultivar from 8 generations of selfing 160 8 30,419 4,I

17 Cucumis sativus cucumber The inbred cultivar(line B10) from 20 generations of selfing 367 NA 26,587 Sa,4

18 Cajanus cajan pigeon pea The inbred line(ICPL 87119, popularly known as Asha) 833 52 48,680 Sa,I

19 Setaria italica foxtail millet The inbred cultivar(Yugu1) 510 40 35,471 Sa

20 Solanum lycopersicum tomato The inbred line(Heinz 1706) 900 63 34,727 Sa,4,I,S

21 Linum usitatissimum flax
The inbred line from 19 generations of selfing of the 

original cross between NorMan and genotype FP857
373 24 43,484 I

22 Gossypium raimondii cotton D The inbred line(D5-3) from 6 generations of selfing 880 57 40,976 I

23 Citrullus lanatus watermelon The inbred line(cultivar 97103) 425 45 23,440 I

24 Triticum aestivum wheat
The inbred line(Chinese Spring, CS42) from 8 

generations of selfing 
17,000 80 94,000 4,S,I

25 Cicer arietinum chickpea The inbred line 738 49 28,269 I

26 Picea abies norway spruce
Haploid megagametophyte for fosmid pools, diploid 

leaf for shotgun data
19,600 70 28,354 I

27 Eucalyptus grandis eucalypt The line(BRASUZ1) from one generation of selfing 640 50 36,376 Sa

28 Nicotiana tabacum tobacco The inbred line 4,410 79 NA　 I

29 Phalaenopsis equestris orchid The inbred line 1,160 62 29,431 I

Abbreviations: NA (not available), Sa (Sanger), 4 (Roche/454), S (SOLiD), I (Illumina)

달단계 또한 차이가 있다.

식물 유전체 해독에 반수체/배가반수체 활용

식물의 염색체는 배수화가 되고 반복염기서열이 많아 그 

크기가 거대하고 상동염색체간에 이형접합성이 높아 유

전체의 염기서열을 해독하기가 어렵다. 따라서 자가수분

을 반복하여 동형접합성이 높은 근교계(inbred lines)를 대

상으로 유전체가 해독되는 사례가 많아, 현재까지 유전

체 염기서열이 발표된 60종 이상의 식물 중 절반이 근교

계를 이용하여 유전체가 밝혀졌다(Table 1). 파파야(Carica 

papaya) (Ming et al. 2008)는 25회 이상, 오이(Cucumis sativus) 

(Huang et al. 2009)는 20회, 포도(Vitis vinifera) (Jaillon et al. 

2007)는 9회의 자가수분을 통하여 확보된 근교계를 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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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1 Generation of multiparent advanced generation inter-cross

(MAGIC) population

으로 유전체 염기서열이 규명되었다. 그러나 자가수분을 

반복하여도 실제로 배가반수체와 동일한 동형접합성을 

달성하기는 불가능하다. 자가수분을 9회 수행하여 확보

된 포도의 근교계는 SSR 마커로 검정된 102개의 유전자 

영역 중 7개의 영역은 여전히 이형접합성을 보였다(Jaillon 

et al. 2007). 근교계 대신에 배가반수체를 활용하여서 유전체

가 해독된 식물종으로는 사과(Malus × demestica) (Velasco et 

al. 2010), 감자(Solanum tuberosum) (Consortium 2011), 멜론

(Cucumis melo) (Garcia-Mas et al. 2012), 바나나(Musa acuminate) 

(D’Hont et al. 2012), 복숭아(Prunus persica) (Verde et al. 

2013), 커피(Coffea canephora) (Denoeud et al. 2014), 사탕무

(Beta vulgaris) (Dohm et al. 2014)가 있다. 한편, 독일가문

비나무(Picea abies)는 반수체를 이용하는 대신 염색체가 

반수인 대배우체(megagametophyte)와 2배체인 잎에서 DNA

를 분리하여 염기서열을 각각 분석하고 통합함으로써 

20Gb의 거대유전체가 해독되었다(Nystedt et al. 2013).

  유전체가 발표된 대부분의 식물종은 농업적으로 중요

한 식량, 원예작물 등으로 게놈 프로젝트가 착수되기 이

전에 이미 유전육종의 기초 연구가 오랫동안 수행되었

다. 따라서 최소한 4세대 이상 자가수분을 수행하여 근교

계를 확보하고 유전분리집단 및 유전지도가 구축된 상태

였으며 국제컨소시엄에서 유전체 염기서열이 해독되었

다. 그러나 최근에 NGS 기술이 도입됨에 따라 유전체를 

단일 실험실 수준에서도 분석할 수 있고, 유전체가 기초

연구 및 응용에 중요해짐에 따라 순계가 아닌 시료를 이

용하여 게놈 프로젝트가 진행되고 있다. 특히 약용작물

이나 환경스트레스 저항성인 자생식물을 수집하고 이들

의 유전체를 해독하여 종특이적인 기작을 조절하는 유전

자군을 발굴하는 연구가 보고되기 시작했다(Upadhyay et 

al. 2015; Xiao et al. 2015; Zeng et al. 2015). 그러나 염기서

열 분석 장비와 프로그램이 발달하더라도 복잡하고 거대

한 식물 유전체를 순계화가 되지 않은 상태에서 완성하

기가 여전히 어려운 실정이다. 따라서 이러한 야생수집

종의 경우 다년간의 교배로 근교계를 확보하는 대신에 

조직배양을 통하여 빠른 시간에 반수체/배가반수체를 육

성하여 유전체 해독에 활용하는 것을 고려할 필요가 있

다. 실제로 어류인 복어(Takifugu rubripes)를 비순계와 DH 

계통으로 유전체를 해독하여 비교한 결과 DH 계통에서 

유전체 조립완성도가 2.6 ~ 5.4배 향상되었다(Zhang et al. 

2014).

반수체 기술을 활용한 식물 유전집단 구축 

식물 유전연구 및 육종프로그램은 유전자원의 유용한 형

질을 엘리트 품종에 빠르고 정확하게 도입하는 것을 목

표로 한다. 이를 위하여 형질이 고정된 두 순계로 F2 혹

은 RIL 집단을 구축한 후 genotyping과 phenotyping을 수행

하여 형질을 조절하는 유전적변위(genetic variants) 혹은 

좌위(locus)를 linkage, association, 혹은 QTL mapping 등으

로 밝혀왔다. 그러나 F2 집단은 이형접합성이 높아서 후

대에서 표현형이 분리되어 반복실험이 어렵고 열성유전

자는 찾기 어려운 반면, RIL 집단은 불변집단이나 여러 

세대의 single seed descent가 필요하여 육성기간이 길다. 

두 집단의 절충안으로 DH 집단을 구축하는 방법이 있으

며 이는 모본, 부본을 교배한 F1 세대를 대상으로 약배양 

및 소포자배양을 수행함으로써 동형접합성의 불변집단

을 단기간에 구축하여 표현형을 반복검정하고 열성형질

도 관찰할 수 있다. 이러한 F2, RIL, DH 집단을 활용한 유

전연구는 두 순계의 유전적 다형성을 기반으로 작성된 

유전연관지도(genetic linkage map)를 이용하기 때문에 주

요 작물에서만 가능하였다. 그러나 최근에는 NGS 기술

이 보편화되면서 다양한 종의 유전체가 해독되고 restriction- 

site associated DNA sequencing (RAD-seq), genotyping-by-sequencing 

(GBS)과 유사한 기술을 활용하여 유전집단을 전게놈 수

준으로 빠르게 mapping할 수 있게 되어 유전연구 및 분자

육종이 광범위한 식물에서 기술적으로 가능하게 되었다. 

따라서 위와 같은 유전연구와 육종프로그램을 수행하기 

위하여 고정된 계통과 집단은 필수적이며 이를 빠르게 

구축하기 위하여 배가반수체 기술은 더욱 중요하다.

  두 개의 순계로 구축된 유전집단의 경우 검정할 수 있는 

형질의 범위가 두 계통에 한정되고, F1에서 확보된 DH 

집단은 1회의 감수분열만 있었기 때문에 유전자 재조합

(genetic recombination)의 빈도가 낮아 QTL 혹은 linkage 

mapping에 더 큰 집단과 높은 해상도의 유전지도가 필요

하다. 이를 보완하기 위하여 2개의 순계로 분리집단(biparental 

population)을 구축하는 대신에 유전적 다양성이 큰 8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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순계를 순차적으로 상호교배하여 염색체를 통합한 후 반

수체 배양으로 순계화함으로써 유전적 혹은 표현형의 다

양성이 높고 재조합이 더욱 빈번하게 발생한 MAGIC 

(multiparent advanced generation inter-cross) 집단을 구축할 

수 있다(Fig. 1) (Huang et al. 2015). 대표적으로 애기장대

(Kover et al. 2009), 밀(Huang et al. 2012; Mackay et al. 2014), 

벼(Bandillo et al. 2013), 보리(Sannemann et al. 2015), 토마토

(Pascual et al. 2015) 등에서 수행되었다. NGS를 활용하여 

MAGIC 집단 전체를 전게놈 수준에서 mapping이 가능해짐

에 따라 식물 유전연구를 더욱 가속화할 수 있을 것이다.

결 론

NGS 기술이 보편화되면서 식물의 유전체, 유전학 연구

에 큰 변화가 있었다. 기존에 식물 유전체의 해독은 농업

적으로 중요한 작물에서 주로 수행되어 다수의 식량, 원

예작물의 유전체가 해독되었으나, 2015년부터 극한의 환

경에서 수집된 비순계인 식물의 유전체가 해독되어 보고

되고 있다. 한편, NGS를 활용하여 염색체 전체에 대하여 

genotyping을 수행할 수 있음에 따라 이론적으로만 가능

했던 집단유전학 연구가 실현되고 분자육종을 위한 기반

으로 활용할 수 있게 되었다. 그러나 저비용에 염기서열 

데이터를 대량생산하고 다양한 분석프로그램이 개발되

어 기술적 한계가 극복되어도 표현형이 고정된 순계와 

계획적으로 구축된 집단의 필요성은 더욱 증대하고 있

다. 이러한 배경에서 다양한 육종 소재를 단기간에 구축

하기 위한 전략으로 이미 식물 육종프로그램에서 큰 역

할을 수행한 반수체 육종은 더욱 중요해졌다. 본 논문은 

식물의 반수체 육성 방법에 대하여 개괄적으로 논의하였

으며 특히 동원체의 후성학적 조절에 의한 반수체 육종

에 대하여 소개하였고 반수체 육성기술이 NGS와 함께 

어떻게 활용될 수 있는지 서술하였다. 향후 반수체 육종

과 NGS 기술을 접목함으로써 식물 기초연구 및 분자육

종은 더욱 가속화할 것으로 기대된다.

적 요

DNA 염기서열 분석기술의 진보는 많은 근본적인 생명현

상을 이해하는데 기여해왔다. 유례없는 저비용에 염기서

열을 대량으로 분석을 할 수 있게 되어 단일 규모의 실험

실에서도 관심이 있는 종의 신규유전체를 해독할 수 있

다. 게다가 유전집단의 전체 염기서열을 편향되지 않은 

채 분석하여 무수한 분자마커를 발굴할 수 있게 됨에 따

라 집단유전학 연구도 두드러지게 가속화되어 왔다. 그

러나 식물의 유전체가 이형접합성, 반복염기서열, 배수

성과 같은 복잡한 특성이 있다는 것을 고려해 볼 때 기술

이 매우 빠르게 진화함에 따라 적절한 개체 혹은 집단을 

확보하는 것이 식물 연구에서 주요한 문제가 되었다. 이

러한 난제는 오래되었지만 매우 효율적인 기술인 반수체 

육성을 통하여 극복될 수 있을 것이다. 정상적인 개체가 

갖는 염색체의 절반을 보유하는 반수체 식물은 주로 자

방이나 화분과 같은 배우체 세포를 배양함으로써 빠르게 

구축될 수 있다. 뒤이은 반수체 식물의 염색체 배수화는 

완벽한 동형접합성을 보이는 안정된 배가반수체를 만든

다. 본 논문에서는 반수체 식물을 육성하고 판별하기 위

한 고전적인 방법론을 요약할 것이다. 게다가 동원체의 

히스톤을 후성적으로 조절함으로써 반수체를 유도하는 

방법을 설명할 것이다. 마지막으로, 유전체 시대에 반수

체 식물의 활용 방안을 유전체 해독과 집단 유전학의 측

면에서 논의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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