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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anks to recent advances in next-generation sequencing (NGS) technology, diverse livestock species 
have been dissected at the genome-wide sequence level. As for cattle, there are currently four Korean 
indigenous breeds registered with the Domestic Animal Diversity Information System of the Food and 
Agricultural Organization of the United Nations: Hanwoo, Chikso, Heugu, and Jeju Heugu. These na-
tive genetic resources were recently whole-genome resequenced using various NGS technologies, pro-
viding enormous single nucleotide polymorphism information across the genomes. The NGS applica-
tion further provided biological such that Korean native cattle are genetically distant from some cattle 
breeds of European origins. In addition, the NGS technology was successfully applied to detect struc-
tural variations, particularly copy number variations that were usually difficult to identify at the ge-
nome-wide level with reasonable accuracy. Despite the success, those recent studies also showed an 
inherent limitation in sequencing only a representative individual of each breed. To elucidate the bio-
logical implications of the sequenced data, further confirmatory studies should be followed by se-
quencing or validating the population of each breed. Because NGS sequencing prices have consistently 
dropped, various population genomic theories can now be applied to the sequencing data obtained 
from the population of each breed of interest. There are still few such population studies available 
for the Korean native cattle breeds, but this situation will soon be improved with the recent initiative 
for NGS sequencing of diverse native livestock resources, including the Korean native cattle breed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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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   론

20세기 축산 특히 동물유전, 동물생명공학 관련 분야는 가

축통계육종의 발전, 인공수정 기술, 체세포복제 등 연구결과

에 힘입어 가축개량 및 제반 기술에 획기적인 발전이 있어왔

다. 금세기 들어 이를 잇는 또 하나의 기념비적 연구가 수행되

었는데 이는 미국, 캐나다, 유럽 등의 연구진들에 의해 주도된 

주요 가축들에 대한 전장유전체 해독 및 표준유전체지도

(reference genome sequence assembly) 작성이 그것이다[19, 

21, 22]. 이러한 전장유전체해독에 대한 결과는 고품질의 단백

질을 생산하는 가축의 독특한 학술적 가치와 더불어 주요 경

제형질(economic traits)의 개량 가속화, 질병치료, 신약품 개

발 등에 유용하게 사용될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이러한 기존의 전장유전체 해독은 상당한 연구 인력과 자금

을 요했었기에 일부 대형연구기관 혹은 국제 컨소시움 형태로 

수행되어 왔으나, 최근 차세대염기서열(Next Generation 

Sequencing, NGS)의 등장과 해독기술의 발전은 전통적인 

sanger sequencing에 비해 급속히 단축된 시간과 비용으로 전

장 유전체를 해독할 수 있다는 점에서 유용성이 각광받고 있

다. 기본적으로 NGS 플랫폼은 수백만에서 수억의 시퀀스 조

각(short reads)의 생산을 통해 전장유전체 해독을 수행하며, 

NGS 등장 초기 주요 문제점으로 지적되어 온 정확성의 향상

과 지속적인 시퀀싱 가격 하락으로 인해 소위 시퀀싱의 민주

화(the democratization of the sequencing)를 보다 가속화 시

켜주고 있는 형국이다. 기본적으로 이들 NGS에서 생성된 데

이터는 assembly 방식에 따라 크게 resequencing과 de novo 

sequencing으로 분류될 수 있다. Resequencing은 기존에 만들

어진 표준염기서열(reference genome assembly)과 비교하여 

대용량의 유전다형성 발굴 및 분석에 활발히 이용되고 있으

며, de novo sequencing의 경우 de novo 단어 자체가 의미하듯 

표준염기서열을 통한 mapping이 아닌 기본적으로 다양한 크

기의 라이브러리(sequencing libraries)에서 생산된 reads의 자

체적 assembly 수행을 지칭할 수 있을 것이다.

이러한 NGS를 이용한 전장유전체 해독은 최근 전세계 가

축유전체 분야 특히 국제 공동연구를 통해 reference genome 

assembly가 旣 생성된 종에서 대용량 유전다형성 발굴 등의 

목적으로 resequencing 형태로 활발히 수행되고 있으며[1, 13, 

- Review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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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6, 29, 37], 반면 표준유전체 제작에 사용된 가축품종과 뚜렷

한 특성이 기대되는 일부 품종의 경우 NGS 적용을 통해 자체

적인 de novo assembly를 통한 표준유전체지도 작성이 이루

어지고 있다[14]. 더 나아가 이들 NGS는 지속적인 가격 하락

에 힘입어 기존 초위성체마커(Microsatellite marker) 혹은 

SNP Chip-array 등으로 접근해왔던 집단유전체학(Popula-

tion genomics)적 분석의 고도화를 통해 정밀한 선발신호

(signature of selection) 및 가축화(domestication) 연관 유전자

지역 발굴에도 활용되기 시작하고 있다[33, 34].

국내재래가축은 지난 세기 주요경제형질의 개량, 외모특성

의 고정정책 및 해외개량품종의 전 세계적 확산 등을 이유로 

상대적으로 생산성이 떨어졌던 고유토착종들이 한때 멸종위

기에 처하며 한반도 內 재래가축품종의 유전적 다양성이 심각

하게 훼손 되었었다. 이에 재래고유의 생물유전자원에 대한 

중요성이 최근 인식되며 재래가축 유전자원에 대한 본격적인 

보존 및 관리 등이 농촌진흥청 국립축산과학원을 책임기관으

로 지정, 운영되어 오고 있다[5]. 더 나아가 재래가축의 중요성

은 생물다양성협약(convention on biological diversity)과 더

불어 생물자원에 대한 주권적 권리인정 및 이들 유전자원에 

대한 지식재산권과 이익 분배에 대한 나고야 의정서가 채택됨

으로써 한반도 內 유전자원의 다양성 보존 및 이의 유전체학

적 분석이 시급해지고 있는 실정이다.

NGS를 이용한 국내재래가축에 대한 전장유전체 해독은 

소, 돼지, 닭 등 일부 주요 경제가축에 대해 이루어졌으며

(completed sequencing reaction 기준), 이에 대한 본격적 분석

결과는 최근 약 2년간 집중적으로 출판이 이루어 졌다[7-9, 10, 

25]. 이들 대부분의 연구는 초기 NGS 도입 당시 집단수준에서 

분석하기에는 고가의 분석이었기에 각 품종당 단수 개체 및 

각 해당품종의 표준유전체지도를 이용하여 대용량의 유전다

형성 발굴 등 및 유전적 구성의 기본적 탐색 등의 연구목적으

로 주로 수행되었다. 이 중 주요 경제동물인 소는 현재 한우, 

칡소, 흑우, 제주흑우의 4개 품종이 국제연합식량농업기구 가

축다양성정보시스템(domestic animal diversity information 

system in Food and Agriculture Organization of the United 

Nations, 약칭 DAD-IS in FAO)에 등록돼 있으며, 이들 4개 

품종은 Applied Biosystems by Life Technologies社의 SOLiD 

3, Illumina社의 Genome analyzer 및 HiSeq 2000 플랫폼을 

통한 high coverage depth의 시퀀싱 데이터를 생산하여 정확

한 유전다형성 발굴에 성공하였다. 더 나아가 지속적으로 하

락하고 있는 NGS 시퀀싱 가격 및 다부처유전체사업 출범으로 

인해 이들 재래소 품종에 대한 NGS의 적용을 최근 집단수준

에서 확장하고자 하는 연구가 개시, 현재 진행 중에 있다. 본 

총설에서는 최근 주목 받고 있는 이 NGS 기술을 이용한 소 

유전체학 분야에서 수행된 다양한 연구결과와 현황에 대해 

고찰하고, 이러한 기술의 향후 연구 및 적용방향에 대해 논의

해보고자 한다.

본   론

소 품종에 한 장유 체 연구

소의 표준유전체 지도는 미국이 주도한 국제 소 유전체 및 

반수체 국제 컨소시엄(The Bovine Genome Sequencing and 

Analysis & The Bovine HapMap Consortium)에서 6년간 약 

700억원의 연구비를 투입하여 작성되었으며[19, 20], 사상 최

초의 반추동물에 대한 연구 결과물은 2009년 4월 Science의 

표지논문으로서 두 편이 동시에 발표 되었다. 이의 주요 결과

물로서 두 종류의 표준유전체지도(Bovine genome sequence 

assembly version Btau4 and UMD3)가 당시 배포됐으며[28, 

40], 이들 genome assembly는 현재 소 유전체학 분야에서 광

범위하게 쓰이고 있는 single nucleotide polymorphism (SNP: 

단일염기다형성) chip 제작[30] 및 활용[2, 17, 23, 36]과 더불어 

NGS의 적용분야 특히 resequencing 형태로 전장유전체에 대

한 대용량의 유전다형성 발굴(e.g. SNP, Insertion and Dele-

tion (InDel))과 Copy Number Variation (CNV)등 전장유전체

에 걸친 광범위한 유전다형성 발굴에 활발히 사용돼오고 있

다. 이러한 연구들은 대부분 European Bos taurus 및 Bos in-

dicus 품종에서 활발히 진행돼오고 있으며[1, 13, 37, 4, 11, 27] 

아시아 소 품종에 대한 연구는 극히 일부 품종[24]을 제외하고 

최근까지 이루어지지 않는 상황이다.

국내 재래소는 현재 4품종이 국제연합식량농업기구(food 

and agricultural organization of the United Nations: FAO)의 

가축다양성 정보시스템(domestic animal diversity informa-

tion system: DAD-IS)에 등재되어 있으며(Fig. 1), 대표적 乳牛 

품종인 홀스타인에 기반한 한국형 젖소 역시 상기 시스템에 

등록돼있는 상태이다. 이들 4개의 재래소품종은 널리 알려진 

한우와 더불어 칡소, 흑우, 및 제주흑우 이며, 특히 한우를 제

외한 3개 품종은 FAO가 정한 멸종위기 품종으로 분류되어 

있다. 이들의 중요성은 유전자원 보존, 종 다양성 유지 및 우리 

고유의 품종에 대한 새로운 축산물의 수요를 창출한다는 측면

에서 최근 중요성이 부각되고 있지만 아직까지 이들에 대한 

체계적인 전장유전체 연구와 대용량의 유전다형성 발굴 체계

가 미약한 실정이다. 이에 이들 4품종(한국형젖소 포함 時 5품

종)에 대해 NGS를 이용하여 한우에 대한 전장유전체 해독을 

필두로 칡소, 내륙흑우, 제주흑우 및 한국형젖소의 전장유전

체 해독결과가 최근 발표되었다.

한우(Hanwoo) 전장유전체해독의 경우 기본적으로 대량의 

SNP 정보(~4.7백만개)가 생산됐으며, 캐나다와의 국제공동연

구를 통해 북미 대표적 肉牛, 乳牛 품종인 블랙 앵거스, 홀스타

인과의 유전자 비교분석을 수행하여 한우에서 16개의 염색체 

고정영역을 발견했으며 ACTR3, ARPC2, VIL1, DSTN, AOX1 

등과 같이 마블링, 연도와 관련된 유전자들이 다수 존재하는 

것으로 조사됐다[25]. 또한 상기 데이터를 이용하여 유전자 복

제수 변이(Copy Number Variation, CNV)를 탐색 하였으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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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1. Morphological characteristics of Hanwoo, Jeju Heugu, Heugu, and Chikso (presented as clockwise).

한우와 블랙 앵거스 사이 CNV는 1,173개, 한우와 홀스타인 

사이 CNV는 총 963개가 발굴 되었다. 이들 CNV의 부분적 

결과는 qRT-PCR을 통한 추가적 실험적 검증을 통해 NGS를 

적용한 CNV 발굴이 기존 SNP BeadChip array 와 array ge-

nomic comparative hybridization (aCGH) 실험방법과 거의 

동일한 정확도를 가지고 정밀한 CNV 발굴이 가능함을 보여

주었다[8]. 생물학적 의의로서 이러한 전체 발굴된 CNV중 상

당수의 증가 CNV(CNV-gain)가 상대적으로 블랙 앵거스와 홀

스타인에서 나타났는데 이는 오랜 선발과정에서 CNV가 축적

된 결과로 유추할 수 있으며 이는 한우가 앞으로 개량 가능성

이 많다는 점을 시사해주고 있다. 이 분석에 사용된 sequenc-

ing 플랫폼은 Applied Biosystems by Life Technologies社의 

SOLiD 3 이며, color space에 기반한 read 파일(e.g. csfasta)처

리는 생물정보학적으로 다소 까다로운 것으로 알려져 왔으나 

상기 연구를 통해 이러한 종류의 대용량의 데이터 처리 기반

을 구축했다는 점 역시 본 연구의 또 하나의 의의이기도 하다

[25, 37]. 

최초의 한우 유전체 해독연구를 제외한 재래소 품종에 대한 

resequencing 연구는 일루미나(Illumina)社의 sequencing 플

랫폼 HiSeq 2000을 통해 최근 이루어졌다. 칡소(Chikso)의 경

우 UMD 3.1 reference assembly를 이용한 전장유전체 해독을 

통해 약 5.9백만 개의 SNPs 및 약 오십 오만 개의 Insertions 

and Deletions (InDels)이 발굴 되었다[9]. 발굴된 유전다형성

은 Bovine 50K BeadChip 및 sanger sequencing 등을 활용하

여 SNP 및 InDels에 대한 실험적 검증이 수행됐으며, 이들 

전장유전체에 걸쳐 발굴된 SNP이 상당한 정확도(~99%)를 가

진 것으로 추정되었다. 그러나 InDel의 validation 수치는 SNP 

validation 수치보다 낮았으며(~70%), 이는 기존 Human에서

의 연구와 유사한 결과로서 이는 생물정보학 파이프라인에의 

InDel calling의 어려움이 아직 완벽히 해소되지 않았음을 의

미한다. 따라서, 추후 InDel 분석결과의 해석 및 실제 육종현장

에 유전마커로 사용시 상당한 주의가 요망됨을 시사해주고 

있다. 흑우(Heugu)의 전장유전체 해독 역시 동일 시퀀싱 플랫

폼으로 UMD 3.1 reference assembly와 비교하여 약 6백만개 

이상의 SNP이 발굴 되었다[7]. 또한 제주흑우(Jeju Heugu), 

한국형젖소(Korean Holstein) 등이 추가로 해독되어[10] FAO

에 등록된 全 대한민국 재래소품종의 전장유전체 해독이 이루

어졌으며, 이들 추가된 품종들을 이용 한우의 추가 유전체해

독을 통해 총 ~1천 4십만 개의 SNP 발굴 및 1.1백만 개의 

Indents이 발굴되었다(54.1% and 78.9% for Novel SNP and 

InDels, respectively). 한우, 칡소, 제주흑우, 및 한국형 젖소 

시퀀싱 데이터를 이용한 CNV 발굴 역시 동일 논문에 통합발

표 되었으며, 한국형젖소를 비교 컨트롤로 잡아 각 유전체와

의 총체적 비교분석을 통해 992, 284, 그리고 1,881 개의 CNV

가 한우vs乳牛, 제주흑우vs乳牛, 및 칡소vs乳牛에 각각 발굴되

었다[10]. 특히 발굴된 대용량의 유전다형성 중 몇 가지 흥미로

운 유전자 지역이 즉각적으로 주목됐으며 그 한 예로서 in-

ducible nitric oxide synthase 2 (NOS2)는 재래소품종간 비교

분석 時 한국형젖소에서 지속적으로 적은 뚜렷한 복제수 변이

를 보여주었다. 이는 지난 세기를 거쳐 특히 우유와 연관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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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1. Recent studies for selection signatures analyses that were associated with economic traits based on bovine population data

Breed information Economic traits Genomic regions (Mbp) Gandidate genes Methods References

Holstein, Brown swiss, 
Simmental, North American 
Angus, Piedemontese, 
Australian Angus, Brahman, 
Belmond Red, Hereford, Murray 
Gray, Santa Gertrudis, 
Shorthorns

Milk fat, 
Muscle 
formation

BTA4:12.5, BTA8:40.5, 
BTA10:30.0, BTA10:43.5, 
BTA18:58,  BTA22:26.0

SPATA17, MGAT1, 
PGRMC2 , ACTC1, 
COL23A1, MATN2

iHS, FST

Qanbari 등 
(2011)

Holstein, Milk fat, Milk 
protein

BTA6:12 DGAT1, Casein 
cluster, GRH

FST Hayes 등 
(2009), Flori et 
al (2009)

African taurine, European 
taurine, African hybrid, West 
African zebu, East African zebu

Trypanosomosis BTA3:6.0 CXCR4 FST Dayo 등(2009)

Piedmontese Calving ease BTA6:37.8 - 38.7 LAP3, LCORL LD(Linkage 
Disequilibrium)

Bongiorni 
등(2012)

Anatolian Black, Illyrian 
Mountain Buša, German 
Fleckvieh, Murnau- 
Werdenfelser, Franken Gelbvieh, 
Braunvieh, Red Holstein, 
Blanc-Bleu Belge, Galloway

Growth, 
milk-clotting, 
milk yield, red 
coat color, 
fertility

BTA4:4.6, BTA6:12, 
BAT18:12.2

NPY, Casein 
cluster,MC1R, 
SALL1, NKD1

XP-EHH Rothammer 
등(2013)

Hanwoo, Black angus, Holstein Fat metabolism, 
disease 
resistance

BTA2: 95.3-96.4, BTA2: 
100.9-101.4

CREB1, CD28 ROH(Runs of 
Homozygosity)

Lee 등(2013)

형질들에 있어 강력하게 선발된 乳牛의 주요 경제형질과 

NOS2와의 관련성을 간접적으로 제시해주고 있으며, 본 연구

를 통해 생산된 다양한 유전정보들은 추후 기능성 연구 및 

유전체정보의 육종에 활용에 있어 유용한 자료가 되리라 사료

된다.

소의 집단유 체 자료 활용 형질 연  진화분석

집단수준에서의 연구 즉 집단유전체학(Population ge-

nomics) 이론의 소 유전체학 분야의 적용은 상대적으로 높은 

NGS의 가격으로 인해 아직까지 주로 대용량 고밀도 칩을 활

용한 집단기반의 분석 및 유전체 기능해석을 통해 이루어 지

고 있다. 기본적으로 2009년 소반수체분석 국제공동연구(In-

ternational Bovine HapMap project)가 그 대표적 예가 될 수 

있으며[20], 이후 소전장유전체 해독 및 분석 프로젝트 이후 

지속적으로 개발 보완된 commercial Bovine SNP-Chip array

에 힘입어 다양한 소 품종에 대해 집단 수준에서 기후변화, 

특정 경제형질 등과 연관되어 진화적으로 품종이 개량되었는

지에 대한 유전체학적 연구가 가속화 되고 있는 형국이다.

이러한 분석은 기본적으로 전통적으로 사용되던 염기서열

의 유전변이를 기반으로 한 Tajima test, 집단간 고정지수(FST), 

이형접합성을 분석하는 연구 등이 있다. 각 분석의 특징을 살

펴보자면, Tajima test(1989)는 염기서열 변이가 중립적인 특성

을 가지고 있고 집단의 돌연변이와 유전표류(genetic drift)에 

대해 평형상태(equilibrium)에 대한 비교로써 선발 여부(na-

tural, purifying selection)를 결정한다. 어떤 집단이 중립평형

(neutrality)특정 염기서열에 대한 진화적 역사를 살펴볼 수 

있지만 선발(selection)의 기여 정도를 구분하기에 어려움이 

있다. FST 분석은 종(species)에서 지리적, 생태학적 요소에 따

라 더 작은 단위의 소집단으로 나뉘어지게 되는데 집단 간의 

유전적 차이를 평가하기 위해 가장 대표적인 방법으로 현재까

지 활용되고 있다. FST는 0에서 1사이의 값을 가지며, 1에 가까

울수록 집단의 분화가 많이 일어났음을 의미한다. 최근, 전통

적인 집단의 유전적 다양성 분석을 보완하여 integrated 

Haplotype Score (iHS), Cross Population Extended Haplo-

type Homozygosity에 기반한 방법인 Rsb 와 XP-EHH 등 연

관불평형(Linkage Disequilibrium) 기반의 분석법이 개발되어 

좀 더 정밀한 분석이 진행되고 있다. iHS 분석은 집단 간의 

일배체형 동형접합율(haplotype homozygosity)를 비교하여 

neutral expectation에 대하여 상대적으로 일배체형 동형접합

율의 정도가 높은 영역을 진화적으로 선발(selection)된 영역

이라 간주한다[39]. iHS 분석은 조상의 대립유전자형(Ances-

tral allele)을 추정하고, 조상에서 유래된 대립유전자형(derived 

allele)을 비교하여 집단의 고정이 되지 않은 상태인 최근의 

선발신호를 검출할 수 있는 특징을 가지고 있다. Rsb 분석은 

iHS 분석과 기본적으로 유사한 방법을 사용하나, 조상의 대립

유전자형을 추정하지 않고, 집단 간에 일배체형의 동형접합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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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2. Manhattan plot of ZHp scores across 29 autosomes for HAN and YAN. The black and red horizontal dotted-lines indicate 

ZHp thresholds of -2 and -4 that could be putative selective sweep candidates in this study.

을 비교한다는 차이점이 있다. 특히 Rsb 와 XP-EHH의 방법은 

intermediate allele만을 잡아내는 것이 아닌 집단 고정(fix-

ation)에 근접한 selective sweep을 전장 유전체 수준에서 추출

해 낼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35, 38].

소의 집단 수준에서 대용량 유전체 자료의 생산이 가능해짐

에 따라 Bos taurus 내 肉牛(beef cattle)와 乳牛(dairy cattle) 

품종 간에 진화적으로 유전체 구조의 차이가 존재함을 밝혀졌

다[18]. 또한, 홀스타인 품종에서 선발신호(Selection sig-

natures) 분석을 진행한 결과, 유지방 성분에 영향을 주는 

DGAT1(Diacylglycerol O-acyltransferase), Casein 유전자군, 

성장호르몬(growth hormone receptor, GRH)등의 유전자가 

존재하는 영역이 진화적으로 통계적으로 유의하게 선발되었

음을 알 수 있었다[31]. 뿐만 아니라, 유럽, 아프리카, zebu 소

를 중심으로 집단을 통합하여 기후변화와 관련된 내서성 형질 

및 면역에 영향을 미치는 유전자를 밝히기도 하였다[16]. 상기 

예에서 보여지듯 진화적 관점에서의 집단 간 혹은 집단 내 

유전적 다양성 비교는 그 집단이 어떻게 관리되어 왔는지를 

설명해 줄 뿐만 아니라 가축 각 품종의 특징을 규명할 수 있는 

기초자료로 활용되어 분석할 수 있다(Table 1) [3, 12, 15, 25, 

32]. 현재까지 연구된 진화분석은 대용량 SNP chip 기반의 분

석이지만, NGS 자료가 소의 집단 수준에서 진화 분석이 진행

된다면 좀 더 정밀한 마커 정보를 가지고 형질과 연관된 유전

체 영역을 탐색할 수 있을 것이라 사료된다[11, 20].

국내 재래소에 대한 NGS를 이용한 집단수준에서의 분석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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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한우와 연변우 각 10개체에 대하여 Illumina HiSeq 2000 

플랫폼을 통해 전장유전체해독 및 분석이 수행 되었으며, 이

들 연구결과는 최근 국제학술지에 투고된 상태이다[6]. 본 연

구를 통해 방대한 분량의 SNP 발굴 및 기존 각 품종 단수개체

에서 수행키 어려운 선발신호(signature of selection) 발굴이 

수행되었으며 전장유전체에 걸쳐 다수의 후보 유전자 지역이 

한우의 개량프로그램에 의한 선발과 관련이 있을 것임이 밝혀

졌다(Fig. 2). 더 나아가 최근 다부처 유전체 사업출범과 함께 

다양한 종의 재래가축에 대한 집단수준에서의 연구가 진행 

혹은 예정돼 있으며, 이들 연구는 기존 단수 혹은 소수개체의 

전장유전체해독 연구의 한계인 집단유전체학 이론의 NGS에 

대한 적용을 보다 가속화 시켜줄 것이라 기대한다.

결   론

최근 가축유전(체)학 분야는 chip technology 및 NGS의 기

술적 발전에 힘입어 다양한 (品)種에 대한 유전적 구조, 주요 

경제형질과의 연관성 및 실질적 개량프로그램 적용을 위한 

광범위한 연구가 전 세계적으로 진행 중에 있다. 본 총설에서

는 주요 경제동물인 소에 한정하여 NGS를 이용한 소 전장유

전체 연구현황 및 국내 재래소품종에 대한 최근 연구성과 결

과를 간략히 소개하였다. 이들 연구들은 기술적, 가격적 어려

움으로 인해 대부분 resequencing 형태로 각 품종당 소수의 

개체에 대해 수행 되었으며 이를 통해 전장유전체에 걸친 대

용량의 SNP 발굴에 성공하였다. 더 나아가 기술적으로 발굴이 

까다로운 유전체의 구조적 변이에 대한 특히 CNV 연구 역시 

재래소품종에서 수행되었으며 이를 통해 전장유전체에 널리 

분포한 대용량의 CNV 발굴 및 주요 경제형질과 관련된 후보 

CNV의 발굴에 성공하였다. 그러나 최근 이루어진 NGS의 적

용은 각 품종의 단수개체에 대한 유전체 해독이 주를 이뤄 집

단수준에서의 연구가 어렵다는 한계가 있었으나, 최근 지속적

인 시퀀싱 가격의 하락 및 다부처유전체 사업과 같은 사업추진

으로 인해 집단유전체 연구와 NGS의 접목이 가시화되고 있는 

형국이다. 추후 이러한 정보는 실제 개량 프로그램에 적용하

기 위한 유용한 유전정보 자원으로 사용될 것이라 사료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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록：차세 유 체해독 기법을 이용한 소 유 체 해독 연구 황

최정우․채한화․유다 ․이경태․조용민․임다정*

(국립축산과학원 동물유전체과)

최근 차세대염기서열해독법(Next Generation Sequencing, NGS)의 급속한 발전에 힘입어, 다양한 가축 종에 대

한 전장유전체 수준의 해독 및 분석 연구수행이 가능하게 되었다. 소의 경우 현재 한우, 칡소, 흑우, 제주흑우 4품

종의 재래소가 국제연합식량농업기구 가축다양성 정보시스템에 등록돼 있는 상태이다. 이러한 재래유전자원은 

최근 NGS 기술을 이용 전장유전체에 걸친 대용량의 단일염기다형성 정보를 얻는데 성공하였으며, 또한 한국 재

래소품종이 유럽기원의 소 품종들과 유전학적으로 차이가 있다는 점이 밝혀졌다. 또한 소 유전체학 분야에서 이 

NGS의 응용은 유전체의 구조적 변이 특히 종전 대용량으로 정확한 발굴이 어려웠던 전장유전체에 널리 퍼진 복

제수변이의 발굴에 성공적으로 적용되었다. 이러한 일련의 성공에도 불구하고 최근 NGS를 이용한 연구는 내재적

인 한계점이 있었는데, 이는 연구 당시 고가의 연구비용 및 분석의 난해함으로 인해 각 대표 소 품종의 단수 또는 

소수 개체에 대해서만 적용되었다는 점이 그 대표적 예라 할 수 있을 것이다. 즉, NGS에서 파생된 데이터의 보다 

정확한 생물학적 의의를 찾기 위해서는 추가 실험적 검증과 더불어 면밀한 해석이 필요하다는 점을 시사하는 것

이다. 최근 차세대염기서열 해독 비용이 지속으로 하락하고 있으며, 이는 단수개체가 아닌 집단수준에서의 NGS 

적용이 가능해 짐에 따라 다양한 집단유전체학적 이론이 접목된 연구가 가능해지고 있다. 현재 국내 재래소 품종

에 대한 집단수준에서의 연구는 극히 미흡한 상태이나, 이러한 상황은 최근 고밀도 칩, 차세대염기서열 자료와 

같은 대용량 유전정보를 생산, 분석 중에 있어 재래가축에 대한 집단수준에서의 연구가  일부 해소될 것으로 기대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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