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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마토 유전체 염기서열 밝혀졌다
- 국내 포함 전 세계 12 개국 연구진 참여 , 8 년만에 해독 -

토마토 유전체의 전체 염기서열이 모두 해독되었다
염기서열분석은

개국 백여 명의 과학자가 참여해 년 만에 이루

어졌다국내에서는 교과부

세기프론티어작물유전체기능연구사업단

단장 최양도과 한국생명공학연구원원장 정혁의 지원을 받아 서울
대 식물유전체육종연구소의 최도일 교수팀과 한국생명공학연구원 허
철구 박사팀이 참여하였다
네이처 지에 월
억 염기쌍의

이 내용은 생명과학분야 최고 학술지인

일 게재되었다
로 구성된 토마토 유전체의 염기서열 정보는

여 개의 토마토 유전자 기능정보 뿐만 아니라 유전자의 배열
및 구성그리고 유전체 구조 등 광범위한 내용을 담고 있어 이를 활
용한 관련 연구가 한 단계 도약할 것으로 기대된다
토마토는 연간 세계 교역량이

조원에 달하는 대표적 채소작물이

다
토마토는 가지과 식물의 공통적인

를 가장 많이 갖고 있는

가지과 식물의 모델종으로이번에 해독된 유전체 정보는 같은 과에
속하는 고추담배감자가지 등 다양한 근연종 작물의 육종에 매우

유용하게 활용될 전망이다
토마토 유전체 정보는 육종 기술개발을 가속화하여 생산성 높은
고품질의 토마토를 키워낼 전망이다또한 이 정보를 근연종인 고추
감자 등에 활용하면 다양한 고품질의 신품종 농산물을 신속하게 식탁
에 오르게 할 수 있다
토마토가 속하는 가지과 식물은 진화적으로 가장 종 분화가 다양
하게 일어난 식물 분류군 중 하나로 지구상에 약 천천 개의 종이
알려져 있다가지과 식물의 특징 중 하나는 라이코펜캡사이신 및
니코틴과 같은 유용한 차 대사산물을 생산한다는 것이다토마토의
유전체 정보는 이들 차 대사산물을 만들어내는 유전자의 진화 및 가
지과 식물의 종 분화 연구에도 핵심적인 역할을 할 것으로 예상된다
토마토 유전체 염기서열분석은 국제 컨소시엄을 구성하여

개의

염색체를 참여 국가에 하나씩 나누는 방법으로 진행되었다이 중 한
국은 번 염색체를 할당 받아 분석을 진행했다이와 같은 국제 공동
프로젝트의 참여로 인해 관련분야의 국내 기술력 또한 높이는 효과를
얻게 되었다염기서열분석 방법은 박테리아 인공 염색체

를활

용하는 세대 염기서열 분석 방법으로 시작하였고최종적인 마무리
는 차세대 염기서열 분석장비

를 이용하는 방법으로 진행하여

완성도 높은 결과를 얻을 수 있었다
염기서열 관련 정보는 홈페이지
통해 확인할 수 있다
최도일 교수팀은 토마토 유전체 정보 분석을 통하여 축적된 기술
력을 바탕으로 국내 최고 채소작물인 고추의 유전체 분석을 독자적으
로 진행하고 있다

를

첨부

국제컨소시엄을 통한 토마토 전체 유전체서열분석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