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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립산림과학원, 유전자 가위 이용한 현사시나무 유전체 교정기술 보급
-국유특허 기술이전 통해 천연물질 합성 등 소재 개발 활용 기대-

□ 산림청 국립산림과학원(원장 박현)은 3세대 유전자 가위(CRISPR/Cas9)
기술에 기반한 현사시나무의 유전체 교정방법을 개발하여 국유특허 등
록을 완료하고, 최근 관련 산업체에 기술이전을 실시했다고 밝혔다.
○ 유전자 가위 기술은 생물체가 가지고 있는 DNA의 특정 영역을 교정
하여 기능을 개선하는 기술로 질병 치료, 동·식물 품종개량 등에 활용
된다. 현재 감자, 벼, 옥수수 등 작물육종 분야에서 다양하게 활용되고
있으며, 임목에 대한 적용도 증가하는 추세이다.
□ 현사시나무(Populus alba x glandulosa)는 은백양(P. alba)과 수원사시
나무(P. glandulosa)의 교잡종으로 생장이 빠르고 적응성이 우수하며,
조직배양 등 무성증식 체계가 잘 갖추어져 있어 임목 개량이나 천연물
생산과 같은 산림생명공학 분야의 모델 식물로 널리 활용되고 있다.
○ 국립산림과학원이 개발한 유전체 교정기술을 현사시나무에 적용하면
특정 유전자의 기능 또는 해당 유전자가 관여된 세포 내 산물의 발현
량을 정밀하게 조절(증가 또는 감소)할 수 있어 다양한 기능을 가진
품종 개발이 가능하다.
○ 이 기술은 유전자 가위를 식물체 세포 내로 도입하는 단계, 유전자 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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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가 도입된 식물체를 재분화시키는 단계, 유전자 증폭 분석을 통해
유전자 교정 식물체를 선별하는 단계로 구성되어 있는데, 실험실 등
현장에서 쉽게 활용할 수 있도록 단계별 프로토콜을 정립하였다.
○ 현재 국립산림과학원 연구진은 이 기술을 이용하여 바이오매스 생산
성과 환경 스트레스 내성(내건성, 내염성 등)이 향상된 신품종 개발
연구를 추진하고 있다.
□ 한편, 이 기술을 통해 천연물 소재로 활용되는 2차 대사산물의 생산성
이 증진된 품종이 개발된다면, 세포배양을 통한 유용물질의 대량생산
이 가능해져 기술이전을 통해 산업소재 생산 분야에서도 유용하게 활
용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 국립산림과학원 임목자원연구과 김인식 과장은 “임목 유전체 교정기술
은 유용한 형질을 지닌 우량 품종을 조기에 육성할 수 있는 획기적 수
단”이라며 “앞으로 임목자원의 경제적 가치를 높이기 위해 유전체 교
정기술과 같은 첨단기술을 접목한 다양한 연구개발을 시도할 계획”이
라고 밝혔다.
붙임: 현사시나무의 유전체 교정기술 관련 사진(2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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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붙임: 사진자료>

<사진1> 유전자 가위 시스템을 식물체 내에 도입하기 위한 형질전환 벡터(운반체)
* 유전체 교정을 위한 유전자 가위 시스템은 표적 유전자(PDS1)의 위치를 안내하기 위한 가이드(PDS1
sgRNA)와 표적 유전자의 염기서열을 교정하는 유전자 가위(Cas9 단백질)로 구성됨

<사진2> 유전체 교정/재분화 과정을 통해 얻어진 식물체의 표현형 및 검정결과
(A) 유전체 교정 운반체가 도입된 형질전환 식물체를 재분화하여 얻어진 다수의 발아체 모습
(B) 정상식물체(Wild-type), 유전자 교정체(Albino, Pale-green), 유전자 미교정체(Green)
* 일반적으로 유전자 교정 시스템 구축 및 검정 연구에서 성공 여부를 가시적으로 쉽게 확인하기 위해
엽록소 생성에 관여하는 유전자(PDS1)를 표적 유전자로 사용함. 즉, 유전자 교정이 성공적으로 이루어
지면 PDS1 유전자가 기능을 상실하여 엽록소가 없는 Albino 또는 Pale-green 형태의 식물체가 얻어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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