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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    록 

 
   분비나무(Abies nephrolepis Maxim.)는 우리나라 해발 700m 

이상의 지역에서 생육하는 아고산대 침엽수종으로, 기후변화에 따른 

서식지 감소로 인해 현지내∙외 보전 및 기내 연구가 필요하다. 

체세포배는 무성생식을 통해 체세포에서 캘러스로의 탈분화, 

체세포배로의 재분화 과정을 거쳐 발생되는 배이다. 체세포배 발생은 

대량 증식 수단으로의 장점을 가지며, 접합자배와 발달 단계에서 많은 

부분을 공유하기 때문에 배발생의 형태학적, 분자생물학적 연구 

재료로의 가치가 있다. 배발생 캘러스와 체세포배 유도 조건에 대한 

연구는 활발히 이루어져 왔지만, 체세포에서 배발생 캘러스로의 전환을 

통한 배발생능 획득 기작 연구는 미비하다. DNA 메틸화는 후성유전학적 

기작으로 기존의 유전학이 DNA 염기서열 차이를 기반으로 하는 것에 

비해 같은 염기서열을 가지는 DNA의 구조적 변형에 따른 유전자 발현 

조절에 대해 연구한다. 본 연구는 분비나무에서 배발생 캘러스 및 

체세포배를 유도하고, 동일한 DNA를 가지는 분비나무 배발생 캘러스와 

비배발생 캘러스의 DNA 메틸화를 비교하고자 하였다. 경기도 화성시에 

위치한 분비나무 다목적 채종원에서 2020년 5월 말부터 7월 초까지 

여섯 시기로 나누어 구과를 채취, 탈종 후 종자에서 접합자배를 

분리하여 배발생 캘러스를 유도하였다. 유도된 배발생 캘러스는 증식 

배지로 계대배양하고, 유도되지 않은 개체들에 대해서는 DNA 메틸화 

저해제 5-azacytidine이 처리된 배지로 계대배양 하였다. 6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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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일(2단계) 채취 종자에서 가장 높은 12%의 배발생 캘러스 유도율이 

확인되었고, 5단계 및 6단계 채취 종자에서는 배발생 캘러스가 유도되지 

않았다. 5 및 6단계 접합자배에 5-azacytidine 처리한 후 일부 

개체에서 배발생 캘러스가 유도되었다. 같은 시료에서 발생하여 동일한 

DNA를 가지는 배발생 캘러스와 비배발생 캘러스를 한 세트로 총 다섯 

세트, 10개의 샘플을 분석 대상으로 선정하였다. DNA 추출 후 DNA 

메틸화에 특이적인 제한효소를 이용한 MSAP를 기반으로 NGS Illumina 

플랫폼을 이용하여 메틸화 차이 부위를 시퀀싱(MSAP-seq)하였다. 

시퀀싱 데이터 전처리, K-mer 비교, DMS 지정 과정을 거쳐 서로 

다르게 메틸화된 부위(DMS; differentially methylated site)에 위치한 

유전자를 BLASTn을 통해 annotation 한 후 이를 배발생 관련 

유전자로 분석하였다. 분석 결과 다섯 세트의 배발생 캘러스와 비배발생 

캘러스에서 평균 23%의 CG 탈메틸화 부위를 공유하며, 나머지 77% 

부위는 메틸화에 차이를 보이는 것으로 나타났다. 스트레스, 세포 분열 

및 세포 구조, 전사 조절, 키나아제 관련 유전자들이 배발생 관련 

유전자로 확인되었다. CG 메틸화에 있어서 비배발생 캘러스와 비배발생 

캘러스의 차이를 확인하였지만, annotation된 유전자의 기능 면에서 

배발생 캘러스와 비배발생 캘러스 각각에서 전사 조절 관련 유전자를 

제외하고는 유의미한 경향성을 보이지 않았다. 이에 대해 분비나무 표준 

유전체의 부재로 DMS의 2.3%만이 annotation되었으며 프로모터 

부위에 대한 분석이 불가능하였음을 고려할 수 있다. 또한 배발생 관련 

유전자의 유전자체 메틸화(gbM)와 관련하여 추가 발현 연구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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필요성이 있다고 판단된다. 본 연구를 통해 배발생 캘러스가 발생하지 

않았던 개체에서 메틸화 저해제 처리를 통해 일부 배발생 캘러스로의 

전환을 관찰하고, 같은 DNA를 가지지만 배발생능이 다른 캘러스들의 

DNA 메틸화 차이를 분석함으로써 배발생능 획득과 DNA 메틸화가 

서로 연관되어 있음을 알 수 있었다. 향후 본 연구에서 스크리닝한 

DMS 염기서열을 기반으로 비암호화 서열(noncoding sequence) 

메틸화와 배발생능의 연결, 그리고 후성유전체와 더불어 유전체, 

전사체의 다중 오믹스(multi-omics) 연구 등을 통해 식물 재분화 

기작에 대한 이해를 보다 높일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  

 

주요어 : 분비나무, 배발생 캘러스, 식물 재분화, DNA 메틸화, 

후성유전학, MSAP-seq 

학   번 : 2019-2977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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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1 장 서  론 
 

1. 연구의 배경 
 

   전나무류(Abies)는 세계적으로 40여종이 아시아, 남북미, 유럽 등 

주로 북반구에 자생하는 소나무과 식물로, 우리나라에는 전나무, 분비나

무, 구상나무 세 종이 자생한다. 분비나무(Abies nephrolepis Maxim.)

는 우리나라 해발 700m 이상의 지역에서 생육하는 아고산대 침엽수종

으로, 기후변화에 따른 서식지 파괴로 인해 개체수와 분포 면적이 급속

도로 감소하고 있다. 분비나무에 대한 연구는 주로 구상나무와의 분류학

적 연구, 생태학적 연구가 이루어져 왔으며 유성, 무성 번식에 대한 연

구는 미비하다. 생리적 특성을 이해하고 고사 원인 연구와 보전 방안 마

련을 위하여 현지 내∙외 보전 및 기내 연구가 필요하다. 현지 외 보전과 

증식을 위한 수단으로 체세포배 발생 등의 조직 배양 기술이 존재한다.  

   체세포배(somatic embryo)는 유성생식을 통해 발생되는 일반적인 

접합자배(zygotic embryo)와는 달리, 무성생식을 통해 체세포의 탈분화

(dedifferentiation)와 재분화(redifferentiation)를 거쳐 발생되는 배이

다(Verdeil et al., 2007). 이미 특정 조직과 기관으로 분화된 체세포가 

그 세포의 정체성을 잃고 미분화된 상태로 돌아간 후 다시 배로 분화되

는 재분화 과정을 거쳐 하나의 식물체가 되는 것이다(Radoeva & 

Weijers, 2014). 체세포배는 뿌리, 줄기만을 발생시키는 기관형성

(organogenesis)과는 달리 양극성(bipolar)을 가진다. 이러한 성질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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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세포배를 인공 종자로 만들기 위한 연구가 시도된 바 있다(Giri et al., 

2004; Singh et al., 2007). 하나의 시료로부터 수많은 체세포배를 유도

해낼 수 있기 때문에 대량 증식 수단으로의 장점을 가짐과 더불어 발달 

단계에서 접합자배와 많은 부분 공통점을 공유하기 때문에 배발생의 형

태학적, 분자생물학적 연구에 있어서 연구 재료로의 큰 장점을 가진다. 

대부분의 체세포배 발생은 체세포에서 캘러스 단계를 경유하는 간접 체

세포배 발생으로 이루어진다. 이 때 탈분화를 통해 형성되는 모든 캘러

스가 체세포배를 발생시키지는 않는다. 캘러스 중 배발생능을 가지는 것

을 배발생 캘러스(embryogenic callus)로 명명한다(Montalbán et al., 

2012). 

   아직까지 세포의 가소성(plasticity)과 배발생능 획득 과정에 대해 밝

혀진 바가 적은데, 최근 이러한 체세포배 발생 등의 식물 재분화 기작과 

관련하여 후성유전학적 관점이 제시되었다. 같은 DNA를 공유하는 개체

에서의 기관 분화 및 유전자 발현 조절에 관여하는 후성유전학적 기작은 

DNA 염기서열의 변화 없이 DNA 메틸화, 히스톤 아세틸화 등을 통해 

염색질 리모델링(chromatin remodeling)으로 유전자의 발현이 억제 또

는 촉진된다. 같은 DNA를 공유하는 세포들이 탈분화되고 재분화 되는 

과정에서 DNA 메틸화가 특정 유전자들의 발현을 조절하여 세포의 전형

성능 획득 과정에 중요한 역할을 할 것으로 추정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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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연구의 목적 
 

   본 연구는 배발생능 획득을 DNA 메틸화의 관점에서 분석하고자 하

였다. 같은 DNA를 가지지만 배발생능에 있어서 차이를 보이는 캘러스

들의 DNA 메틸화 차이를 분석하고, 서로 다르게 메틸화된 염기 서열에 

위치한 유전자를 찾아 배발생 관련 유전자를 탐색하는데 목적을 두었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첫째, 분비나무에서 배발생 캘러스와 체세포배

를 유도하였으며, 둘째, 같은 DNA를 가지는 배발생 캘러스와 비배발생 

캘러스의 DNA 염기 서열에서 서로 다르게 메틸화된 CG 부위 유무를 

확인하고, 다르게 메틸화된 CG 부위에 위치한 유전자를 분석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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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2 장 연 구 사 
 

1. 분비나무 특성 연구 
 

   분비나무는 수고 20~25m와 직경 0.75~1m까지 성장하는 상록 침엽

수종으로 잎은 1.5~3cm 길이, 1.5~1.8mm의 폭을 가지고 아래에 두 줄

의 흰색 기공선이 있다. 구과는 녹갈색으로 4~5.5cm의 길이, 2~2.5cm

의 폭을 가지며 뾰족한 돌기가 있고 종자는 삼각형이다. 봄에 암∙수구화

가 열리고 당년 가을 구과를 생산하는 1년 주기 유성생식을 한다. 

   분비나무에 대해 집단 유전학, 세포소기관 유전체, 기후변화와 관련

된 생태학적 연구 및 구상나무와의 분류학적 연구가 이루어져왔다. Lee 

et al.(2008)은 분비나무 자연 집단에서 유전적 다양성을 측정하였으며, 

Yang et al.(2015)은 미토콘드리아 DNA 분석을 통해 구상나무와 분비

나무의 계통지리학적 연구를 하였고, Yi et al.(2016)은 분비나무 엽록체 

해독 연구를 하였다. Kim et al.(2019)은 분비나무 치수와 환경 지수의 

상관관계를 보고자 하였으며, 장진성 등(1997)과 송정호 등(2007, 

2008)은 구상나무와 분비나무의 잎, 구과 분석을 통해 형태학적 변이를 

보고자 하였다. 

   근연종인 구상나무와 더불어 분비나무 역시 개체수와 분포 면적이 급

속도로 감소하고 있다. 소백산, 오대산 등의 지역에서 수관 활력지표, 수

간 건강 지표를 기반으로 한 지역별 쇠퇴도 평가 결과 결과, 분비나무 

쇠퇴도가 평균 0.28로 나타났다(임종환 등, 20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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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체세포배 발생 및 재분화 연구 
 

   식물은 동물과는 달리 단세포, 식물 조직 일부로부터 식물체를 재생

해낼 수 있는 전형성능(totipotency)을 가진다. 1930년대 많은 연구자

들이 카랑코에 피나타 (Bryophyllum calycinum)를 이용하여 식물 재분

화 연구를 하였다. 식물의 재분화는 특정 기관으로 분화하는 기관 형성

(organogenesis)과 줄기 및 뿌리 원기(primordia)를 가져 완전한 식물

체로 성장이 가능한 체세포배 발생(embryogenesis)으로 나눌 수 있다. 

기관 형성의 경우는 shoot organogenesis, root organogenesis 등 하

나의 기관으로 발달하며 하나의 극성을 가진다. 이와 달리 카랑코에 피

나타의 잎 끝에서 작은 양극성을 가진 구조체가 발견되었다(Garcês & 

Sinha, 2009). 이는 체세포배로, 몇몇 종들은 이처럼 자연적으로 체세포

배를 발생해낸다. 이후로 기내 배양을 통해 당근의 체세포배 발생 연구

가 이루어졌고, 임목에 대해 Sandalwood (Santalum album), 독일가문

비나무(Picea abies), 테다소나무(Pinus taeda), 유칼립투스

(Eucalyptus globulus), 딸기나무(Arbutus unedo) 등 여러 수종에서 

체세포배 발생 연구가 보고되었다(Méndez-Hernández et al., 2019).  

   체세포배 발생은 시료의 표피세포가 직접적으로 체세포배가 되는지, 

캘러스 과정을 거쳐 체세포배가 발생되는지에 따라 직접 또는 간접 체세

포배 과정으로 나뉠 수 있다(Quiroz-Figueroa et al., 2006). 대부분의 

식물은 캘러스 과정을 거치는 간접 체세포배 발생을 한다. 이 때 캘러스

란 미분화된 세포의 총체를 이루는 말로, 모든 캘러스가 체세포배가 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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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는 않는다. 때문에 배발생능 획득 여부에 따라 캘러스가 발생하였더라

도 체세포배가 되지 않는 비배발생 캘러스와 추후 체세포배로 발달할 수 

있는 배발생 캘러스로 나눌 수 있다. 배발생 캘러스와 비배발생 캘러스

는 형태학적 특징을 통해 구분할 수 있다. 침엽수의 배발생 캘러스는 배

병으로 길게 연결된 초기 단계의 체세포배로 이루어진 것에 비해 비배발

생 캘러스는 부서지기 쉬운 구형의 배병으로 연결되지 않은 조직 특성을 

가진다(Fowke et al., 1995). 

   세포 및 분자 수준에서 체세포배 발생이 일어나는 기작에 대해서 아

직 명확히 밝혀지지 않았다(Méndez-Hernández et al., 2019). 경험적 

연구를 통해 여러 요인들이 체세포배 발생을 유도한다고 알려져 있다. 

모수의 유전적, 생리적 특성, 그리고 유도 시료 기관(explant) 종류, 배

양하는 배지의 구성성분, pH, 호르몬, 온도, 빛 등의 조건, 그리고 삼투

압, 고온 혹은 저온 자극, 금속 등의 스트레스 요소가 대표적이다(Nic-

Can et al., 2016).  

   유전체 분석 기술의 발달로 전사체 분석과 DEG(differentially 

expressed genes) 분석을 통해 체세포배 유도 및 발달 과정에서 발현

이 달라지는 전사인자, 스트레스 및 자극 반응 관련 유전자들이 연구되

었다. 애기장대(Arabidopsis thaliana)에서 체세포배 발생 관련 유전자 

연구가 비교적 많이 진행되었다. Polycomb repressive complex 1/2 

(PRC1/2) 와 PICKLE (PKL) 조절 인자들은 LEC1, LEC2, FUSCA3 

(FUS3)와 전사인자 AGAMOUS-LIKE15(AGL15)를 촉진하여 배발생

능 획득을 조절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또한 LEC1이 YUC10 유전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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를, LEC2 이 YUC2와 YUC4 유전자를 활성화하여 옥신 합성 효소를 암

호화하고, LEC2와 AGL15는 옥신 신호전달에서 억제 인자로 알려진 

INDOLE ACETIC ACID INDUCIBLE30 (IAA30) 발현을 촉진하여 배

발생 과정에서 auxin-mediated signaling을 조절하도록 한다

(Braybrook et al., 2006; Junker et al., 2012; Stone et al., 2008). 그

리고 AGL15은 Gibberellin (GA) 분해 효소인 GA2ox6를 발현시키고 

GA 합성 효소인 GA3ox2 억제시켜 내부 GA 농도를 낮춘다(Ikeuchi, 

2016; Wang, 2004; Zheng, 2009). 이와 같이 애기장대의 체세포배 발

생 과정에서 복잡한 상호작용을 하며 조절 인자들이 참여하는 것으로 연

구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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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배발생 캘러스 DNA 메틸화 연구 
 

   DNA 메틸화는 유전체 보존, 유전적 각인, X염색체 불활성화, 트랜스

포존(transposon) 및 레트로바이러스(retrovirus) 억제, 그리고 유전자 

발현 조절 등에 있어 중요한 역할을 하는 후성유전학(epigenetics)적 

기작이다. 후성유전학이란 DNA 염기서열 변화 없이 염색질의 구조 변

화를 통해 유전자 발현이 조절되는 것으로, 주로 DNA 메틸화, 히스톤 

아세틸화 등을 통해 이루어진다. DNA 메틸화는 DNA 합성 후에 DNA 

cytosine methyltransferase 효소들에 의해 메틸기가 전달된다. 동물의 

경우 주로 CG에서 메틸화가 일어나는 반면 식물은 CHH, CHG에서도 

발생한다(Finnegan & Kovac, 2000). 식물은 MET, DRM, DNMT2, 

CMT 4개의 DCMTases 종류가 존재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Ikeuchi 

et al., 2016).  

   최근 DNA 메틸화, 히스톤 아세틸화 등 염색질 리모델링(chromatin 

remodeling)을 통한 후성유전학적 기작이 체세포배 발생 및 재분화 기

작의 핵심 요소일 것으로 추정되고 있다. 같은 DNA의 체세포에서 탈분

화, 재분화가 이루어졌기 때문에 후성유전학적 변형이 세포의 유전적 프

로그램 변화를 이끄는 signaling pathway에 중요한 역할을 할 것으로 

예측된다(Kumar & Van Staden, 2017). 식물 세포의 탈분화, 재분화, 

생장과 발달과 관련하여 DNA 메틸화 연구가 이루어지고 있다. 많은 연

구에서 Global Dna Methylation(GDM)의 감소가 초기 전배 조직의 형

성시기와 일치함이 밝혀졌다(Nic-Can et al., 2013; Rodríguez López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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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t al., 2010). 이는 GDM 감소가 세포의 전형성능 획득에 있어서 중요

한 역할을 함을 암시한다. 덜 분화된 조직들일수록 메틸화 정도가 낮고

(hypomethylation) 더 분화된 조직일수록 높은 메틸화 정도

(hypermethylation)를 가진다(Ikeuchi et al., 2015). 비배발생 캘러스

와 배발생 캘러스의 GDM 분석 연구에서 배발생 캘러스의 GDM이 더 

낮음이 연구되었다. Pinus nigra에서 서로 다른 세 라인의 배발생 캘러

스를 비교했는데 배발생능이 높을수록 낮은 메틸화 정도를 보였다

(Noceda et al., 2009). 그리고 Quercus alba에서는 배발생 캘러스와 

비배발생 캘러스의 GDM을 비교하였고 배발생 캘러스에서 더 낮은 메틸

화정도를 보였다(Corredoira et al., 2017). 이는 배발생 캘러스의 배발

생 능력이 DNA 메틸화 정도와 관련이 있음을 시사한다. 

   GDM을 비교하는 것만으로는 어떤 부위의 메틸화가 달라졌는지 알 

수 없다. DNA 메틸화 부위를 보고자 후성유전체(epigenome)를 분석할 

때 메틸 사이토신 염기서열 base 단위로 볼 수 있는 가장 좋은 방법은 

bisulfite sequencing이다. 그런데 유전체 전체를 시퀀싱(sequencing) 

해야 하기 때문에 전체 유전체에 대한 정보가 없고, 유전체 크기

(genome size)가 매우 큰 수목을 대상으로는 적합하지 않은 방법이다. 

이러한 한계점을 극복하고자 전통적으로 메틸화를 비교하기 위해 사용하

였던 MSAP (methylation sensitive amplified polymorphism) 방법에 

최근 급속도로 발전한 NGS(next generation sequencing) 기반의 시퀀

싱을 더하는 MSAP-seq 연구가 식물을 대상으로 연구되었다

( Chwialkowska et al., 2017; Guarino et al., 2020). 전형적인 MSAP 



 

 10 

방법은 AFLP (amplified fragment length polymorphism) 방법에서 사

용하는 제한효소를 메틸화에 특이적으로 반응하는 것으로 선정하는 것이

다(Reyna-Lopez et al., 1997). 메틸화된 CCGG 부위는 절단하지 못하

고, 메틸화가 되어있지 않은 CCGG부위만 절단할 수 있는 제한 효소를 

사용하여 절단 여부에 따라 DNA 메틸화 여부를 추정할 수 있다. 절단

된 양상이 다르기 때문에 DNA 절편의 길이가 달라져 전기영동을 통해 

길이의 다형성(polymorphism)으로 메틸화 차이를 알 수 있다. 

   MSAP는 다형성을 확인하여 DNA 메틸화 상태가 다름을 인지할 수

는 있지만, 그 차이를 나타내는 부위를 알 수 없다는 한계점을 가진다. 

그래서 MSAP-seq은 MSAP에서 전기영동으로 밴드를 내려 다형성을 

확인하는 대신, 시퀀싱을 통해 다르게 잘린 부위의 서열을 읽어내어 어

느 부위의 차이인지 분석하게 된다. CCGG 부분만을 타겟으로 하여 일

부 유전체 부위만 커버하기 때문에 표준 유전체(reference) 가 없는 수

종에서 보다 유용하게 사용될 수 있다. 식물에서 2017년 보리를 대상으

로 첫 논문이 발표되었으며, 그 이후 2020년 자연 집단에서 무성 번식

을 하는 포플러 집단을 대상으로 연구가 진행되었다(Chwialkowska et 

al., 2017; Guarino et al., 2020). 보리 연구는 수분 스트레스에 따른 잎

과 뿌리의 DMS(differentially methylated site)를 찾아내고자 하였으며, 

포플러 연구에서는 클론 번식을 하는 포플러 집단에서 DMS 분석을 통

해 유전적 다양성에서 후성유전적 다양성이라는 새로운 패러다임을 제시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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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3 장 재료 및 방법 

 

1. 시료 채취 및 배양 
 

   배발생 캘러스 유도를 위한 시료로 종자의 접합자배를 사용하였다. 

경기도 화성시 매송면에 조성된 분비나무 다목적 채종원에서 2020년 5

월 28일부터 7월 6일까지 약 1주일 간격으로 여섯 시기(5월 28일, 6월 

5일, 6월 12일, 6월 20일, 6월 27일, 7월 6일)로 나누어 분비나무 구과

를 채취하였다. 분비나무 다목적 채종원은 1996년 오대산, 치악산에서 

선발된 우량개체를 접목하여 2005년 총 156본이 조성되었다. 구과 채

취는 6개 클론, 9본으로부터 각 시기별로 20개의 구과를 채취하였다.  

   구과에서 종자를 탈종한 후 무균대에서 초기(1~3단계) 채취 종자는 

70% 에탄올에 1분, 2% 차아염소산나트륨(sodium hypochlorite)에 3분, 

후기(4~6단계) 채취 종자는 70% 에탄올에 2분, 차아염소산나트륨에 5

분 소독하고 멸균수로 5회 세척, 20분간 침지하였다. 소독한 종자에서 

접합자배를 분리하여 배발생 캘러스 유도 배지에 치상한 후 25℃ 습도 

55% 조건에서 암배양 하였다. 배발생 캘러스 유도에는 구상나무에 대해 

배발생 캘러스가 유도된 배지 조합(SH배지에 0.1mg/L의 BA 호르몬, 

100mg/L myo-inositol, 0.5g/L L-glutamine, 1g/L casein 

hydrolyzate, 3% sucrose(w/v), 0.3% gelrite(w/v), pH 5.8)으로 

121℃에서 15분 멸균 후 직경 9mm의 페트리 접시에 25ml씩 분주하여 

사용하였다(Lee et al., 2014). 각 시기별로 오대산을 산지로 하는 17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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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호, 112호, 치악산을 산지로 하는 126호 총 4개 클론의 접합자배를 

배양하였고, 실제 DNA 메틸화 분석에는 17호, 112호, 126호의 접합자

배에서 유도된 배발생 캘러스와 비배발생 캘러스를 사용하였다.  

    치상 2주 후, 4주 후 유도된 배발생 캘러스 개수를 계수하고 채취 

시기별로 유도 비율을 비교하였다. 그리고 유도된 배발생 캘러스는 증식 

배지에 2~4주 간격으로 계대배양하였다. 증식 배지는 SH배지에 3mg/L

의 BA 호르몬, 100mg/L myo-inositol, 0.5g/L L-glutamine, 3% 

sucrose(w/v), 0.3% gelrite(w/v)로 조성하였다. 캘러스가 유도되었지

만 배발생능이 없는 비배발생 캘러스와 캘러스가 유도되지 않은 접합자

배에 대해서는 배발생 캘러스로의 전환을 기대하며 증식 배지에 DNA 

메틸화 저해제로 알려진 5-azacytidine이 10, 20, 30 μM 처리된 배지

로 계대배양하였다.  

   종자에서 배를 꺼내어 배발생 캘러스 유도 배지에 치상하기 앞서 시

기 별로 접합자 배의 발달 상태를 실체현미경(Nickon, SMZ745T)으로 

관찰하였다. 또한 유도된 배발생 캘러스와 비배발생 캘러스, 체세포배를 

실체현미경으로 관찰 및 촬영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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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DNA 메틸화 분석 
 

2.1 분석 대상 샘플 선정 및 DNA 추출 

   같은 시료에서 발생한 배발생 캘러스와 비배발생 캘러스를 한 세트로, 

총 다섯 세트, 10개 샘플을 분석 대상으로 선정하였다. 샘플을 액체질소

에 동결하여 Qiagen Tissuelyser Ⅱ로 파쇄 후 DNeasy Plant Mini 

Kit(69104, QIAGEN)에서 초기 lysis buffer를 CTAB, PVP를 이용하

여 캘러스에서 DNA를 프로토콜에 따라 추출하였다. 추출한 DNA의 농

도는 Quant-iT picogreen(Invitrogen)을 이용하여 Multiple Plate 

Reader(victor3)로 측정하였다. 

 

2.2 MSAP amplicon 제작 

   Chwialkowska et al.(2017)의 방법에 따라, 추출한 DNA 

200~500ng을 메틸화에 특이적인 제한효소인 HapII(Takara, 1053A)

와 rare cutter로 알려진 EcoRI(Takara, 1040A)로 37℃에서 6시간 동

안 double digestion 하였다. 그리고 80℃에서 20분간 incubation하여 

효소가 불활성화되도록 하였다. Hap II 및 EcoRI 각각의 절단 부위에 

붙을 수 있는 어댑터를 T4 DNA ligase(Takara, 2011A)를 이용하여 

37℃에서 16시간 incubation하여 ligation하였다. 그리고 어댑터에 상보

적인 프라이머를 이용하여 94℃에서 30초, 56℃에서 40초, 72℃에서 

50초를 1 cycle로 총 30 cycle의 중합효소 연쇄 반응(PCR)을 수행하

였으며, 사용한 어댑터와 프라이머는 Table 1와 같다. Agencour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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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MPure®  XP magnetic beads(Beckman Coulter)를 이용하여 불순물

을 제거한 후 LabChip GX(Caliper life science)로 200~800bp 사이의 

증폭된 DNA 절편을 확인하였다. Sonication 기계(Qsonica)로 파장세기 

40%, 15초 on 15초 off를 3분 30초간 반복하여 평균 300bp로 파편화

(fragmentation)하였다. 샘플 당 1000ng의 MSAP 증폭 산물을 이용하

여 NEXTflex Rapid DNA-Seq kit(Bioo Scientific)로 library를 제작

한 후 Illumina Hiseq2500 2x150bp paired-end sequencing을 하였다. 

 

Table 1. Adapter and primer used for MSAP amplicon generation 

Type Oligo / Primer sequence 

adapter EcoRI 
5’CTCGTAGACTGCGTACC 3’ 

5’AATTGGTACGCAGTCTAC 3’ 

adapter HapII 
5’GACGATGAGTCTAGAA 3’ 

5’CGTTCTAGACTCATC 3’ 

pcr primer EcoRI 5’GACTGCGTACCAATTCAC 3’ 

pcr primer HapII 5’GATGAGTCTAGAACGGTG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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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 NGS 데이터 분석 

   1. Sequencing, preprocessing 

   150bp paired-end raw read를 FastQC(v0.11.9)을 이용하여 

sequencing quality를 확인하고, MSAP amplicon 제작 과정에서 PCR을 

위해 인위적으로 붙여주었던 어댑터 서열을 BBDuk(version 38.87)을 

통해 제거하였다. PRINSEQ(PRINSEQ-lite 0.20.4)을 이용하여 de-

replication과 Q20 이하의 low quality reads를 filtering, trimming하여 

quality control을 하였다. Trimming 후 다시 quality를 확인하였다. 

 

   2. K-mer 비교 

   분비나무의 유전체는 시퀀싱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표준 유전체에 

매핑(mapping)하여 비교 분석하는 것이 불가능하다. 모든 샘플의 

리드(read)를 모아 하나의 어셈블리(assembly)를 구성하는 드노보 

어셈블리(denovo assembly)를 하여 리드를 매핑하고자 하였으나 리드 

매핑 효율이 평균 25%로 매우 낮아 어셈블리 없이 비교 분석하는 K-

mer 비교 분석을 하였다.  

   메틸화에 특이적인 효소인 HapII가 절단한 자리에 인위적으로 

ligation 해놓았던 HapII 어댑터를 5’, 3’ 말단에 가지는 리드들만 

cutadapt(v.3.0)를 이용하여 각 샘플별로 추출하였다. 그리고 어댑터를 

제거한 후 5’말단에 ‘CGGTG’를 가지는 리드들만 골라내고 

5’말단으로부터 50-mer로 각 리드를 절단하였다. 각 샘플 별로 50-

mer들을 모아 중복을 계수한 후 3 이상 count 된 50-mer들만을 분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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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상으로, 배발생 캘러스(EC)에는 있지만 비배발생 캘러스(NEC)에는 

없는 50-mer들을 골라내고 이들을 이용하여 EC의 리드를 추출한 후 

EC의 DMS(differentially methylated site)로 지정하였다. 마찬가지로 

NEC에는 있지만 EC에는 없는 50-mer들을 골라내고 이들을 이용하여 

NEC의 리드를 추출한 후 NEC의 DMS로 지정하였다. 

 

   3. DMS annotation (BLASTn) 

   BLASTn (nucleotide Basic Local Alignment Search Tool)을 

이용하여 DMS에 위치한 유전자를 National Center for Biotechnology 

Information(NCBI) 2020년 12월 기준 전체 RefSeq plant release 

(https://ftp.ncbi.nlm.nih.gov/refseq/release/plant/) 데이터베이스로 

annotation 하였다. 

 

   4. Functional annotation; Gene Ontology analysis 

   각 세트의 DMS에서 발견된 유전자의 GO(gene ontology) TERM을 

확인하였다. RefSeq 데이터베이스는 여러 종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기 

때문에 GO 분석에 앞서 애기장대(Arabidopsis thaliana) homolog로 

RefSeq accession number을 TAIR_ID로 변환시킨 후 Panther 

classification system(http://pantherdb.org/)을 이용하여 GO gene list 

분석을 하였다. GO란 유전자 기능 연구를 위해 개별 유전자에 대해 

유전자가 관련된 생물학적 기작(BP; Biological Process), 분자 

기능(MF; Molecular Function), 그리고 세포 내외 위치(CC; Cellular 

https://ftp.ncbi.nlm.nih.gov/refseq/release/plan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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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mponent)에 따라 구조화된 모델로, 이를 통해 기능적 annotation이 

가능하다. 유전자를 기능에 따라 공통된 용어로 정리하여 생물학적 

기작(BP)을 중심으로 분석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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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4 장 연 구 결 과 
 

1. 분비나무 배발생 캘러스 유도  
 

1.1 구과 채취 및 채취 시기별 접합자배 발달 상태 관찰  

   구과 채취목으로 선정한 9개체, 6개 클론에 대해 1차 채취일(5월 28

일)에 채취 가능한 모든 구과 수를 계수하고, 여섯 시기로 나누어 시기

별 약 20개의 구과를 채취하였다. 시간이 지날수록 구과 해충, 자연 고

사 등의 원인으로 마지막 6단계 7월 6일에는 6개체, 4클론의 구과 15개

를 채취할 수 있었다(Figure 1). 

 

 

Figure 1. Development of Abies nephrolepis cone at different stages. 

A) female strobilus on April 16th, 2020, B) stage 1 cone on May 28th, 

2020, and C) stage 6 infested cone on July 6th, 20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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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배양 시료로 사용한 접합자배의 시기별 발달 단계를 실체현미경을 통

해 관찰하였다(Figure 2). 2020년 5월 28일(1단계)에 채취한 종자는 

수분 직후로 추정되어 현미경으로 배를 확인할 수 없었으며, 배발생 캘

러스가 유도되지 않았다. 6월 5일(2단계) 및 6월 12일(3단계)에 채취한 

종자에서 배병과 작은 접합자배를 확인할 수 있었고, 이 시기에 채취한 

종자에서 배발생 캘러스가 유도되었다. 4단계, 5단계 및 6단계로 갈수록 

접합자배의 모습을 갖추어 가는 모습을 확인할 수 있었다.  

 

 

 

Figure 2. Developmental stages of Abies nephrolepis zygotic embryo 

collected at different stages. A) Stage 2 on June 5th, B) Stage 3 on 

June 12th, C) Stage 4 on June 20th, D) Stage 5 on June 27th, and E) 

Stage 6 on July 6th, 2020. Scale bar represents 1m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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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 배발생 캘러스 유도 

   시기별로 126호, 17호 및 112호 등 3개체 종자의 배발생 유도율을 

비교하였으며 유도 결과는 Table2와 같다. 유도율은 “배발생 캘러스가 

유도된 종자 수/오염 제외 치상한 총 종자 수” 로 계산하였으며 일원배

치 분산 분석 결과 p-value 0.0001로 채취 시기에 따른 유도율은 집단

간에서 유의미한 차이가 존재하였고, Tukey 사후 검정 결과 2단계와 3

단계 채취 종자에서 유도율이 높음을 확인하였다(Table 2). 

Table 2. Embryogenic callus induction rate of Abies nephrolepis at 

six cone collection stages. Mean induction ratio was analyzed with 

Tukey HSD test.  

Stage Cone ID 
EC induction ratio 

(%) 

Mean induction ratio 

(%) 

Stage 1 

(May 28) 

126 S-1 0 

0c 
17 NE-1 0 

112 NE-1 0 

Stage 2 

(June 5) 

126 S-3 12.25 

12.67a 
17 NE-3 17.07 

112 E-2 8.70 

Stage 3 

(June 12) 

126 E-2 13.10 

10.14ab 
17 NE-6 6.35 

112 E-3 10.98 

Stage 4 

(June 20) 

126 E-4 2.70 

4.28bc 
17 N-7 2.13 

112 E-4 8 

Stage 5 

(June 27) 

126 E-7 0 

0c 
17 NE-8 0 

112 E-6 0 

Stage 6 

(July 6) 

126 ES-12 0 

0c 
17 NE-10 0 

112 N-5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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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유도된 배발생 캘러스는 증식 배지로 옮겨주었는데 계대배양 후, 다

수의 캘러스들이 활성을 잃고 갈변되었다. 즉 배발생 캘러스가 유도는 

되었지만 증식되지 않았다. 비배발생 캘러스와 5,6단계의 접합자배를 

5-azacytidine이 처리된 배지로 계대배양한 결과 일부에서 배발생 캘러

스가 발생되었다. 이 또한 계대배양을 진행하면서 다수 증식되지 않았다. 

   배발생 캘러스는 비배발생 캘러스와는 달리 긴 배병으로 연결된 구조

를 띠고 있었다(Figure 3, B, D 및 E). 배발생 캘러스의 끝에서 전배

(proembryo) 상태의 체세포배를 관찰할 수 있었으며, 점차 체세포배의 

형태로 성숙하였다(Figure 3, D, E 및 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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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3 . Embryogenic callus induction results. Embryogenic callus(A, B and D), non-embryogenic callus(C), 

embryogenic callus with proembryo(E), and somatic embryo(F) of Abies nephrolepis. Scale bar represents 1m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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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 분석 대상 샘플 선정 

   분석 대상 샘플은 같은 시료에서 유래하여 같은 DNA를 가지지만 배

발생 캘러스인 것, 비배발생 캘러스인 것을 한 세트로 총 다섯 세트, 10

개의 샘플을 선정하여 분석을 진행하였다(Table 3).  

   1, 2 및 5번 세트는 2단계(6월 5일) 채취한 종자에서 유도된 캘러스

를 사용하였으며, 3 및 4번 세트는 6단계(7월 6일) 채취한 종자의 접합

자배를 사용하였다. 1번 세트는 17호 클론의 NE-3 구과의 14번 종자

에서 유도된 배발생 캘러스(1-EC)와 비배발생 캘러스(1-NEC), 2번 

세트는 126호 클론의 S-4 구과의 15번 종자에서 유도된 배발생 캘러

스(2-EC)와 비배발생 캘러스(2-NEC)이다. 3번 세트는 112호 클론의 

N-5 구과의 7번 종자에서 캘러스가 유도되지 않았지만, 5-azacytidine 

처리후 배발생 캘러스로 전환된 것(3-EC)과 처리 후 캘러스는 발생하

였지만 비배발생 캘러스(3-NEC)인 것이다. 4번 세트는 3번 세트와 같

이 126호 클론의 ES-12 구과의 3번 종자에 대한 캘러스 세트로 샘플 

선정을 하였다. 5번 세트는 2단계에 채취한 17호 클론의 NE-3 9번 종

자에서 처음에는 비배발생 캘러스가 유도되었지만 5-azacytidine 처리 

후 배발생 캘러스로 전환된 것(5-EC)과 처리 후에도 여전히 비배발생 

캘러스(5-NEC)인 것으로 선정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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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3. Sample information for DMS analysis  

Set Sample ID Status Explant ID 
Explant 

source 

1 
1-EC embryogenic callus 17 NE-3_14 (stage2) Mt. Odae 

1-NEC non-embryogenic callus 17 NE-3_14 (stage2) Mt. Odae 

2 
2-EC embryogenic callus 126 S-4_15 (stage2) Mt. Chiak 

2-NEC non-embryogenic callus 126 S-4_15 (stage2) Mt. Chiak 

3 
3-EC embryogenic callus 112 N-5_7 (stage6) Mt. Odae 

3-NEC non-embryogenic callus 112 N-5_7 (stage6) Mt. Odae 

4 
4-EC embryogenic callus 126 ES-12_3 (stage6) Mt. Chiak 

4-NEC non-embryogenic callus 126 ES-12_ 3 (stage6) Mt. Chiak 

5 
5-EC embryogenic callus 17 NE-3_9 (stage2) Mt. Odae 

5-NEC non-embryogenic callus 17 NE-3_9 (stage2) Mt. Oda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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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분비나무 배발생 캘러스 DMS 분석  
 

2.1 NGS 데이터 분석 

   10개의 샘플에 대해 샘플 당 평균 35,146,307개(5.4Gbp)의 raw 

read를 생산하였다. Quality check 및 trimming을 통한 전처리 결과, 

샘플 평균 9,115,374개의 리드를 얻었다. HapII 어댑터를 5’및 3’ 말단

에 가지는 리드만 추출한 결과, 샘플 평균 999,117개의 리드를 얻을 수 

있었다(Table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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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4. NGS preprocessing result 

Set Sample ID Initial number of reads 
Number of reads 

after trimming 

Number of reads 

with 5’,3’ HapII adapter 

1 
1-EC 43,053,132 11,813,198  1,281,658  

1-NEC 35,203,094  8,859,728  788,116 

2 
2-EC 33,213,176  7,652,686  1,007,248  

2-NEC 33,455,108  9,029,202 1,104,806  

3 
3-EC 34,206,766  10,466,890  879,904  

3-NEC 33,967,976  9,044,656 1,001,074  

4 
4-EC 34,029,456  9,743,778  901,016  

4-NEC 35,015,174  6,880,092 1,091,102  

5 
5-EC 34,044,074  12,709,646  977,962  

5-NEC 35,275,116  4,953,866 958,286  

Mean 35,146,307  9,115,374  999,1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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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개의 DNA 세트에서 배발생, 비배발생 캘러스 각각에만 존재하는 

CGGTG 5’말단 50-mer list를 작성한 결과 1번 세트에서 4,302개의 

공통 50-mer와 배발생 캘러스에만 존재하는 14,145개의 50-mer, 비

배발생 캘러스에만 존재하는 5,374개의 50-mer가 확인되었다. 1번 세

트를 모두 합쳤을 때 공통 50-mer은 전체의 17%를 차지하고 나머지 

83%는 메틸화에 차이를 보임을 확인하였다. 나머지 세트에 대해 

Figure 4에서 확인 가능하다. 5개의 샘플 평균 23%의 CG 탈메틸화 부

위를 공유하며 나머지 77%는 메틸화에 차이를 보였다.  

 

Figure 4. Venn diagram of 5 sets embryogenic callus and non-

embryogenic callus CGGTG 50-mer lis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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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0-mer list로 다시 리드를 추출하여 DMS 지정 후, BLASTn을 통

해 DMS에 위치한 유전자를 annotation하고, RefSeq mrna accession 

number을 기준으로 중복을 제거하였다(Table 5). DNA 추출 과정에서 

세포소기관 DNA도 추출되었던 것으로 추정된다. 전체 리드에 대해 

BLASTn을 해본 결과, 미토콘드리아, 엽록체 등의 세포소기관 관련 유

전자들이 매핑되었다. 하지만 아직 미토콘드리아 및 엽록체 DNA의 메

틸화에 대해서는 논란의 여지가 있기 때문에 세포소기관 관련 유전자는 

제외하고 분석을 시행하였다(Maresca et al., 20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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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5. DMS gene annotation result. Number of DMS genes 

represents removal of organelle genes and repeated genes in 

annotated genes. 

Set Sample ID 
Number of 

50-mers 

Number of 

DMS reads  

Number of 

annotated genes 

Number of 

DMS genes 

1 

1-EC 14,145 160,677 5,856 27 

1-NEC 5,374 63,408 489 20 

common 4,032  

2 

2-EC 5,534 48,861 688 12 

2-NEC 9,101 88,606 1,064 29 

common 5,333  

3 

3-EC 7,196 56,275 1,860 17 

3-NEC 9,315 70,836 588 18 

common 4,955  

4 

4-EC 5,439 46,029 1,713 21 

4-NEC 6,592 59,759 725 18 

common 5,190  

5 

5-EC 9,800 83,426 4,201 36 

5-NEC 8,440 80,853 1,493 13 

common 3,857  

 



 

 30 

2.2 DMS(Differentially Methylated Site) 분석 

Set 1 (1-EC, 1-NEC) 

   1번 세트의 배발생 캘러스(1-EC)에만 존재하는 50-mer list가 

14,145개였고 이를 통해 160,677개의 리드가 DMS로 지정되었다. 

DMS에서 BLASTn을 통해 5,856개의 유전자가 annotation되었으며 중

복 유전자와 세포소기관 관련 유전자를 제외한 결과 27개의 유전자가 

확인되었다.  

   1번 세트의 비배발생 캘러스(1-NEC)에만 존재하는 50-mer list가 

5,374개였고 이를 통해 63,408개의 리드가 DMS로 지정되었다. DMS에

서 BLASTn을 통해 489개의 유전자가 annotation되었으며 중복유전자

와 세포소기관 관련 유전자를 제외한 결과 20개의 유전자가 확인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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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6. Set 1; 1-EC DMS and 1-NEC DMS gene lists 

DMS Refseq no. TAIR_ID Gene description 

1-EC XM_020817103 AT4G18050 ABC transporter B family member 9 

1-EC XM_031627328 AT5G10930 CBL-interacting serine/threonine-protein kinase 5-like 

1-EC XM_022280713 AT4G23990 cellulose synthase-like protein G3 

1-EC XM_019310063 AT5G13930 chalcone synthase E 

1-EC XM_012621305 AT5G39660 cyclic dof factor 2-like 

1-EC XM_010505049 AT3G47500 cyclic dof factor 3-like 

1-EC XM_022705975 AT4G16750  ethylene-responsive transcription factor ERF039-like 

1-EC XM_028327229 AT3G54590  extensin-2-like 

1-EC XM_020301058 AT2G19640  histone-lysine N-methyltransferase ASHR2 

1-EC XM_008794309 AT4G01540  NAC domain-containing protein 68-like 

1-EC XM_016864177 AT2G17280  phosphoglycerate mutase-like protein 

1-EC XM_017841901 AT4G05050  polyubiquitin 11-like 

1-EC XM_031396077 AT5G38280  PR5-like receptor kinase 

1-EC XM_021865273 AT5G49770 probable leucine-rich repeat receptor-like protein kinase At5g49770 

1-EC XM_024512811 AT5G28290  probable serine/threonine-protein kinase nek3 

1-EC XM_019342969 AT3G09710   protein IQ-DOMAIN 1-like 

1-EC XM_018961719 AT2G41660  protein MIZU-KUSSEI 1 

1-EC XM_018863895 AT1G15690 pyrophosphate-energized vacuolar membrane proton pump 1 

1-EC XM_021751643 AT5G28680  receptor-like protein kinase ANXUR2 

1-EC XM_024058619 AT1G02500  S-adenosylmethionine synthase 1 

1-EC XM_018119402 AT4G01850  S-adenosylmethionine synthase 2 

1-EC XM_009422290 AT4G22190  serine/arginine repetitive matrix protein 1-like 

1-EC XM_025128141 AT3G09880 
 serine/threonine protein phosphatase 2A 57 kDa 

regulatory subunit B' beta isoform-like 

1-EC XM_002954762 AT4G36690  splicing factor U2AF, large subunit 

1-EC XM_022275904 AT5G67360  subtilisin-like protease SBT1.7 

1-EC XM_028919420 AT4G24180  thaumatin-like protein 1 

1-EC XM_002275426 AT1G30900  vacuolar-sorting receptor 6 

1-NEC XM_017382140 AT5G42540  5'-3' exoribonuclease 

1-NEC XM_002503896 AT1G58025  bromodomain-containing protein 

1-NEC XM_008466140 AT5G07310  ethylene-responsive transcription factor ERF115 

1-NEC XM_023116356 AT3G54590  extensin-2-like 

1-NEC XM_009394485 AT5G58090  glucan endo-1,3-beta-glucosidase 6-like 

1-NEC XM_007514118 AT3G07270  GTP cyclohydrolase I 

1-NEC XM_031639319 AT1G07660  histone H4 

1-NEC XM_011657097 AT3G27650  LOB domain-containing protein 25 

1-NEC XM_018984652 AT1G27970  nuclear transport factor 2B-like 

1-NEC XM_024040519 AT1G48920  nucleolin-like 

1-NEC XM_026581700 AT4G27220  probable disease resistance protein At4g27220 

1-NEC XM_023116189 AT2G14050  probable DNA helicase MCM9 

1-NEC XM_024512811 AT5G28290  probable serine/threonine-protein kinase nek3 

1-NEC XM_002465991 AT4G34630   prostatic spermine-binding protein 

1-NEC XM_019326551 AT1G71870  protein DETOXIFICATION 54-like 

1-NEC XM_012713933 AT2G20300  receptor-like serine/threonine-protein kinase ALE2 

1-NEC XM_019582965 AT4G24580  rho GTPase-activating protein REN1-like 

1-NEC XM_010688558 AT2G17520 serine/threonine-protein kinase/endoribonuclease IRE1a 

1-NEC XM_022035406 AT1G64740  tubulin alpha-1 chain 

1-NEC XM_013826555 AT5G19770  tubulin alpha-3 chai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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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EC와 1-NEC의 DMS에서 Table 6의 유전자들이 annotation되

었다. 이 list로 gene ontology 분석을 한 결과 1-EC DMS 유전자들에 

대해 cellular process (GO:0009987)의 기능을 하는 유전자들이 가장 

많이 확인되었다. 다음으로 metabolic process (GO:0008152), 

localization (GO:0051179), response to stimulus (GO:0050896) 기

능의 유전자들을 확인하였다. 

   1-NEC DMS 유전자들에 대해 cellular process (GO:0009987)의 

기능을 하는 유전자들이 가장 많이 확인되었다. 다음으로 metabolic 

process (GO:0008152), biological regulation (GO:0065007)과 

response to stimulus (GO:0050896), localization (GO:0051179)과 

signaling (GO:0023052) 기능의 유전자들을 확인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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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et 2 (2-EC, 2-NEC) 

   2번 세트의 배발생 캘러스(2-EC)에만 존재하는 50-mer list가 

5,534개였고 이를 통해 48,861개의 리드가 DMS로 지정되었다. DMS에

서 BLASTn을 통해 688개의 유전자가 annotation되었으며 중복 유전

자와 세포소기관 관련 유전자를 제외한 결과 12개의 유전자가 확인되었

다.  

   2번 세트의 비배발생 캘러스(2-NEC)에만 존재하는 50-mer list가 

9,101개였고 이를 통해 88,606개의 리드가 DMS로 지정되었다. DMS에

서 BLASTn을 통해 1,064개의 유전자가 annotation되었으며 중복유전

자와 세포소기관 관련 유전자를 제외한 결과 29개의 유전자가 확인되었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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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7. Set 2; 2-EC DMS and 2-NEC DMS gene lists 

DMS Refseq no. TAIR_ID Gene description 

2-EC XM_021973718 AT1G77120  alcohol dehydrogenase 1-like 

2-EC XM_017363622 AT1G80660  ATPase 9, plasma membrane-type 

2-EC XM_018958907 AT5G02500  heat shock cognate 70 kDa protein-like 

2-EC XM_021130079 AT5G18240  myb-like protein AA 

2-EC XM_030590375 AT1G60490  phosphatidylinositol 3-kinase, root isoform-like 

2-EC XM_028259011 AT3G47950  plasma membrane ATPase 4-like 

2-EC XM_024335748 AT5G20620  polyubiquitin 4 

2-EC XM_026581700 AT4G27220  probable disease resistance protein At4g27220 

2-EC XM_024512811 AT5G28290  probable serine/threonine-protein kinase nek3 

2-EC XM_031624392 AT4G37800 
 probable xyloglucan endotransglucosylase / hydrolase 

protein 7 

2-EC XM_030681643 AT2G30150  UDP-glycosyltransferase 87A1-like 

2-EC XM_010675727 AT1G21250  wall-associated receptor kinase-like 1 

2-NEC XM_010096483 AT3G46230  17.5 kDa class I heat shock protein 

2-NEC XM_019370907 AT2G45210  auxin-responsive protein SAUR36-like 

2-NEC XM_031627328 AT5G10930  CBL-interacting serine/threonine-protein kinase 5-like 

2-NEC XM_021964895 AT1G69530  expansin-A1-like 

2-NEC XM_020362898 AT3G54590  extensin-2 

2-NEC XM_034820590 AT1G31810  formin-like protein 14 

2-NEC XR_002282449 AT4G40030  histone H3.3 

2-NEC XR_002218096 AT1G18550  kinesin-like protein KIN-8A 

2-NEC XM_028047549 AT2G31880 
 leucine-rich repeat receptor-like serine 

/threonine /tyrosine-protein kinase SOBIR1 

2-NEC XM_010539173 AT1G17980  nuclear poly(A) polymerase 1 

2-NEC XM_017335507 AT1G50920  nucleolar GTP-binding protein 1-like 

2-NEC XM_024040519 AT1G48920  nucleolin-like 

2-NEC XM_030653030 AT2G39040  peroxidase 24 

2-NEC XM_010025232 AT1G60490  phosphatidylinositol 3-kinase, root isoform 

2-NEC XM_016864177 AT2G17280  phosphoglycerate mutase-like protein 

2-NEC XM_023905255 AT3G16340  pleiotropic drug resistance protein 1-like 

2-NEC XM_026581700 AT4G27220  probable disease resistance protein At4g27220 

2-NEC XM_006395071 AT5G48900  probable pectate lyase 20 

2-NEC XM_028366306 AT3G07010  probable pectate lyase 8 

2-NEC XM_023789473 AT1G05310  probable pectinesterase 8 

2-NEC XM_024512811 AT5G28290  probable serine/threonine-protein kinase nek3 

2-NEC XM_010454632 AT5G09440  protein EXORDIUM-like 4 

2-NEC XM_019582965 AT4G24580  rho GTPase-activating protein REN1-like 

2-NEC XM_002439190 AT1G02500  S-adenosylmethionine synthase 1 

2-NEC XM_009422290 AT4G22190  serine/arginine repetitive matrix protein 1-like 

2-NEC XM_019308268 AT5G26660  transcription factor MYB86-like 

2-NEC XM_020836903 AT5G12250  tubulin beta-6 chain 

2-NEC XM_030681643 AT2G30150  UDP-glycosyltransferase 87A1-like 

2-NEC XM_002275426 AT1G30900  vacuolar-sorting receptor 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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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EC와 2-NEC의 DMS에서 Table 7의 유전자들이 annotation되

었다. 이 list로 gene ontology 분석을 한 결과 2-EC DMS 유전자들에 

대해 cellular process (GO:0009987)의 기능을 하는 유전자들이 가장 

많이 확인되었다. 다음으로 metabolic process (GO:0008152), 

biological regulation (GO:0051179)과 response to stimulus 

(GO:0050896), localization (GO:0051179), signaling (GO:0023052) 

기능의 유전자들을 확인하였다. 

   2-NEC DMS 유전자들에 대해 cellular process (GO:0009987)의 

기능을 하는 유전자들이 가장 많이 확인되었다. 다음으로 metabolic 

process (GO:0008152), response to stimulus (GO:0050896), 

biological regulation (GO:0065007), localization (GO:0051179), 

signaling (GO:0023052) 기능의 유전자들을 확인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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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et 3 (3-EC, 3-NEC) 

   3번 세트의 배발생 캘러스(3-EC)에만 존재하는 50-mer list가 

7,196개였고 이를 통해 56,275개의 리드가 DMS로 지정되었다. DMS에

서 BLASTn을 통해 1,860개의 유전자가 annotation되었으며 중복 유

전자와 세포소기관 관련 유전자를 제외한 결과 17개의 유전자가 확인되

었다.  

   3번 세트의 비배발생 캘러스(3-NEC)에만 존재하는 50-mer list가 

9,315개였고 이를 통해 70,836개의 리드가 DMS로 지정되었다. DMS에

서 BLASTn을 통해 588개의 유전자가 annotation되었으며 중복유전자

와 세포소기관 관련 유전자를 제외한 결과 18개의 유전자가 확인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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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8. Set 3; 3-EC DMS and 3-NEC DMS gene lists 

DMS Refseq no. TAIR_ID Gene description 

3-EC XM_017561585 AT2G38310  abscisic acid receptor PYL4 

3-EC XM_031393781 AT1G13260 
 AP2/ERF and B3 domain-containing transcription 

factor RAV1 

3-EC XM_028327229 AT3G54590  extensin-2-like 

3-EC XM_023112137 AT3G12390 
 nascent polypeptide-associated complex subunit alpha-like 

protein 1 

3-EC XM_016864177 AT2G17280  phosphoglycerate mutase-like protein 

3-EC XM_026581700 AT4G27220  probable disease resistance protein At4g27220 

3-EC XM_023779381 AT4G13710  probable pectate lyase 15 

3-EC XM_023069083 AT3G07010  probable pectate lyase 8 

3-EC XM_023874784 AT1G78240  probable pectin methyltransferase QUA2 

3-EC XM_024512811 AT5G28290  probable serine/threonine-protein kinase nek3 

3-EC XM_010247536 AT4G08350  putative transcription elongation factor SPT5 homolog 1 

3-EC XM_019252349 AT1G60720  RNA-directed DNA polymerase homolog 

3-EC XM_009422290 AT4G22190  serine/arginine repetitive matrix protein 1-like 

3-EC XM_009374209 AT3G07070  serine/threonine-protein kinase At3g07070-like 

3-EC XM_025129237 AT5G19770  tubulin alpha-3 chain 

3-EC XM_030681643 AT2G30150  UDP-glycosyltransferase 87A1-like 

3-EC XM_002275426 AT1G30900  vacuolar-sorting receptor 6 

3-NEC XM_021964895 AT1G69530  expansin-A1-like 

3-NEC XM_010676484 AT2G36400 
 heavy metal-associated isoprenylated plant protein 

32-like 

3-NEC XM_031541724 AT5G43350  inorganic phosphate transporter 1-1-like 

3-NEC XM_002274590 AT3G24310  myb-related protein 305 

3-NEC XM_009622114 AT5G61430  NAC domain-containing protein 100 

3-NEC XM_024040519 AT1G48920  nucleolin-like 

3-NEC XM_028937087 AT3G09540  pectate lyase-like 

3-NEC XM_019387906 AT5G53970  probable aminotransferase TAT2 

3-NEC XM_026581700 AT4G27220  probable disease resistance protein At4g27220 

3-NEC XM_021951973 AT4G24780  probable pectate lyase 18 

3-NEC XM_031547084 AT1G67750  probable pectate lyase 5 

3-NEC XM_030676770 AT3G07010  probable pectate lyase 8 

3-NEC XM_002465991 AT4G34630   prostatic spermine-binding protein 

3-NEC XM_019326551 AT1G71870  protein DETOXIFICATION 54-like 

3-NEC XM_030597167 AT5G15900  protein trichome birefringence-like 

3-NEC XM_019582965 AT4G24580  rho GTPase-activating protein REN1-like 

3-NEC XM_020310370 AT5G59300  ubiquitin-conjugating enzyme E2 7 

3-NEC XM_020398673 AT2G30140  UDP-glycosyltransferase 87A2-lik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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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EC와 3-NEC의 DMS에서 Table 8의 유전자들이 annotation되

었다. 이 list로 gene ontology 분석을 한 결과 3-EC DMS 유전자들에 

대해 cellular process (GO:0009987)의 기능을 하는 유전자들이 가장 

많이 확인되었다. 다음으로 metabolic process (GO:0008152), 

biological regulation (GO:0051179)과 localization (GO:0051179), 

response to stimulus (GO:0050896)와 signaling (GO:0023052) 기

능의 유전자들을 확인하였다. 

   3-NEC DMS 유전자들에 대해 cellular process (GO:0009987) 와 

metabolic process (GO:0008152) 기능의 유전자들을 확인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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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et 4 (4-EC, 4-NEC) 

   4번 세트의 배발생 캘러스(4-EC)에만 존재하는 50-mer list가 

5,439개였고 이를 통해 46,029개의 리드가 DMS로 지정되었다. DMS에

서 BLASTn을 통해 1,713개의 유전자가 annotation되었으며 중복 유

전자와 세포소기관 관련 유전자를 제외한 결과 21개의 유전자가 확인되

었다.  

   4번 세트의 비배발생 캘러스(4-NEC)에만 존재하는 50-mer list가 

6,592개였고 이를 통해 59,759개의 리드가 DMS로 지정되었다. DMS에

서 BLASTn을 통해 725개의 유전자가 annotation되었으며 중복유전자

와 세포소기관 관련 유전자를 제외한 결과 18개의 유전자가 확인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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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9. Set 4; 4-EC DMS and 4-NEC DMS gene lists 

DMS Refseq no. TAIR_ID Gene description 

4-EC XM_017382140 AT5G42540  5'-3' exoribonuclease 

4-EC XR_002933589 AT2G44900  beta-catenin-like protein 1 

4-EC XM_022823638 AT4G26560  calcineurin B-like protein 7 

4-EC XM_021964895 AT1G69530  expansin-A1-like 

4-EC XM_004502775 AT2G40610  expansin-A8 

4-EC XM_028327229 AT3G54590  extensin-2-like 

4-EC XM_010033885 AT3G54810  GATA transcription factor 8 

4-EC XM_023032172 AT3G17050  glycine-rich cell wall structural protein 1.8-like 

4-EC XM_021808480 AT1G08880  histone H2AX-like 

4-EC XM_028357903 AT5G60020  laccase-17-like 

4-EC XM_031623379 AT4G29230  NAC domain-containing protein 75-like 

4-EC XM_022861867 AT1G56170  nuclear transcription factor Y subunit C-2-like 

4-EC XM_023004910 AT1G02810  pectinesterase inhibitor 7-like 

4-EC XM_016113172 AT3G10720  pectinesterase-like 

4-EC XM_021991742 AT3G14205  phosphoinositide phosphatase SAC2-like 

4-EC XM_016014957 AT1G80070  pre-mRNA-processing-splicing factor 8A 

4-EC XM_026581700 AT4G27220  probable disease resistance protein At4g27220 

4-EC XM_024512811 AT5G28290  probable serine/threonine-protein kinase nek3 

4-EC XM_011628080 AT1G35220  protein FAM91A1 

4-EC XM_009422290 AT4G22190  serine/arginine repetitive matrix protein 1-like 

4-EC NM_001337511 AT2G25510  transmembrane protein 

4-NEC XM_022823638 AT4G26560  calcineurin B-like protein 7 

4-NEC XM_028074577 AT3G04880  DNA damage-repair/toleration protein DRT102 

4-NEC XM_015755777 AT5G43410  ethylene-responsive transcription factor ERF096 

4-NEC XM_031544061 AT5G50080  ethylene-responsive transcription factor ERF110-like 

4-NEC XM_008466140 AT5G07310  ethylene-responsive transcription factor ERF115 

4-NEC XM_031546831 AT1G12980  ethylene-responsive transcription factor ESR1-like 

4-NEC XM_021909095 AT2G36400  growth-regulating factor 3-like 

4-NEC XM_007010009 AT3G45980  histone H2B 

4-NEC XM_010543075 AT5G59910  histone H2B.11-like 

4-NEC XM_028337036 AT2G28720  histone H2B.3 

4-NEC XM_024038734 AT5G63480  mediator of RNA polymerase II transcription subunit 30 

4-NEC XM_018984652 AT1G27970  nuclear transport factor 2B-like 

4-NEC XM_024040519 AT1G48920  nucleolin-like 

4-NEC XM_016864177 AT2G17280  phosphoglycerate mutase-like protein 

4-NEC XM_024335748 AT5G20620  polyubiquitin 4 

4-NEC XM_024512811 AT5G28290  probable serine/threonine-protein kinase nek3 

4-NEC XM_011020934 AT2G30060  ran-binding protein 1 homolog b-like 

4-NEC XM_002275426 AT1G30900  vacuolar-sorting receptor 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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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EC와 4-NEC의 DMS에서 Table 9의 유전자들이 annotation되

었다. 이 list로 gene ontology 분석을 한 결과 4-EC DMS 유전자들에 

대해 cellular process (GO:0009987)의 기능을 하는 유전자들이 가장 

많이 확인되었다. 다음으로 metabolic process (GO:0008152), 

biological regulation (GO:0051179) 기능의 유전자들을 확인하였다. 

   4-NEC DMS 유전자들에 대해 cellular process (GO:0009987)의 

기능을 하는 유전자들이 가장 많이 확인되었다. 다음으로 metabolic 

process (GO:0008152), localization (GO:0051179) 기능의 유전자들

을 확인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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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et 5 (5-EC, 5-NEC) 

   5번 세트의 배발생 캘러스(5-EC)에만 존재하는 50-mer list가 

9,800개였고 이를 통해 83,426개의 리드가 DMS로 지정되었다. DMS에

서 BLASTn을 통해 4,201개의 유전자가 annotation되었으며 중복 유

전자와 세포소기관 관련 유전자를 제외한 결과 36개의 유전자가 확인되

었다.  

   5번 세트의 비배발생 캘러스(5-NEC)에만 존재하는 50-mer list가 

8,440개였고 이를 통해 80,853개의 리드가 DMS로 지정되었다. DMS에

서 BLASTn을 통해 1,493개의 유전자가 annotation 되었으며 중복유

전자와 세포소기관 관련 유전자를 제외한 결과 13개의 유전자가 확인되

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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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10. Set 5; 5-EC DMS and 5-NEC DMS gene lists 

DMS Refseq no. TAIR_ID Gene description 

5-EC NM_001246939 AT1G76690  12-oxophytodienoate reductase 2 

5-EC XM_021947855 AT4G24220  3-oxo-Delta(4,5)-steroid 5-beta-reductase-like 

5-EC XM_011469744 AT2G37620  actin-like 

5-EC XM_021018836 AT4G36980  CLK4-associating serine/arginine rich protein 

5-EC XM_008466140 AT5G07310  ethylene-responsive transcription factor ERF115 

5-EC XM_030687172 AT5G25810  ethylene-responsive transcription factor TINY-like 

5-EC XM_021964895 AT1G69530  expansin-A1-like 

5-EC NM_001302322 AT2G40610  expansin-A4-like 

5-EC XM_034829978 AT3G54590  extensin-2-like 

5-EC XM_019576691 AT3G07220  FHA domain-containing protein FHA2-like 

5-EC XM_022910802 AT1G75900  GDSL esterase/lipase EXL3-like 

5-EC XM_023032172 AT3G17050  glycine-rich cell wall structural protein 1.8-like 

5-EC XM_012629540 AT3G45980  histone H2B-like 

5-EC XM_028254992 AT4G20270 
 leucine-rich repeat receptor-like serine/threonine-protein 

kinase BAM3 

5-EC XM_023877946 AT1G79430  myb family transcription factor APL-like 

5-EC XM_023133189 AT5G64530  NAC domain-containing protein 104-like 

5-EC XM_008794309 AT4G01540  NAC domain-containing protein 68-like 

5-EC XM_024040519 AT1G48920  nucleolin-like 

5-EC XM_016864177 AT2G17280  phosphoglycerate mutase-like protein 

5-EC XM_024335748 AT5G20620  polyubiquitin 4 

5-EC XM_019387906 AT5G53970  probable aminotransferase TAT2 

5-EC XM_026581700 AT4G27220  probable disease resistance protein At4g27220 

5-EC XM_015835260 AT5G49770 
 probable leucine-rich repeat receptor-like protein 

kinase At5g49770 

5-EC XM_023874784 AT1G78240  probable pectin methyltransferase QUA2 

5-EC XM_024512811 AT5G28290  probable serine/threonine-protein kinase nek3 

5-EC XM_019326551 AT1G71870  protein DETOXIFICATION 54-like 

5-EC XM_011628080 AT1G35220  protein FAM91A1 

5-EC XM_030620476 AT3G63550  putative RING-type E3 ubiquitin transferase C3H69 

5-EC XM_016331475 AT1G75820  receptor protein kinase CLAVATA1 

5-EC NM_126761 AT2G07725  Ribosomal L5P family protein 

5-EC XM_031274865 AT4G34980  subtilisin-like protease SBT1.6 

5-EC XM_022920798 AT2G01970  transmembrane 9 superfamily member 3-like 

5-EC XM_030640658 AT5G35400  tRNA pseudouridine(38/39) synthase 

5-EC XM_019311933 AT2G30110  ubiquitin-activating enzyme E1 1 

5-EC XM_024532569 AT2G14720  vacuolar-sorting receptor 4-like 

5-EC XM_002275426 AT1G30900  vacuolar-sorting receptor 6 

5-NEC XM_023116356 AT3G54590  extensin-2-like 

5-NEC XM_023116189 AT2G14050  probable DNA helicase MCM9 

5-NEC XM_011029718 AT1G31830  probable polyamine transporter At1g31830 

5-NEC XM_024512811 AT5G28290  probable serine/threonine-protein kinase nek3 

5-NEC XM_031250583 AT5G63090  protein LATERAL ORGAN BOUNDARIES 

5-NEC XM_021751643 AT5G28680  receptor-like protein kinase ANXUR2 

5-NEC XM_016111103 AT1G28440  receptor-like protein kinase HSL1 

5-NEC XM_012713933 AT2G20300  receptor-like serine/threonine-protein kinase ALE2 

5-NEC XM_025102422 AT4G24180  thaumatin-like protein 1 

5-NEC XM_022035406 AT1G64740  tubulin alpha-1 chain 

5-NEC XM_013826555 AT5G19770  tubulin alpha-3 chain 

5-NEC XM_030691707 AT5G19770  tubulin alpha-3 chain 

5-NEC XM_033287145 AT5G19780  tubulin alpha-5 chai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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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EC와 5-NEC의 DMS에서 Table 10의 유전자들이 annotation되

었다. 이 list로 gene ontology 분석을 한 결과 5-EC DMS 유전자들에 

대해 cellular process (GO:0009987)의 기능을 하는 유전자들이 가장 

많이 확인되었다. 다음으로 metabolic process (GO:0008152), 

localization (GO:0051179), response to stimulus (GO:0050896), 

developmental process (GO:0032502)와 signaling (GO:0023052)와 

biological regulation (GO:0051179)와 multicellular organismal 

process (GO:0032501) 기능의 유전자들을 확인하였다. 

   5-NEC DMS 유전자들에 대해 cellular process (GO:0009987)의 

기능을 하는 유전자들이 가장 많이 확인되었다. 다음으로 metabolic 

process (GO:0008152)와 response to stimulus (GO:0050896) 기능

의 유전자들을 확인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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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5 장 고  찰 
 

1. 분비나무 배발생 캘러스 유도 
 

   본 연구는 분비나무를 대상으로 처음으로 배발생 캘러스 및 체세포배 

유도를 시도하였다. 배발생 캘러스는 기존에 구상나무에 대해 유도된 

배지 조합에서 유도되었다. 하지만 증식을 하며 많은 세포 라인이 계대 

배양이 되지 않아 증식 배지 및 체세포배 유도의 적합한 조건을 찾기 

위한 추가적인 연구가 필요하다. 

   채취 시기별 배발생 캘러스 유도율을 비교한 결과, 초기 미성숙 

접합자배에서 유도하였을 때 높은 배발생능을 보였다. 비교적 덜 분화된 

체세포에서 배발생능 획득이 이루어짐을 확인하였다(Birnbaum & 

Roudier, 2017). 또한 5-azacytidine이 처리된 배지에서 일부 배발생 

캘러스로의 전환이 관찰되었고, 메틸화 저해가 배발생능 획득에 

긍정적으로 영향한 것으로 추정되었다(Osorio-Montalvo et al., 2018). 

   본 연구를 통해 분비나무의 배발생 캘러스 및 체세포배 유도를 

하였다. 이를 통해 분비나무 쇠퇴와 관련한 다양한 환경에 대한 실험과 

생리적 기작 연구, 현지 외 보전 재료 마련이 가능할 것으로 기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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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분비나무 배발생 관련 유전자 
 

   본 연구를 통해 배발생 캘러스와 비배발생 캘러스의 CG 메틸화 차이

가 있음을 확인하였다. 다섯 세트를 비교하였을 때 같은 DNA를 가지는 

세트들이 평균 23%의 탈메틸화(hypomethylation) 부위를 공유하고 나

머지는 배발생 캘러스, 비배발생 캘러스에서 메틸화에 차이를 보였다

(Figure 4). DMS에 위치한 유전자를 BLASTn를 이용하여 annotation

하였고 약 2.3%의 리드가 annotation되었다(Table 11). 배발생능이 서

로 다른 두 개체의 DMS이기 때문에 annotation된 유전자를 배발생 관

련 유전자로 분석하였다. 

   배발생 관련 유전자에 대해 GO term으로 유전자를 기능적으로 분류

한 결과 모든 세트에 대해 cellular process와 metabolic process 관련 

유전자들이 우세하게 확인되었다. 

   Annotation된 배발생 관련 유전자를 4개의 분류군으로 나누어 분석

하였다. 4개의 분류군은 첫째 스트레스 관련 유전자, 둘째 세포구조 및 

세포분열 관련 유전자, 셋째 전사 조절 관련 유전자, 그리고 마지막으로 

키나아제 관련 유전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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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11 DMS annotation ratio 

DMS Number of reads Number of annotated reads 
Annotation 

ratio(%) 

1-EC 160,677 5,856 3.64 

1-NEC 63,408 489 0.77 

2-EC 48,861 688 1.4 

2-NEC 88,606 1,064 1.2 

3-EC 56,275 1,860 3.3 

3-NEC 70,836 588 0.83 

4-EC 46,029 1,713 3.72 

4-NEC 59,759 725 1.21 

5-EC 83,426 4,201 5.04 

5-NEC 80,853 1,493 1.85 

Mean 75,873 1,868 2.3 

 

스트레스 관련 유전자 

   DMS에서 방어 기작과 관련된 유전자들이 발견되었다. 또한 oxidase, 

alchol, ABA, auxin 등의 스트레스 반응 관련 유전자들이 확인되었다

(Table 12). 

   체세포배 유도 등의 식물의 재분화는 스트레스로 인해 유도된다고 알

려져 왔다(Feher, 2015). 12-oxophytodienoate reductase 2 같이 

pathogen에 대한 방어 기작으로 발현되는 유전자들이 발견되었다. 이는 

산화 스트레스와 관련하여 체세포배 발생 과정에서 Pathogen Related 

genes(PR) 발현이 추정된다는 선행 연구 가설과 같은 경향을 보인다

(Maillot et al., 2009). 그리고 옥신 level과 관련이 있는 MIZU-

KUSSEI 1(MIZ1), ABA level과 관련이 있는 PYL4가 DMS에서 

annotation 되었다. 

   대부분의 체세포배 및 배발생 캘러스 유도에 있어서 옥신 2,4-D가 

사용된다. 초기 체세포배 유도에 있어서 내부의 옥신 농도가 높아지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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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부에서 농도 차가 발생하면서 서로 다른 기관으로 분화되어 배가 형성

된다는 가설이 우세하다. 당근의 경우 외부 옥신 처리를 통해 내부 

indole-3-acetic acid (IAA) 옥신의 농도가 변함으로 체세포배가 유도

되었다(LECH et al., 1992). AUXIN pathway와 관련하여 완벽히 밝혀

지지는 않았지만, 경험론적으로 많은 연구들이 옥신을 통해 체세포배를 

유도하였기 때문에 옥신이 체세포배 유도 과정에서 중요한 역할을 한다

는 사실이 일반적으로 받아들여진다.(Márquez-López et al., 2018). 이 

외에도 heat shock cognate protein 등과 같이 상처 및 열 스트레스에 

의한 반응으로 발현되는 유전자가 DMS에서 annotation된 것을 확인할 

수 있다.  

 

Table 12. DMS genes related to stress 

DMS Refseq no. TAIR_ID Gene description 

5-EC NM_001246939 AT1G76690  12-oxophytodienoate reductase 2 

3-EC XM_017561585 AT2G38310  abscisic acid receptor PYL4 

2-EC XM_021973718 AT1G77120  alcohol dehydrogenase 1-like 

4-EC XM_022823638 AT4G26560  calcineurin B-like protein 7 

1-EC XM_019310063 AT5G13930  chalcone synthase E 

2-EC XM_018958907 AT5G02500  heat shock cognate 70 kDa protein-like 

2-EC XM_026581700 AT4G27220  probable disease resistance protein At4g27220 

3-EC XM_026581700 AT4G27220  probable disease resistance protein At4g27220 

4-EC XM_026581700 AT4G27220  probable disease resistance protein At4g27220 

5-EC XM_026581700 AT4G27220  probable disease resistance protein At4g27220 

1-EC XM_018961719 AT2G41660  protein MIZU-KUSSEI 1 

5-EC XM_031274865 AT4G34980  subtilisin-like protease SBT1.6 

1-EC XM_022275904 AT5G67360  subtilisin-like protease SBT1.7 

1-EC XM_028919420 AT4G24180  thaumatin-like protein 1 

2-NEC XM_010096483 AT3G46230  17.5 kDa class I heat shock protein 

2-NEC XM_019370907 AT2G45210  auxin-responsive protein SAUR36-like 

4-NEC XM_022823638 AT4G26560  calcineurin B-like protein 7 

4-NEC XM_028074577 AT3G04880  DNA damage-repair/toleration protein DRT102 

3-NEC XM_010676484 AT2G36400  heavy metal-associated isoprenylated plant protein 32-like 

2-NEC XM_030653030 AT2G39040  peroxidase 24 

2-NEC XM_023905255 AT3G16340  pleiotropic drug resistance protein 1-like 

1-NEC XM_026581700 AT4G27220  probable disease resistance protein At4g27220 

2-NEC XM_026581700 AT4G27220  probable disease resistance protein At4g27220 

3-NEC XM_026581700 AT4G27220  probable disease resistance protein At4g27220 

5-NEC XM_025102422 AT4G24180  thaumatin-like protein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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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포 분열 및 구조 관련 유전자 

   두 번째로, 세포 분열, 세포 구조와 관련된 유전자 부위에서 메틸화 

차이를 보이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세포 분열과 관련하여 callose 

synthase, cyclic dof factor 등의 유전자가 발견되었다(Table 13). 또

한 세포벽 등의 세포 구조와 관련하여 glycine-rich cell wall 

structural protein, expansin 등의 유전자들이 확인되었다(Table 14).  

   체세포에서 배발생 캘러스로 전환이 일어나고, 그 끝에 전배의 형태

를 갖추며 세포의 모양과 형태가 재배열되면서 세포분열이 활발해져 관

련 염기 서열 부위의 메틸화 변화가 있었을 것으로 추정된다. 

Table 13. DMS genes related to cell division 

DMS Refseq no. TAIR_ID Gene description 

1-EC XM_020817103 AT4G18050  ABC transporter B family member 9 

2-EC XM_017363622 AT1G80660  ATPase 9, plasma membrane-type 

1-EC XM_022280713 AT4G23990  cellulose synthase-like protein G3 

1-EC XM_012621305 AT5G39660  cyclic dof factor 2-like 

1-EC XM_010505049 AT3G47500  cyclic dof factor 3-like 

2-EC XM_028259011 AT3G47950  plasma membrane ATPase 4-like 

5-EC XM_019326551 AT1G71870  protein DETOXIFICATION 54-like 

1-EC XM_019342969 AT3G09710   protein IQ-DOMAIN 1-like 

1-EC XM_018961719 AT2G41660  protein MIZU-KUSSEI 1 

1-EC XM_018863895 AT1G15690  pyrophosphate-energized vacuolar membrane proton pump 1 

1-EC XM_024058619 AT1G02500  S-adenosylmethionine synthase 1 

1-EC XM_018119402 AT4G01850  S-adenosylmethionine synthase 2 

5-EC XM_022920798 AT2G01970  transmembrane 9 superfamily member 3-like 

4-EC NM_001337511 AT2G25510  transmembrane protein 

5-EC XM_024532569 AT2G14720  vacuolar-sorting receptor 4-like 

1-EC XM_002275426 AT1G30900  vacuolar-sorting receptor 6 

3-EC XM_002275426 AT1G30900  vacuolar-sorting receptor 6 

5-EC XM_002275426 AT1G30900  vacuolar-sorting receptor 6 

3-NEC XM_031541724 AT5G43350  inorganic phosphate transporter 1-1-like 

1-NEC XM_018984652 AT1G27970  nuclear transport factor 2B-like 

4-NEC XM_018984652 AT1G27970  nuclear transport factor 2B-like 

5-NEC XM_011029718 AT1G31830  probable polyamine transporter At1g31830 

1-NEC XM_019326551 AT1G71870  protein DETOXIFICATION 54-like 

3-NEC XM_019326551 AT1G71870  protein DETOXIFICATION 54-like 

2-NEC XM_010454632 AT5G09440  protein EXORDIUM-like 4 

2-NEC XM_002439190 AT1G02500  S-adenosylmethionine synthase 1 

2-NEC XM_002275426 AT1G30900  vacuolar-sorting receptor 6 

4-NEC XM_002275426 AT1G30900  vacuolar-sorting receptor 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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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14 DMS genes related to cell structure 

DMS Refseq no. TAIR_ID Gene description 

5-EC XM_011469744 AT2G37620  actin-like 

4-EC XM_021964895 AT1G69530  expansin-A1-like 

5-EC XM_021964895 AT1G69530  expansin-A1-like 

5-EC NM_001302322 AT2G40610  expansin-A4-like 

4-EC XM_004502775 AT2G40610  expansin-A8 

1-EC XM_028327229 AT3G54590  extensin-2-like 

3-EC XM_028327229 AT3G54590  extensin-2-like 

4-EC XM_028327229 AT3G54590  extensin-2-like 

5-EC XM_034829978 AT3G54590  extensin-2-like 

4-EC XM_023032172 AT3G17050  glycine-rich cell wall structural protein 1.8-like 

5-EC XM_023032172 AT3G17050  glycine-rich cell wall structural protein 1.8-like 

4-EC XM_023004910 AT1G02810  pectinesterase inhibitor 7-like 

4-EC XM_016113172 AT3G10720  pectinesterase-like 

3-EC XM_023779381 AT4G13710  probable pectate lyase 15 

3-EC XM_023069083 AT3G07010  probable pectate lyase 8 

3-EC XM_023874784 AT1G78240  probable pectin methyltransferase QUA2 

5-EC XM_023874784 AT1G78240  probable pectin methyltransferase QUA2 

2-EC XM_031624392 AT4G37800  probable xyloglucan endotransglucosylase/hydrolase protein 7 

3-EC XM_025129237 AT5G19770  tubulin alpha-3 chain 

2-EC XM_010675727 AT1G21250  wall-associated receptor kinase-like 1 

2-NEC XM_021964895 AT1G69530  expansin-A1-like 

3-NEC XM_021964895 AT1G69530  expansin-A1-like 

2-NEC XM_020362898 AT3G54590  extensin-2 

1-NEC XM_023116356 AT3G54590  extensin-2-like 

5-NEC XM_023116356 AT3G54590  extensin-2-like 

2-NEC XM_034820590 AT1G31810  formin-like protein 14 

2-NEC XR_002218096 AT1G18550  kinesin-like protein KIN-8A 

3-NEC XM_028937087 AT3G09540  pectate lyase-like 

3-NEC XM_021951973 AT4G24780  probable pectate lyase 18 

2-NEC XM_006395071 AT5G48900  probable pectate lyase 20 

3-NEC XM_031547084 AT1G67750  probable pectate lyase 5 

2-NEC XM_028366306 AT3G07010  probable pectate lyase 8 

3-NEC XM_030676770 AT3G07010  probable pectate lyase 8 

2-NEC XM_023789473 AT1G05310  probable pectinesterase 8 

3-NEC XM_030597167 AT5G15900  protein trichome birefringence-like 

1-NEC XM_019582965 AT4G24580  rho GTPase-activating protein REN1-like 

2-NEC XM_019582965 AT4G24580  rho GTPase-activating protein REN1-like 

3-NEC XM_019582965 AT4G24580  rho GTPase-activating protein REN1-like 

1-NEC XM_022035406 AT1G64740  tubulin alpha-1 chain 

5-NEC XM_022035406 AT1G64740  tubulin alpha-1 chain 

1-NEC XM_013826555 AT5G19770  tubulin alpha-3 chain 

5-NEC XM_013826555 AT5G19770  tubulin alpha-3 chain 

5-NEC XM_030691707 AT5G19770  tubulin alpha-3 chain 

5-NEC XM_033287145 AT5G19780  tubulin alpha-5 chain 

2-NEC XM_020836903 AT5G12250  tubulin beta-6 chai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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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사 조절 관련 유전자 

   세 번째로, 전사 조절 관련 유전자가 확인되었다(Table 15). 

AP2/ERF 도메인은 체세포배 발생 과정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BABYBOOM(BBM)과 관련하여 AP2/ERF DNA binding 

type 전사 인자를 encoding 하는데 이러한 AP2/ERF 도메인은 GCC 

box에 붙게 된다. AP2/ERF는 AP2 도메인에 따라 ERF, AP2, 

ABI3/BP1(RAV) 등으로 나뉜다. 

   NAC family는 NAM, ATAF1/2, CUC2가 포함되는데 이 또한 체세

포배 발생 과정에서 참여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Munir et al., 2020). 

용안(Dimocarpus longan Lour.)의 배발생 캘러스와 체세포배에서 NAC

의 발현이 높은 것이 연구되었다. 

   배발생 캘러스의 DMS에서 RAV1, NAC, MYB, CLK4 등의 전사 인

자의 hypomethylation을 확인할 수 있었다. 스트레스와 관련하여 에틸

렌 관련 전사인자는 배발생, 비배발생 캘러스의 DMS에서 모두 발견되

었지만 RAV1, NAC, MYB, CLK4는 배발생 캘러스의 DMS에서 주로 발

견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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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15. DMS genes related to transcription  

DMS Refseq no. TAIR_ID Gene description 

4-EC XM_017382140 AT5G42540  5'-3' exoribonuclease 

3-EC XM_031393781 AT1G13260 
 AP2/ERF and B3 domain-containing transcription 

factor RAV1 

4-EC XR_002933589 AT2G44900  beta-catenin-like protein 1 

5-EC XM_021018836 AT4G36980  CLK4-associating serine/arginine rich protein 

1-EC XM_022705975 AT4G16750  ethylene-responsive transcription factor ERF039-like 

5-EC XM_008466140 AT5G07310  ethylene-responsive transcription factor ERF115 

5-EC XM_030687172 AT5G25810  ethylene-responsive transcription factor TINY-like 

4-EC XM_010033885 AT3G54810  GATA transcription factor 8 

5-EC XM_023877946 AT1G79430  myb family transcription factor APL-like 

2-EC XM_021130079 AT5G18240  myb-like protein AA 

5-EC XM_023133189 AT5G64530  NAC domain-containing protein 104-like 

1-EC XM_008794309 AT4G01540  NAC domain-containing protein 68-like 

5-EC XM_008794309 AT4G01540  NAC domain-containing protein 68-like 

4-EC XM_031623379 AT4G29230  NAC domain-containing protein 75-like 

4-EC XM_022861867 AT1G56170  nuclear transcription factor Y subunit C-2-like 

5-EC XM_024040519 AT1G48920  nucleolin-like 

1-EC XM_017841901 AT4G05050  polyubiquitin 11-like 

2-EC XM_024335748 AT5G20620  polyubiquitin 4 

5-EC XM_024335748 AT5G20620  polyubiquitin 4 

4-EC XM_016014957 AT1G80070  pre-mRNA-processing-splicing factor 8A 

3-EC XM_010247536 AT4G08350  putative transcription elongation factor SPT5 homolog 1 

1-EC XM_009422290 AT4G22190  serine/arginine repetitive matrix protein 1-like 

3-EC XM_009422290 AT4G22190  serine/arginine repetitive matrix protein 1-like 

4-EC XM_009422290 AT4G22190  serine/arginine repetitive matrix protein 1-like 

1-EC XM_002954762 AT4G36690  splicing factor U2AF, large subunit 

1-NEC XM_017382140 AT5G42540  5'-3' exoribonuclease 

1-NEC XM_002503896 AT1G58025  bromodomain-containing protein 

4-NEC XM_015755777 AT5G43410  ethylene-responsive transcription factor ERF096 

4-NEC XM_031544061 AT5G50080  ethylene-responsive transcription factor ERF110-like 

1-NEC XM_008466140 AT5G07310  ethylene-responsive transcription factor ERF115 

4-NEC XM_008466140 AT5G07310  ethylene-responsive transcription factor ERF115 

4-NEC XM_031546831 AT1G12980  ethylene-responsive transcription factor ESR1-like 

4-NEC XM_021909095 AT2G36400  growth-regulating factor 3-like 

1-NEC XM_011657097 AT3G27650  LOB domain-containing protein 25 

4-NEC XM_024038734 AT5G63480  mediator of RNA polymerase II transcription subunit 30 

3-NEC XM_002274590 AT3G24310  myb-related protein 305 

3-NEC XM_009622114 AT5G61430  NAC domain-containing protein 100 

1-NEC XM_024040519 AT1G48920  nucleolin-like 

2-NEC XM_024040519 AT1G48920  nucleolin-like 

3-NEC XM_024040519 AT1G48920  nucleolin-like 

4-NEC XM_024040519 AT1G48920  nucleolin-like 

4-NEC XM_024335748 AT5G20620  polyubiquitin 4 

5-NEC XM_031250583 AT5G63090  protein LATERAL ORGAN BOUNDARIES 

2-NEC XM_009422290 AT4G22190  serine/arginine repetitive matrix protein 1-like 

2-NEC XM_019308268 AT5G26660  transcription factor MYB86-lik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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키나아제 관련 유전자 

   마지막으로 키나아제 관련 유전자 부위에서 DNA 메틸화 차이가 존

재하였다(Table 16). Leucine-Rich Repeat Receptor Like Kinase 

(LRR-RLK)는 식물의 발달, 면역과 스트레스 반응에 포함되는 gene 

family 로 알려져 있다(Chakraborty et al., 2019). CLAVATA1, 

BAM3 등이 포함되며 식물에서 신호 전달에 있어서 중요한 역할을 한

다. 체세포배 발생과 관련하여 대표적으로 Somatic Embryogenesis 

Receptor Kinases (SERK) 가 알려져 있다. SERK는 대표적인 체세포

배 발생 관련 유전자로, 탈분화와 재분화, 성숙까지의 과정에 관여하며 

옥신에 의해 촉진된다고 알려져 있다(Karlova et al., 2006) 

   DMS 부위에서 LRR-RLK를 비롯한 몇몇 Receptor Like Kinase 

(RLK) 들이 확인되었다. 또한 세포 분열과 분화, 배발생능 획득 등의 

다양한 발달 과정과 관련된 serine/threonine-protein kinase 유전자도 

확인할 수 있었다(Kumaravel et al., 20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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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16. DMS genes related to kinase  

DMS Refseq no. TAIR_ID Gene description 

1-EC XM_031627328 AT5G10930  CBL-interacting serine/threonine-protein kinase 5-like 

5-EC XM_028254992 AT4G20270 
 leucine-rich repeat receptor-like serine/threonine-protein kinase 

BAM3 

2-EC XM_030590375 AT1G60490  phosphatidylinositol 3-kinase, root isoform-like 

1-EC XM_031396077 AT5G38280  PR5-like receptor kinase 

1-EC XM_021865273 AT5G49770  probable leucine-rich repeat receptor-like protein kinase At5g49770 

5-EC XM_015835260 AT5G49770  probable leucine-rich repeat receptor-like protein kinase At5g49770 

1-EC XM_024512811 AT5G28290  probable serine/threonine-protein kinase nek3 

2-EC XM_024512811 AT5G28290  probable serine/threonine-protein kinase nek3 

3-EC XM_024512811 AT5G28290  probable serine/threonine-protein kinase nek3 

4-EC XM_024512811 AT5G28290  probable serine/threonine-protein kinase nek3 

5-EC XM_024512811 AT5G28290  probable serine/threonine-protein kinase nek3 

5-EC XM_016331475 AT1G75820  receptor protein kinase CLAVATA1 

1-EC XM_021751643 AT5G28680  receptor-like protein kinase ANXUR2 

1-EC XM_025128141 AT3G09880 
 serine/threonine protein phosphatase 2A 57 kDa 

regulatory subunit B' beta isoform-like 

3-EC XM_009374209 AT3G07070  serine/threonine-protein kinase At3g07070-like 

2-NEC XM_031627328 AT5G10930  CBL-interacting serine/threonine-protein kinase 5-like 

2-NEC XM_028047549 AT2G31880 
 leucine-rich repeat receptor-like serine/threonine/tyrosine-

protein kinase SOBIR1 

2-NEC XM_010025232 AT1G60490  phosphatidylinositol 3-kinase, root isoform 

1-NEC XM_024512811 AT5G28290  probable serine/threonine-protein kinase nek3 

2-NEC XM_024512811 AT5G28290  probable serine/threonine-protein kinase nek3 

4-NEC XM_024512811 AT5G28290  probable serine/threonine-protein kinase nek3 

5-NEC XM_024512811 AT5G28290  probable serine/threonine-protein kinase nek3 

5-NEC XM_021751643 AT5G28680  receptor-like protein kinase ANXUR2 

5-NEC XM_016111103 AT1G28440  receptor-like protein kinase HSL1 

1-NEC XM_012713933 AT2G20300  receptor-like serine/threonine-protein kinase ALE2 

5-NEC XM_012713933 AT2G20300  receptor-like serine/threonine-protein kinase ALE2 

1-NEC XM_010688558 AT2G17520  serine/threonine-protein kinase/endoribonuclease IRE1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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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DMS에서 네 가지 분류군의 배발생 관련 유전자들이 탐색 되었다. 

하지만 EC의 DMS, NEC의 DMS 각각에 특이적인 유전자들이 존재할 

것으로 예상했던 것과 달리 전사 조절 관련 유전자를 제외하고는 배발생 

캘러스에서만 발견될 것으로 예상되었던 탈메틸화된 유전자들은 

관찰되지 않았다. EC의 DMS와 NEC의 DMS에서 같은 유전자가 

annotation 되기도 하였다. 예를 들어 3번 세트의 배발생 캘러스와 

비배발생 캘러스의 DMS에서 모두 XM_026581700 (RefSeq accession 

No.)가 annotation 되었다(Table 8). 서로 다른 DNA 상의 부위이지만 

같은 유전자가 있고, 한 DNA 부위는 배발생 캘러스에서만 메틸화, 한 

DNA 부위는 비배발생 캘러스에만 메틸화 되어 있음을 추론해볼 수 

있다. 이는 annotation된 유전자가 무엇인지에서 더 나아가 어느 위치가 

메틸화 되었는지 밝히는 것이 중요함을 시사한다. 

  또한 배발생 캘러스에서만 탈메틸화된 유전자가 발견되지 않는 것에 

대해 세 가지를 고려해 볼 수 있다. 첫째, 분비나무 표준 유전체의 

부재로 DMS의 2.3%에서만 유전자가 annotation 되었으며 표준 

유전체에 DMS 리드 매핑(mapping)을 통한 프로모터 부위의 메틸화 

분석을 하지 못했다. 리드 매핑 후 그 downstream에 위치하여 발현 

조절이 될 것으로 예상되는 유전자에 대한 분석을 하지 못했다는 

한계점을 가진다. 

   둘째로, 비암호화 서열(noncoding sequence)에 대한 분석이 

필요하다. Annotation된 2.3%의 리드를 제외한 DMS 부위가 실제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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암호화 유전자(coding gene)부위가 아니라면, 비암호화 서열 DNA 

메틸화 부위가 더 많은 것이고 비암호화 서열 메틸화에 차이를 보이는 

이유에 대한 추가 분석이 필요하다.  

   마지막으로 본 연구에서 스크리닝한 배발생 관련 유전자를 기반으로 

한 유전자 발현 연구가 보완되어야 한다. 본 연구는 유전자 내부 

메틸화(gbM; gene body methylation)만을 분석하였다. DNA의 

메틸화는 부위에 따라 다양한 역할을 할 수 있음이 연구되고 

있다(Bewick & Schmitz, 2017). 프로모터 및 전사 인자 부위의 

메틸화는 직접적으로 발현 조절을 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지만, gbM의 

경우는 발현 조절 외에도 스플라이싱(splicing) 조절, 유전체 안정성, 

반복 서열의 유전자 침묵(gene silencing) 등의 다양한 역할을 하며, 

또한 세포유지유전자(housekeeping gene) 같은 유전자에서는 메틸화가 

되었더라도 발현이 되기도 한다. 따라서 본 연구를 통해 확인한 

유전자들에 대한 발현 연구가 이루어져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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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분비나무 배발생의 후성유전학적 고찰 
 

   체세포배 발생 연구는 1900년대부터 이어져오고 있다(Garcês & 

Sinha, 2009). 하지만 그 기저의 탈분화 및 재분화 기작에 대해서는 연

구된 바가 적다. 특히나 캘러스 중심의 연구는 거의 없는 실정으로 배발

생 캘러스와 비배발생 캘러스를 비교하기 보다는 배발생 캘러스에서 점

점 성숙해져 체세포배가 되어가는 과정에서 조절되는 유전자의 발현 등

의 전사체 연구가 주를 이루고 있다(Cheng et al., 2016). 하지만 재분

화 기작에서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세포의 가소성으로 인한 배발생능 획

득으로의 전환되는 지점이다. Cell fate transition, 즉 체세포에서 전형성

능 및 배발생 세포로의 전환을 일으키는 기작에 대한 연구가 필요하다. 

   본 연구는 체세포에서 배발생능을 가진 세포로의 전환에 있어서 배발

생능을 획득한 개체와 그렇지 못한 개체에서 DNA 메틸화의 차이가 있

음을 확인하였다. CG 부위의 염기 서열을 해독한 결과 다섯 세트의 배

발생, 비배발생 캘러스에서 평균 23%의 탈메틸화 부위를 공유하고, 나

머지 부위는 메틸화에 차이를 보였다. 메틸화에 차이를 보이는 서열에 

위치한 유전자를 분석하였고 스트레스, 세포구조 및 세포분열, 전사인자, 

키나아제 등의 역할을 하는 유전자들이 배발생 관련 유전자로 확인되었

다. 

   하지만 메틸화와 배발생능의 명확한 상관관계를 밝히기 위해서는 다

음과 같은 추가 연구가 필요할 것이다. 즉 메틸화, 또는 탈메틸화 되어 

그 후에 다른 유전자에 영향을 미치거나, 그 유전자 부위에서의 전사 및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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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현 조절되는 것에 대한 추가적인 확인이 필요하다. DNA 메틸화 차이

와 더불어 다중 오믹스 (multi-omics) 연구를 통한 유전자 발현 조절 

및 단백질체 번역, 그리고 메틸화 차이를 보이는 pathyway 등을 구명한

다면 배발생능 획득 기작에 대해 보다 이해할 수 있을 것이다. 

   본 연구에서는 DMS에 위치한 암호화 유전자(coding gene)를 분석 

대상으로 설정하였다. 메틸화 차이를 보이는 부위의 2.3%에서만 이를 

찾을 수 있었기 때문에 기능적 역할을 하는 암호화 유전자가 아닌, 비암

호화 서열(noncoding sequence) DNA 메틸화의 영향에 대한 분석이 이

루어져야 할 것이다. 본 연구를 통해 스크리닝하였지만 annotation되지 

않은 EC DMS와 NEC DMS의 염기 서열을 바탕으로 추후 전사체, 단백

질체를 융합한 다중오믹스 연구를 계획해볼 수 있다. 그리고 CG 메틸화 

외에도 CHG, CHH 메틸화 관련 연구, 그리고 후성 유전학적 기작과 관

련하여 히스톤 아세틸화 등의 기타 염색질 리모델링(chromatin 

remodeling) 기작들의 연구가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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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6 장 결  론 
 

   본 연구는 식물의 재분화를 후성유전학적 관점에서 접근하고자 하였

다. 이를 위해 분비나무를 대상으로 캘러스 및 체세포배를 유도하였고, 

배발생능에 차이를 보이는 캘러스들의 DNA 메틸화를 비교하고 차이를 

보이는 부위에 위치한 유전자를 탐색하였다.  

   선행 연구를 통해 배발생 캘러스와 비배발생 캘러스의 전체적 메틸화

(global DNA methylation)에 차이가 있고, 배발생 캘러스에서 비교적 

탈분화 되어 있음을 확인하였다(Noceda et al., 2009; Corredoira et al., 

2017). 하지만 같은 전체적 메틸화 퍼센트를 공유하더라도 실제 메틸화

된 부위가 다를 수 있기 때문에 메틸화 차이가 나타나는 부위에 대한 분

석이 필요하다. 

   따라서 본 연구는 한 걸음 더 나아가 DNA 메틸화 차이를 보이는 염

기 서열 부위에 대해 탐색하고자 하였다. 배발생 캘러스와 비배발생 캘

러스에서 23%의 CG 부위를 공유하고 나머지 부분은 서로 다르게 메틸

화되어 있었고, 서로 다르게 메틸화 되어 있는 CG 부위에서 스트레스, 

세포 분열 및 구조, 전사인자, 키나아제 관련 유전자를 확인하였으며 이

를 배발생 관련 유전자로 분석하였다. 하지만 DMS의 일부인 2.3%에서

만 유전자가 annotation 되었고 배발생 캘러스와 비배발생 캘러스 DMS 

각각에 특이적인 유전자들이 존재할 것으로 예상했던 것과 달리 전사 조

절 관련 유전자를 제외하고는 배발생 캘러스에서만 탈메틸화된 유전자들

이 뚜렷한 경향성을 보이지 않았다. 이는 첫째, 분비나무 유전체의 부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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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 DMS에서 적은 비율만이 annotation 되었고 유전체에 매핑을 통한 

프로모터 부위에 대한 분석이 불가능하였기 때문이라고 판단된다. 또한 

2.3%의 annotation된 리드를 제외한 DMS 부위가 암호화 유전자 부위

가 아니라면, 비암호화 서열 DNA 메틸화 부위가 더 많은 것이고 이에 

대한 추가 분석이 이루어져야 한다. 그리고 본 연구에서 분석한 유전자

체 메틸화(gbM)는 다양한 역할을 수행할 수 있어 발현 연구 보완이 필

요하다. 

   본 연구는 배발생 캘러스와 비배발생 캘러스의 DNA 메틸화 차이를 

확인하였지만 배발생능 획득의 기작을 구명하지는 못했다는 한계점을 

가진다. 하지만 같은 DNA를 가지지만 배발생능이 다른 캘러스들의 

DNA 메틸화가 다름을 관찰함으로써 배발생능 획득에 있어 DNA 

메틸화가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음을 확인하였다. 또한 배발생캘러스가 

발생하지 않았던 개체에서 메틸화 저해제 처리를 통해 일부 배발생 

캘러스로의 전환이 일어난 것도 관찰되어 DNA 메틸화와 배발생능이 

서로 연관되어 있음을 알 수 있었다. 

   체세포배 발생과 관련하여 주로 적합한 유도 조건 구명 연구가 

이루어지고 있다. 하지만 그 기저의 탈분화, 재분화 기작에 대한 이해는 

미비하다. 특히나 세포의 가소성으로 인한 체세포에서 배발생 

캘러스로의 전환 기작 연구가 필요하다. 후성유전체와 더불어 전사체, 

단백질체 연구가 융합된다면 식물 재분화 기작에 대한 이해를 높일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 

   본 연구는 분비나무를 대상으로 처음으로 배발생 캘러스 및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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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세포배를 유도하였으며 같은 DNA를 공유하는데 배발생 캘러스와 

비배발생 캘러스로 서로 차이를 가지고 탈분화된 분비나무 캘러스 

DNA들의 CG 메틸화 차이를 확인하였다. 또한 차이 부위에 위치한 

스트레스, 세포구조 및 세포분열, 전사인자, 키나아제 관련 유전자를 

배발생 관련 유전자로 탐색하였다. DNA 메틸화 연구를 통한 배발생 

관련 유전자 탐색을 통해 분비나무의 대량 증식 및 현지 외 보전, 

그리고 분화 기작 이해에 도움이 될 것이며 체세포배 발생 과정이 

접합자배 발생 과정과 유사한 부분이 있기 때문에 배발생 연구에도 

활용이 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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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Abies nephrolepis Maxim. is an evergreen coniferous tree that 

inhabits subalpine zone in Korea, and needs in vitro research, in situ 

and ex situ conservation due to extremely decreased habitat and 

population. Somatic embryo is an embryo that obtained from 

somatic cell’s asexual reproduction through dedifferentiation and 

redifferentiation. Somatic embryogenesis has advantages as 

morphological and molecular studies of embryogenesis as well as 

mass propagation. Previous studies of somatic embryogenesis 

usually conducted for finding suitable condition of embryogenic 

callus and somatic embryo induction, and mechanism of 

embryogenic-competence acquisition is unclear. DNA methylation 

is one of several epigenetic mechanisms that can repress or 

activate expression of genes without changing the sequence. This 

study aims to induce embryogenic callus and somatic embryo of 

Abies nephrolepis, and compare DNA methylation state of 

embryogenic and non-embryogenic callus that share same DN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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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or the study, cones were collected at the multi-function seed 

orchard of Abies nephrolepis located in Hwaseong, Gyeonggi-do. 

Seeds were then extracted at 6 different maturity stages from May 

to July in 2020, and zygotic embryos were inoculated to 

embryogenic callus induction medium. Induced embryogenic calli 

were continuously subcultured, and non-induced ones were 

subcultured to 5-azacytidine treated medium. The seeds collected 

on June 5th(stage 2) showed highest induction rate(12%), and 

seeds collected at stages 5 and 6 were not induced. After treatment 

of 5-azacytidine, a few of the 5th and the 6th stage zygotic 

embryos induced embryogenic callus. In order to analyze, 5 sets 

with 10 samples were selected. Each set consisted of embryogenic 

callus and non-embryogenic callus that derived from the same 

explant, so shared same DNA. After DNA extraction, MSAP-seq 

was used to analyze differentially methylated site. Through data 

preprocessing, K-mer comparison and DMS designation, 

embryogenesis related genes were annotated by BLASTn in DMS. 

As a result of analysis, average 23% of five sets embryogenic and 

non-embryogenic callus shared hypomethylated CG methylation 

region, and remaining 77% showed differentially methylated status. 

Stress, cell division and structure, transcription, and kinase related 

genes were annotated as embryogenesis-related gene. The result 

showed significant differences between embryogenic callus and 

non-embryogenic callus in terms of CG methylation, but annotated 

gene’s function didn’t show meaningful tendency between EC DMS 

and NEC DMS except transcription related genes. In fact, there was 

no available Abies nephrolepis reference genome, so only 2.3% of 

DMS was annotated and analysis of promoter region was impossible. 

Also, gene body methylation of embryogenesis-related gen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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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hould be supplemented with expression analysis. In this study, 

transition from non-embryogenic callus to embryogenic callus was 

observed by the treatment of DNA methylation inhibitor 5-

azacytidine, and DNA methylation differences of calli which shared 

same DNA but differed in embryogenic competence were analyzed, 

indicating that acquisition of embryogenic competence and DNA 

methylation are interrelated. Based on DMS sequences screened in 

this study, multi-omics approach and research of correlation 

between noncoding sequence methylation and embryogenic 

competence will all enhance understanding of plant regeneration 

mechanisms through further studi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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