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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 물질에 관한 연구는 지난 수 십년 동안 매우 빠르게 발전해 왔다. 약 70년 전까지만 해
도 사람들은 단백질이 유전 물질이라고 믿었지만, 지금은 어린 아이들도 유전물질이 DNA
라는 사실을 전혀 생소하게 받아들이질 않는다. 이렇게 DNA라는 용어가 대중화되고 유전
물질에 관한 모든 것이 밝혀진 것처럼 보이지만, 아직도 우리가 해결해야 할 많은 수수께끼들이 남아
있다. Frederic Sanger가 1977년에 chain termination이라는 방법을 개발함으로써 염기서열 해독
이 가능해졌지만 초기에는 전체 게놈 염기서열 해독이 바이러스나 박테리아와 같은 작은 게놈을 가
진 생명체에만 국한되었다. 계속적인 과학기술 발전은 염기서열 분석에 걸리는 시간과 경비를 줄임
으로써 효모 와 초파리 그리고 마침내 사람의 전체 게놈 염기서열 해독을 가능하게 만들었다. 두 개
의 다른 인간 유전자 해독 프로젝트가 동시에 독립적으로 진행되었고 2001년 2월 Nature(Human
Genome Project version)와 Science(Celera version) 논문에 각각 게재 되어 과학계에 큰 획을 이
루는 사건이 되었다. 이 연구과정 동안 첨단 생명과학기술은 빠르게 진보하였고, 인간 유전자 해독
프로젝트로부터 산출된 방대한 정보들은 유전적 질병 치료를 위한 생체 임상의학, 다른 종들간의 비
교 분석 유전학과 진화학, 그리고 인간 발생 및 변이에 대한 이해의 폭을 증가 시켜왔다.
2001년에 발표된 인간 게놈 염기서열은 여러 사람의 DNA들로부터 정렬된 참고 게놈 (reference
genome) 이었고, 현재는 여러 Personal Genome Project들이 진행 중이다. 다시 말해, 개인 펀드로
자기 자신의 유전자를 해독하는 것이다. 최근 Nature 뉴스의 발표에 의하면, 한 사람의 DNA 염기
서열 분석에 소요되는 총 비용은 약 1 밀리언 달러이고 2~3개월 정도의 시간이 소요된다.
현재까지 James Watson (DNA 이중나선 구조 발견)과 Craig Venter (Celera의 창시자)의 유전
자 염기서열이 각각 해독되었고, Geroge Church (Human Genome Project의 개척자)의 개인 유
전자도 해독되고 있는 중이다. 또한, 그들의 유전자 염기서열은 한 장의 DVD로 저장이 가능하다.
2007년 10월 Craig Venter의 DNA 염기서열 분석이 세계적인 과학 저널 PLoS Biology에 게재되
었으며, James Watson의 DNA 염기서열 분석 결과 또한 빠른 시일 내에 발표될 예정이다.
개인 유전자의 염기서열 해독은 인간과 다른 종들 (예, 인간과 침팬지) 사이가 아닌 인간이라는 종
안에서의 유전학적 다양성과 동질성을 살펴 볼 수는 중요한 자료가 될 것이다.
현재 DNA 염기서열 분석기술 비용은 앞에서 기술한 것과 같이 대중들이 이용하기 위해선 너무
고가이다. 하지만 첨단 기술의 발달과 과학자들의 계속적인 연구 성과로 인해 향후 그 비용은 급격히
감소될 전망이다. 한 예로 Human Genome Project는 13년에 걸쳐 3 밀리언 달러를 소모하였으나,
이번에 발표된 Personal Genome Project는 단지 3개월에 1 밀리언 달러가 사용되었다. 앞으로 수
백만 개인의 유전자들이 분석되고 그 유전자들과 질병과의 관련성이 연구될 전망이다. 또한 이들의
개인 염기 서열들은 개인의 의료기록이나 의학정보로 이용될 것이다.
현재 인간 이외에도 대부분의 대표적인 포유류, 바이러스, 미생물 그리고 식물들의 게놈이 해독되
었고, 이들의 게놈 비교 분석을 통해 많은 유전 정보에 관한 연구 성과를 얻어졌다. 하지만 미국 NIH
(National Institutes of Health)를 비롯한 많은 단체에서 앞으로 게놈 프로젝트를 위한 연구 보조금
을 더 이상 제공 하지 않을 것이라고 발표함으로써 현재 집중 받고 있는 연구 분야는 여러 종들의 염
기서열을 바탕으로 한 DNA 비교 분석 유전학, RNA, Proteomics, 그리고 Epigenetics 이다.

유

Transposable Element(TE)란 무엇인가?
최근 인간을 포함한 많은 영장류의 유전자 염기서열 해독을 통해 단백질을 발현하는 유전자가 전
체 게놈의 약 2%만을 구성하는 반면 repeat element라고 불리는 DNA절편들이 전체 게놈의 약
50%를 차지하고 있음이 밝혀졌다. 왜 이들 repeat element가 게놈에 상당한 양으로 존재하는지 그
리고 그들의 기능이 무엇인지는 아직까지 정확히 규명되지 않았다. 트렌스포존 (Transposable
Element)은 대표적인 repeat element의 한 종류로써 점프하는 유전자, 이기적인 DNA 혹은 쓰레
기 DNA라고 불려 진다. 트렌스포존은1950년 중반 유전학자 Barbara McClintock이 옥수수의 얼
룩덜룩한 무늬를 유전학적으로 연구함으로써 최초로 발견 되었다. 하지만, 그 시대의 대부분의 과학
자들은 단백질을 암호화하는 유전자에만 관심을 가졌고 트렌스포존에 대한 연구는 많이 행해지지
않았다. 1980년대 후반에서야 과학자들은 이들 쓰레기 유전자의 중요성을 깨닫기 시작했고 이들을

점프하는 유전자, 이기적인 DNA 혹은 쓰레기
DNA라고 불려지는 트렌스포존 연구에 집중
본격적으로 연구하기 시작했다.
트렌스포존은 자기 스스로를
복사하여 다른 새로운 위치에
그것을 붙여 넣기를 함으로써
한 게놈에서 자신들의 양을 증
가시킬 수 있다. 하지만 그런 과
정동안에 유전자 발현을 변형시
키거나, 유전적 결손을 일으키
기도 하며 삽입된 후에도 서로
다른 위치에 존재하는 트렌스포
존 간에 염기서열의 유사성을
통해 게놈의 일부를 결손 혹은
중복시킴으로써 각종 질병을 야
기한다. 그러므로 이들은 우리
몸에 내재되어있는 돌연변이 인
자이다. 하지만 이들이 항상 숙
주에게 악 영향만을 주는 것은
아니다. 그들은 Transduction
(미생물학에서의 형질도입과는
다른 기작)이라는 기작을 통해
유전자 패밀리를 구성하고 심지
어는 새로운 기능을 가진 유전
미국국립보건원 동물 센터의 리서스 마칵 (Rhesus Macaque)
/ 사진 제공자: Joshua Moglia
자를 만들어내기도 하고 유전자
재조합을 야기해 게놈의 일부를
＜사이언스＞지 표지로 발표된 한 동문의‘리서스의 게놈 유
복제하기도 한다 (Segmental
전자 분석’
은 생체 임상의학과 영장류 진화학을 위한 모델로
Duplication). 이것은 하나의 백
서 중요한 가치가 있다. ＜사이언스＞지 특별판 첫 페이지에
염기서열 분석 성과와 가치 그리고 포스터, 온라인 비디오, 인
업 시스템이라 생각할 수 있다.
터뷰 그리고 교육적 자료들을 기술하였다.
대부분의 유전자는 게놈에서 한
카피로 존재한다. 그렇기 때문
에 만약 특정 유전자가 돌연변이로 인해 유전적 기능을 상실할 경우 게놈은 그 기능을 영원히 잃게
된다. 하지만 트렌스포존이 연루돼 복제된 게놈의 일부분이 그 특정 유전자를 포함하고 있고, 이 복
제된 유전자가 제대로 발현이 된다면 게놈은 돌연변이에 의한 그 유전자 기능 상실을 피할 수 있다.
2002년에 트렌스포존들에 의한 유전자 불안정에 관한 많은 연구가 행해졌고, 세계적인 저널 Cell
에 두 편의 논문이 게재되었다. 이들의 연구는 트렌스포존들이 숙주 유전자로의 삽입과정에서 많은
유전자의 결손을 야기한다는 사실을 증명했고 그 기작을 제시했다. 그 이후 많은 과학자들은 얼마나
많은 유전자가 트렌스포존에 의해 그들의 기능을 상실해왔는지 그리고 게놈의 얼마나 많은 양이 트
렌스포존에의해 재배치 되었는지에 대한 의문을 갖기 시작했고 그에 관한 많은 연구가 활발하게 이
루어지고 있다.
한편 트렌스포존은 아주 유용한 분자 유전학적 마커로서 이용될 수 있다. 그 이유는 트렌스포존
의 역 돌연변이가 거의 일어나지 않으며, 한번 삽입된 트렌스포존은 그 자손들에게 안정적으로 유
전되기 때문이다. 그래서 이들은 법의학과 계통 분석학에서도 많이 이용된다. 최근 2007년 4월
Science에 발표된 논문에서도 트렌스포존을 마커로 이용함으로써 인도에서 유래된 리서스 (원숭
이의 일종) 집단과 중국에서 유래된 리서스 집단을 완벽히 구분하여 트렌스포존의 집단 유전학 마
커로서의 중요성을 보여 주었다. 실제로 이 트렌스포존들은 분자 유전학적 마커들로 널리 사용되
고 있다. 예를 들면, 그들은 우리가 개체를 모르는 DNA 샘플을 발견했을 때 이 DNA가 인간의 것
인지 혹은 어떤 특정 동물의 것인지의 판독이 가능하고 만약 그 DNA가 인간으로부터 추출된 것
이라면 어느 인간 군집 (예, 아프리카, 아시아, 유럽, 혹은 미국)에 속하는지 까지도 구별 할 수 있
게 해준다.
현재 미국, 유럽, 그리고 일본에서의 트렌스포존을 이용한 연구 동향은 세가지로 요약될 수 있다.
첫번째, 트렌스포존에 의한 유전학적 불안정성 (삽입, 결손, 중복, 그리고 역위 등), 두번째, 트렌스
포존을 통한 엑손화 (Transduction, TE 삽입에 의한 cryptic splicing 위치 형성, 그리고 TE에 의해
형성된 서로 다른 두 유전자의 융합화), 마지막으로 트렌스포존과 가까이 위치한 기능성 유전자들간
의 상호관계 (유전자 염기서열의 메틸화 그리고 기능성 유전자의 기능 활성화와 억제). 이들 국가에
서는트렌스포존만을 주제로한 학회 (American Society for Microbiology, Federation of
American Societies for Experimental Biology, 그리고 International Congress on

＜사이언스＞지 표지로 실린 한규동 동문의 논문 요약
진화학적으로 인간과 근접한 영장류에 속하는 리서스 게놈 유전자 분석의 완료는 우
리에게 고대 영장류과를 대표해 움직이는 요소 (Mobile element)들의 구조와 비교 분
석 유전학적 연구를 제공하였다. Mobile element는 크게 DNA 트렌스포존과 레트로
트렌스포존으로 구성되며, 레트로트렌스포존은 Long Interspersed Element (LINE,
길이가 긴 것들), Short Interspersed Element (SINE, 길이가 짧은 것들), 그리고 SVA
(Short interspersed element, Variable number of tandem repeat, and Alu)로 나뉜
다. 리서스 게놈에서 LINE에 속하며 현재 활동중인 L1 페밀리는 이전 발표된 다른 영
장류 (인간과 침팬지) 게놈 연구 결과와 동일하게 단 하나의 계보로 진화해 왔으며,
SINE에 속하는 Alu 레트로트렌스포존의 경우 현재 4개의 활동적인 계보를 보인다. 우
리는 또한 레트로바이러스들이 인간 내에서 보다 고대 영장류과에서 더 많은 수평 유
전을 보이며, DNA 트렌스포존은 그들 게놈 안에서 더 이상 활동하지 않는 증거를 발견
하였다. 게다가, 약 100 SVA precursor들을 동정하였다. Mobile element들은 영장류
게놈의 약 50%를 차지하며, 우리들의 발견은 밀접히 관련된 종들 사이에 게놈 진화에
있어 mobile element들의 다양성과 현저한 영향력을 설명하였다.

Transposable Elements)가 매년 혹은 격년으로 개최되고 있다. 이에 비해 한국에서는 트렌스포존
에 관련된 연구가 다른 여러 과학기술 국가에 비교하여 활발히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실정이다. 그
이유 중 하나는 트렌스포존에 관한 연구는 진화론적, 군집 유전학적, 그리고 계통 유전학을 바탕으
로 많은 결과들의 자료 분석이 요구되나, 한국에는 이들 학문에 초점을 맞추어 연구하는 학교나 연구
단체가 부족하기 때문이다. 하지만 최근 한국도 생물 정보학과의 신설과 영장류 센터의 설립 등 비교
분석 유전학적, 군집 유전학적, 그리고 계통 유전학적 연구에 박차를 가할 준비를 하고 있으며 활발
한 연구가 진행될 것이라 전망한다.
루이지애나 주립대학의 Dr. Mark A. Batzer는 트렌스포존에 대한 많은 연구 업적을 이룩해온 과
학자들 중의 한 명이며 나의 지도 교수이다 (http://batzerlab.lsu.edu). 우리는 인간과 침팬지 각각
의 전체 게놈을 분석함으로써 또한 그들 사이의 게놈들을 비교 분석함으로써 트렌스포존들에 연루
되어 초래되는 게놈의 불안정한 위치들을 밝혀냈고, 트렌스포존의 유사 염기서열간의 유전자 재조
합을 통해 발생되는 유전자 결손이 삽입과정 중에 생기는 유전자 결손보다 더욱 빈번히 일어나며 숙
주 유전자에 더 큰 영향을 준다는 사실을 밝혀냈다. 또한, 우리는 전체 염기서열이 밝혀진 여러 영장
류의 염기서열을 비교함으로써 트렌스포존이 종 분화에도 상당한 영향을 미친다는 사실을 밝혔다.
우리는 2006년에 Dr. Richard Gibbs (Baylor College of Medicine)를 중심으로 35개의 연구 기관
(대학과 연구소)들과 고대 영장류에 속하는 리서스의 전체 게놈 염기서열과 그 게놈 분석을 수행하
였고, 현재 그 게놈 염기서열은 과학자들이 자유롭게 연구할 수 있도록 웹 서버 (BLAT과 Ensembl)
에 공개되어있다. 리서스는 인간 질병 연구에 있어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고, 인간 이외의 영장류를
통한 생체 임상의학 연구에 있어서 리서스가 18%를 차지한다. 또한, 인간 HIV/AIDS 질병 백신 개
발을 위한 동물 모델로서 가장 적합한 생물학적 원천이기 때문에 이번 게놈 프로젝트는 더욱이 중요
하였다. 최근 2007년 4월 Science에 리서스 게놈으로부터 진화록적인 그리고 생체 임상 의학적인
연구가 발표되었고, 리서스 전체 게놈에서의 트렌스포존 분석연구 또한 같은 이슈로 Science에 게
재 되었다.
리서스 게놈 염기서열 연구에 있어 또 하나의 중요성은 인간과 침팬지 게놈 비교 연구에 절대적으
로 필요한 외 집단 (out-group)의 역할을 담당할 수 있기 때문이다. 인간에만 존재하는 유전자를 발
견했을 때 외 집단 없이는 이 유전자가 인간 고유의 삽입 유전자인지 침팬지로부터의 결손 유전자 인
지를 정확하게 결론 내릴 수가 없다. 리서스 게놈 염기서열 해독이후, 인간과 침팬지 게놈만을 이용
한 여러 비교 분석 유전학적 결과들이 수정되고 있다. 한 예로, 리서스를 외 집단으로 이용했을 때 인
간과 침팬지의 염기서열 비교 연구에서 인간과 침팬지가 종 분화 (600 만년 전)를 한 이후 침팬지에
서 오히려 더 많은 유전자가 positive selection을 겪었다는 결과를 얻었고 이는 기존의 결과와는 정
반대의 결과이다. 따라서, 이번 리서스 게놈 염기서열의 분석은 인간 게놈을 좀 더 자세히 이해할 수
있는 연구자료가 될 것이다. 또한, 비교 유전학과 생물 정보학 연구자들에게 아주 유용한 생물학적
재료로서 이용될 것이며, 이 리서스 게놈 염기 서열 자료는 인간 게놈을 위한 비교 유전학과 생물 정
보학 관련 분야 연구에 있어서 엄청난 시간적 비용적 절약 효과를 가져다 줄 것이다.

언론영상학부 동아리‘희망아리’

두메산골 보령, 웃음 꽃이 피었다
산골 노인 찾아 영정사진 촬영해 드려

형편이 여의치 못한 노부부들의 합동 결혼식과 금혼식을 진행해 화제가 되었던 본교 동아리 [희망아리]가 이번엔 충청도 어르신들을 모시
고 영정사진 촬영에 나섰다.
[스포츠서울]은‘희망찬 대한민국을 지향하는 문화캠페인’
을 펼치면서 건전한 동아리 문화 확산에 기여하는 단국대 [희망아리]를 캠페인 1
호 기사로 게재했다.(2007.6.28 보도) [희망아리]는 본교 언론영상학부 재학생들로 구성된 봉사 동아리이다.
희망아리가 찾은 곳은 충남 보령시의 성주면. 스포츠서울에 따르면“여름 피서철을 빼면 늘 한적하기만한 산골마을이 아침부터 왠지 분주
한 모습”
이었고,“학생들이 찾아와 할아버지 할머니들의 사진을 찍는다는 소식에 노인들이 하던 일을 멈추고 삼삼오오 마을회관으로 모여들었
다”
고 당일 풍경을 소개했다.
영정 촬영에 앞서 모두들 한복과 양복으로 곱게 차려 입었으나 서로들 차림새를 보며“곱네~. 한번 더 시집가도 되겠다"며 "농담을 주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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받으며 마냥 들떠 있었다”
고 분위기를 전했다.
동아리 대표인 박상신(4년) 군 등 일곱 명은 6월 25일부터 27일까지 2박 3일간 마을 구석구석을 찾아다니며 영정 촬영에 나섰고, 어르
신들의 장수를 기원하는 마음으로 150여분의 영정을 촬영했다. 또 영정촬영 틈틈이 가족사진까지 촬영해줘 동네 분들로부터 후한 점수를
받기도 했다.
여학생들은 어르신들의 메이크업과 복장을 꼼꼼이 듬어 드리고, 남학생들은 주로 촬영을 진행하는 등 2박 3일 내내 바빴다. 보도에 따르
면“마을 노인들은 손녀같은 학생들이 옷을 입혀주고 화장까지 해주자 오랜만에 얼굴 가득 환한 미소를 지었다”
며 화장을 이쁘게 해달라는 할
머니들의 주문이 이어졌다고 했다. 행사를 기획한 박상신 군은 "쉽지 않은 행사였지만 덕분에 많이 배웠고, 아름다운 세상을 만들기 위한 작은
활동에 불과하다"고 겸손해한다. 박 군은 서울 등지에서 몇차례 더 어르신들 영정 촬영 봉사활동을 계획하고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