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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In this paper, mechanisms of gene editing
technologies including ZFN, TALENS and CRISPR were
briefly discussed with mutual advantages and disadvantages.
Classification criteria of gene edited, site-directed mutagenesis
(SDN) crops for regulatory purpose were also discussed. The
number of studies using CRISPR technology was high and
studies conducted on Arabidopsis thaliana and rice were
highest, followed by tobacco, tomato, wheat, and corn. It has
been applied to a variety of plants such as other grain crops,
flower crops, vegetable crops, and fruit trees. The number of
studies focused on practical application or commercialization
in the future were also increasing yearly, and the scope of
studies also expanded to include research on metabolic
engineering for mass production of useful proteins or
substances, development of disease resistant crops against
viruses, bacteria, and fungi, abiotic environmental stressresistant crops, and increased yields. In addition to this, it
was revealed that application range is becoming more
diversified, including the development of parthenocarpic
tomatoes, hybrid rice lines using male sterility and increased
shattering resistance Brassica napus. It was also revealed
that the number of CRISPR gene edited crops permitted by
the USDA(APHIS) increases yearly, to be released in the
international seed market so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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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론
1980년대에 유전자변형기술로 만든 최초의 상업화작물인
물러지지 않은 토마토(Flavr SavrTM)가 시장에 출시된 이후
30여년이 지난 현재 우리는 유전자편집 또는 가위기술(gene
또는 genome editing technology)이라는 새로운 기술로 만든
작물의 상업화 시대를 맞이하고 있다. 지난 수 십 년 동안 국
내에서도 농업생명공학을 체계적으로 육성하여 국가경쟁
력을 높여 해마다 증가하고 있는 유전자변형작물의 세계시
장에서 우리 독자적으로 개발한 유전자변형 종자를 출시하
기 위하여 지속적인 R&D투자를 하여 왔으나 우리기술로 만
든 유전자변형작물이 상업화에 성공한 사례는 아직까지 단
한건도 없었다. 반면에 최근 미국에서는 유전자편집기술로
만든 갈변 방지 버섯은 ‘transgene-free’이기 때문에 기존의 유
전자변형생물체에 해당되지 않으므로 허가를 하였으며 이
어서 다양한 종류의 유전자편집 작물이 허가되고 있는 실정
이다(https://www.aphis.usda.gov/aphis/ourfocus/biotechnology).
뿐만 아니라 오랫동안 유전자변형작물의 수입을 반대하
여 온 유럽연합(EU)의 과학기술자문 위원회(European Academic
Science Advising Council, EASAC)는 지난 20년 동안 유전자변
형작물을 재배하고 사료용, 식용 또는 가공용으로 사용하여
온 결과 아무런 위해성을 발견할 수 없었으며, 오히려 보다
많은 장점을 내포하고 있다는 연구 보고서를 제출함과 동시
에 유전자편집기술로 만든 작물들은 기존의 유전자변형작
물처럼 엄격한 규제로 인하여 또 다시 죽은 기술로 과소평가
하는 실수를 범하지 말 것을 경고하였다(Glover 2013). 또한
유전자편집기술로 만든 작물이 외래DNA를 포함하지 않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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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ransgene free’작물일 경우에는 유전자변형생물체에 해당
되지 않으므로 기존 법령에 의하여 규제를 받을 필요가 없다
고 주장하였다(EASAC 2015). 특히 유전자편집기술로 만든
작물들은 형질과 산물(trait and product)이 규제 대상이 되어
야 하며 기술(technology) 그 자체가 규제 대상이 되어서는 안
된다고 주장하였다. 이는 과학적인 사실(evidence-based)에
근거하여 규제가 되어야 한다는 주장은 이미 지난 20년간 유
전자변형작물의 안전관리와 위해성평가과정에서 축적되
어 온 과학적인 사실에 근거한 결과이다(Heap 2013; Swiss
National Science Foundation 2012; Hartung and Schiemann 2014).
한편 국내의 유전자편집기술에 관한 연구는 세계적인 선
두그룹인 유전체교정연구단(단장 김진수)을 중심으로 인체
세포(Lee et al. 2010a; Lee et al. 2012; Cho et al. 2013a), 쥐(Sung
et al. 2014a; Sung et al. 2014b), zebrafish(Sung et al. 2014b),
Caenorhabditis elegans(Cho et al. 2013b)등 동물을 대상으로 한
선도적인 연구결과를 발표하였으며, Cas-OFFinder라고 명
명된 Cas9 RNA-guided 핵산가수분해효소의 잠재적인 off-target
sites를 예측할 수 있는 알고리즘의 개발에 관한 연구결과도
발표하였다(Bae et al. 2014). 뿐만 아니라 식물분야에서도 애
기장대의 FLOWERING LOCUS T (FT)와 SQUAMOSA PROMOTER
BINDING PROTEIN-LIKE 4유전자를 target로 CRISPR-Cas9시
스템을 이용한 유전자편집을 시도하여 개화기가 늦은 개체
를 확인하였고(Hyun et al. 2015), 애기장대, 담배, 상추, 벼의
원형질체 시스템을 사용하여 preassembled CRISPR-Cas9 ribonucleoproteins을 이용하는 유전자편집기술도 확립하였다
(Woo et al. 2015). 또한 새로운 핵산가수분해효소인 Cpf1을
이용한 식물 유전자편집기술도 확립하였으며(Kim et al. 2016),
포도의 흰가루병(powdery mildow disease)과 사과의 화상병
(fire blight disease)에 대한 각각의 감수성 유전자인 MLO-7,
DIPM-1, DIPM-2, DIPM-4등을 목표로 한 작물의 실용화를 위
한 응용 연구결과도 발표하였다(Malnoy et al. 2016). 또한 미
세조류(Chlamydomonas reinhardtii )를 대상으로 한 유전자편
집기술의 확립 및 zeaxanthin함량과 광합성 효율이 증진된 계
통도 확보하여 향후 이를 이용한 유용물질 대량생산기반도
확립하였다(Shin et al. 2016; Baek et al. 2016).
따라서 본 논문에서는 유전자편집기술들의 발달과정과
기술별 차이점, 안전성평가와 관련한 기술 분류 방법 등을
논하고 2016년부터 2018년 5월까지의 식물의 유전자편집과
관련된 논문의 발표 현황을 기술별, 식물별로 조사하였다.
또한 실용화가 가능한 작물의 개발에 관한 연구논문들을 병
저항성 작물, 유용단백질 또는 물질의 대량생산, 가뭄 등의
환경스트레스 저항성, 다수확작물 개발 등으로 분류하여 검
토하였다. 또한 미국 USDA의 동·식물검역청(APHIS)에서
승인된 유전자 편집 작물들의 현황과 향후 실용화 또는 상용
화가 가능할 것으로 전망되는 작물들에 관하여 조사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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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전자편집기술의 발전 현황
기존의 유전자변형작물의 안전성 평가의 핵심은 특정 유
전자변형작물에 도입된 새로운 외래 DNA단편과 이를 도입
하기 위하여 사용한 운반체 DNA단편이 유전자변형작물에
내재 하면서 이들이 인체 및 환경에 미치는 잠재적인 위해성
에 관한 것으로 끊임없는 논란이 지속되고 있다. 따라서 지
난 수 십 년간 과학자들은 이들 외래 DNA가 잔존하지 않는
유전자변형작물을 개발하기 위한 연구를 진행하여 왔다. 그
결과 Beetham 등(1999)은 합성한 oligonucleotides를 이용하여
게놈의 특정한 위치에 염기의 치환 또는 삽입을 통한 돌연변
이를 유발 할 수 있는 oligonucleotide- mediated mutagenesis
(OMM) 또는 oligonucleotide-directed mutagenesis (ODM)기술
을 발표하여 최초로 인위적인 유전자편집기술의 가능성을
제시하였으며, 옥수수, 벼, 밀, 담배 등의 작물을 대상으로 제
초제 저항성을 성공적으로 유도한 연구결과들이 발표되었
다(Beetham et al. 1999; Dong et al. 2006; Iida and Terada 2005;
Kochevenko and Willmitzer 2003; Okuzaki and Toriyama 2004;
Zhu et al 1999; Zhu et al 2000). 그러나 ODM기술은 주로 상동
성 의존 수선기작(homology-dependent repair, HDR)기작에 의
하여 DNA수선을 하는 세균, 효모, 동물의 배아줄기세포 등
과 비교하여 식물의 경우에는 그 효율성이 현저하게 떨어진
다는 것이 문제점이었다. 그 이유는 식물의 체세포는 비상
동성말단연결(non-homologous end joining, NHEJ)에 의존하
고 있으며 유전자편집 효율 또한 극히 낮을 뿐만 아니라 이
중나선의 절단(Double strand breaks, DSBs)주변의 삽입 또는
결실의 돌연변이가 일어나는 등의 부정확성 때문인 것으로
알려졌다(Puchta and Fauser 2013; Steinert et al. 2016).
따라서 식물의 게놈 내 목표로 하는 특정 DNA단편만 인식
하여 편집할 수 있는 정확도를 높이는 site-directed nuclease
(SDN)기술을 접목하기 위한 연구가 활발하게 진행되었다.
이 기술은 기본적으로 목표로 하는 DNA 단편만 정확하게
인식하는 분자와 이 부위를 절단하는 핵산가수분해효소
(nuclease)로 구성되어 있다. SDN기술이 작물에 응용되기 시
작하면서 European Food Safety Authority (EFSA)의 GMO 패널
그룹에서는 “게놈의 목표로 하는 특정 DNA단편의 이중나
선을 자르고 그 위치에 돌연변이를 유발하거나 특정 카셋트
를 삽입하는 모든 기술들”을 총칭하여 SDNs기술에 포함하
기로 하였으며 현재까지 개발된 zinc finger nuclease (ZFN),
transcription activator-like effector nuclease (TALEN), clustered
regularly interspaced short palindromic repeat (CRISPR)기술 뿐
만 아니라 향후 개발될 것으로 전망되는 모든 관련된 새로운
기술들을 포함하도록 하였다(EFSA, 2012).
현재까지 개발된 SDN기술을 편의상 개발된 순서대로 ZFN
기술을 1세대 TALEN기술은 2세대, CRISPR기술은 3세대 기
술로 구분할 수 있다. 1세대와 2세대인 ZFN과 TALEN기술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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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표로 하는 DNA단편만 정확하게 인식하는 각각의 독특한
도메인과 이 부위를 절단하는 핵산가수분해효소(FokI endonuclease)로 구성되어 있다. ZFN단백질은 고등생물에 존재
하는 것으로 DNA결합도메인은 3개의 zinc finger구조를 함
유하고 있으며 각각의 zinc finger는 3 bp의 염기를 인식한다.
그리고 FoKI endonuclease는 2개의 단량체(monomer)가 1쌍으
로 작용하며 각각의 monomer는 3개에서 6개의 zinc finger단
백질로 구성되어 9 ~ 18 bp DNA염기서열을 인식하기 때문
에 1쌍의 ZFN은 약 18 ~ 36 bp DNA를 인식하여 자른다(Kim
et al. 1996; Laity et al. 2001). 이러한 기작을 이용하여 옥수수
의 IPK1 유전자에 돌연변이를 유도한 결과 파이틴산의 함량
이 낮은 옥수수를 개발하는데 성공하는 등 다양한 식물에 응
용되기 시작하였다(Shukla et al. 2009).
TALEN기술에 사용되는 TAL effector는 식물병원균인
Xanthomonas가 식물 세포의 핵으로 주입되어 식물 유전자의
프로모터에 존재하는 특정 인자를 인식하여 식물의 감염을
유도하는데 필요한 식물유전자들의 발현을 촉진하는 것으
로 밝혀진 단백질이다(Kay et al. 2007; Römer et al. 2007;
Bogdanove et al. 2010). TAL effector 단백질의 DNA결합 도메
인은 33개에서 35개의 잘 보존된 아미노산 반복서열을 포함
하고 있으며 이중 12번과 13번은 다형성 보이는 repeat-variable
di-residue (RVD)로 특정 염기에 결합하기 위한 특이성을 부
여하기 때문에 특정 DNA에 결합할 수 있도록 적절한 RVD
를 조합할 수 있으며 반복수와 RVD영역의 염기에 따라 인식
할 수 있는 DNA의 길이와 특정 염기서열에 결합 할 수 있도
록 디자인이 가능하다. 하나의 TALENS의 DNA결합 도메인
은 12에서 30개의 RVDs를 포함하여 12 ~ 30개의 염기를 인
식할 수 있다(Boch et al. 2009; Moscou and Bogdanove 2009).
ZFN과 마찬가지로 TALENS의 경우에도 Flavobacterium
okeanokoites에서 알려진 FokI endonuclease를 사용하며 두 개
의 DNA 결합부위 사이에 이량체로 작용하여 절단하도록 디
자인하여 사용한다. TALEN기술을 이용하여 세균마름병
(bacterial blight)에 대한 감수성유전자(OsSWRRT 14)내에 3 ~
55 bp에 해당하는 염기의 삽입 또는 삭제를 유도하여 저항성
벼를 개발하는데 성공하는 등 다양한 식물에 응용되기 시작
하였다(Li et al. 2012). 그러나 ZFN과 TALENS기술의 가장 큰
문제점은 높은 비율의 “off-target”으로 인하여 세포손상이
일어날 수 있다는 사실이 이미 동물 세포 등을 통하여 밝혀
졌다(Cornu et al. 2008; Gabriel et al. 2011; Pattanayak et al.
2011). 뿐만 아니라 재조합된 ZFN 또는 TALE 단백질을 발현
하는 DNA단편을 식물에 도입하여야 하는 과정에서 이들 작
은 DNA단편의 클로닝을 포함한 여러 가지 후속단계의 취급
이 어려우며 식물체 내 도입된 이들 단백질의 과 발현에 의
한 유전자침묵현상(gene silencing)등도 문제점으로 대두되
었다(Kim et al. 1996; Chen and Gao 2013; Gaj et al. 2013; Pauwels
et al. 2014; Osakabe and Osakabe 2015; Jaganathan 2018).
3세대 기술인 CRISPR기술은 절단하고자 하는 DNA영역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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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ingle-guide RNA (sgRNA)가 인식한다는 점이 앞서 설명한
두 가지 기술과 비교하여 가장 크게 다르다. CRISPR라는 용
어는 Clustered Regulatory Inter-spaced Short Palindromic Repeat
의 약어로서 Jansen 등(2002)이 발표한 논문에 처음 사용되었
는데 대장균의 iap유전자의 하위영역에 존재하는 비 반복서
열 다음에 인접해 있는 tandem repeat를 지칭한다(Ishino et al.
1987). 이 반복서열의 염기서열과 상동성이 높은 DNA단편
이 플라스미드나 바이러스의 파지 DNA염기서열과 상동성
이 높다는 사실이 밝혀지고 그들의 기능을 연구하는 과정에
서 세균이 외부 DNA의 침입을 막기 위한 면역시스템에 관
여한다는 사실이 알려지면서 유전자편집 시스템에 차용하
는 연구가 구체화되기 시작하였다(Mojica et al. 2005). 동물세
포를 대상으로 CRISPR기술을 응용한 최초의 성공적인 연구
논문이 발표되었다(Jinek et al. 2012).
CRISPR 기술은 목표로 하는 DNA를 인식하여 결합하는
짧은 단편(20개의 염기서열)의 RNA가닥과 인식부위를 절
단하는 핵산가수분해효소가 필요하다. RNA가닥은 목표로
하는 염기서열을 대상으로 제작하며 핵산 가수분해효소는
Cas9과 Cpf1등을 사용한다. Cas9은 Streptococcus pyogenes 으
로부터 처음 분리된 다음 Neisseria meningitidis (Nmecas9),
Staphylococcus aureus, (Sacas9) (Ran et al., 2015), Streptococcus
thermophilus (st1cas9과 st3cas9) (Muller et al. 2016) 등이 알려
졌으며 이들은 유전자편집을 목표로 하는 생물체의 종류 및
그 특성에 따라 “off-target” 비율을 현저하게 감소시킬 수 있
다는 보고가 발표되었다. 또한 Streptococcus pyogenes에서 분
리한 spcas9 단백질의 일부 아미노산 서열을 변형시킨 경우
에도 특이성을 현저하게 높인다는 연구결과도 발표되었다
(Hu et al. 2018; Jaganathan 2018). CpfI은 Prevotella와 Francisella
에서 분리된 것으로 class II, V type의 핵산가수분해효소이
며, 단일가닥 RNA(single RNA guided, crRNA)복합체가 DNA
단편의 절단에 필요하고 절단면이 cohesive ends를 형성하
여 DNA단편의 삽입이 용이하다는 등의 장점을 내포한다
(Zetsche et al. 2015; Zetsche et al. 2017). 특히 Kim 등(2016)에 의
하면 Cpf1 단백질과 함께 콩의 FAD2와 담배의 AOC유전자를
targets로 하여 제작한 crRNA를 도입한 결과 “off-target”율이
현저하게 감소하였다고 하였다. 이 외에도 “off-target”율 감
소 등 여러 가지 특징을 나타내는 새로운 핵산가수분해효소
를 찾거나 기존의 알려진 효소를 변형시키는 연구결과가 진
행 중에 있으며 현재까지 약 53종류에 달하는 후보들이 알려
졌다(Zaidi et al.. 2017).
CRISPR-Cas9 또는 Cpf1시스템을 동물 또는 식물 등의 생
물체에 차용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은 실험 단계들 즉 목표로
하는 유전자 내 Protospacer adjacent motif (PAM)염기서열 확
인, 단일가닥 RNA (sgRNA)합성, 적합한 운반체 내 클로닝,
숙주세포로의 도입, 스크리닝, 검정 등이 필요하다. CRISPR
기술의 가장 큰 장점은 PAM영역의 다양한 돌연변이 유발,
target RNA의 합성, 운반체 내 클로닝 등의 바이오 부품 제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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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의 기술이 지속적으로 개발되고 있어 제작이 용이하고 효
율성과 정확도가 높다는 점이다. 또한 다양한 위치에 다양
한 유전자편집을 동시에 유도할 수 있는 multiplexing-editing
의 적용이 가능하다는 점이다. 무엇보다도 특정 DNA염기서
열들에 결합하기 위해 단백질-DNA결합이 아닌 RNA-DNA
결합을 사용하기 때문에 지속적인 논란의 대상이 되고 있는
외래 DNA가 도입되지 않은 DNA-free작물의 개발이 보다 용
이하다는 점이 가장 큰 장점이다.

안전성평가를 위한 유전자 편집 기술의 분류 동향
European Food Safety Authority (EFSA, 2012)는 안전성평가를
용이하게 하기 위하여 ZFN 기술을 ZFN-1, ZFN-2, ZFN-3기술
로 분류하고 각각을 다음과 같이 정의하였다. ZFN-1은 NHEJ
기작에 의하여 단일염기의 변화, 짧은 염기의 삽입 또는 결
실이 일어난 것으로 이중나선의 절단 후 교정과정에서 주형
가닥(repair template)을 사용하지 않아야 한다고 정의하였다.
또한 삽입이 일어난 경우에 삽입된 염기는 반드시 자신의 게
놈으로 부터 유래된 것이어야 하고 외부에서 삽입되지 않아
야 한다. ZFN-2는 상동성재조합기작(homologous recombination,
HR)에 의하여 특정단일 또는 작은 수의 염기가 변화, 삽입,
결실 등이 일어나는 점 돌연변이의 경우로 한정하였다.
ZFN-2는 점 돌연변이를 도입하기 위하여 target DNA와 상동
성이면서 도입하기를 원하는 점 돌연변이를 포함하는 DNA
주형가닥을 사용한다. ZFN-3는 상동성재조합(HR)기작을
이용하여 외래 DNA단편 또는 유전자 카셋트를 도입한 것으
로 정의하였다. 이때 도입된 DNA단편의 길이는 수 천 염기
쌍(kilo base pairs, kbps)까지 포함한다고 하였다. 그리고 실제
로는 HR뿐만 아니라 NHEJ 기작에 의하여도 특정 외래 DNA
단편의 도입도 일어날 수 있으며 이 경우를 특별히 ZFN
3-NHEJ로 구분하였다. EFSA는 이러한 등급 구분 체계는
TALENS와 CRISPR 그리고 앞으로 새로이 개발되는 모든 유
전자편집기술에도 동일하게 적용하여 이들 site-directed
nuclease (SDN)기술을 SDN-1, SDN-2, SDN-3로 구분하고 특
히 SDN-3에 해당하는 것들은 외래 DNA단편을 사전에 알고
있는 위치(predefined region)에 삽입한다는 것 외에는 기존의
유전자변형생물체와 동일한 것으로 간주하고 안전성평가
과정을 필하여야 한다고 주장하였다.
한편 Hilscher 등(2017)은 공여(donor) DNA의 사용 유무에
따라 SDN-1은 공여 DNA를 사용하지 않은 경우, SDN-2는 공
여DNA를 사용하여 작은 수의 돌연변이 유발, SDN-3는 공여
DNA를 사용하여 비교적 길이가 긴 외래 DNA단편이 삽입된
경우로 다시 정의하였다. 그러나 이러한 구분은 기술적인
측면이 아니라, 안전성평가 관리 측면에서 법적으로 구분을
시도한 것으로 이들 3종류의 산물들에 대한 규제는 기존의
유전자변형생물체의 정의를 어떻게 수정하느냐에 따라 운
명이 달라질 수 있다고 하겠다. 또한 SDN-2와 SDN-3의 경계

J Plant Biotechnol (2018) 45:155–170

가 명확하지 않고 임의적으로 해석될 소지가 다분하여 관련
규정을 수정할 때 세심한 검토가 필요한 부분이다.

유전자편집기술을 이용한 작물의 개발에 관한 논문 발표 현황
Hilscher 등(2017)은 2005년부터 2015년까지 발표된 유전자
편집식물에 관한 논문을 분석한 결과 ZFN과 TALENS기술
에 관한 논문은 5건 미만을 유지하였으나 CRISPR기술에 관
한 논문은 2014년도에는 약 20건 그리고 2015년도에는 약 50
건 이상이 발표되었다고 하였다. 식물의 종류도 벼와 애기
장대가 각각 22건과 19건으로 많았으며, 그 외 담배, 콩, 감자,
밀, 옥수수 등 다양한 종류의 식물에 적용되고 있는 것으로
보고되었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Pubmed database (https://www.
ncbi.nlm.nih.gov/pubmed/)를 이용하여 Plants, ZFN, TALEN,
CRISPR 등을 각각 키워드로 사용하여 2016년부터 2018년 5
월 현재까지 발표된 논문을 조사하여 분석하였다. 그 결과
예상한 바와 같이 ZFN과 TALEN기술을 이용한 논문 발표 건
수는 2016년도는 각각 3건과 14건, 2017년도에는 각각 3건과
4건이 발표되었으나 2018년도 5월까지는 각각 1건과 3건으
로 낮은 수준을 유지하였다. 반면에 CRISPR기술을 이용한
논문은 2016년도에 65건, 2017년도에는 100건으로 거의 두
배 가까이 증가하였으며 2018년도 5월까지 조사에서도 48건
으로 향후 지속적으로 늘어날 것으로 예상되었다(Fig. 1).
또한 CRISPR기술이 적용된 식물의 종류를 조사하여 본
결과를 Figure 2에요약 하였다. 그 결과를 보면 애기장대와
벼가 각각 46건으로 가장 높은 건수가 발표되었다. 이는
Hilscher 등(2017)이 2005년부터 2015년까지 발표된 논문에
서 조사한 결과와 유사하였다. 이어서 담배와 토마토가 각
각 15건이 발표되었으며 밀(11), 옥수수(10), 콩(6) 그리고 유
채, 목화, 포도나무, 포플라 등이 각각 5건, 감자와 보리가 각
각 4건, 알팔파, Chlamydomonas, 페튜니아 등이 각각 3건,
Citrus, Moss, Camelina, 사과, Japanese morning glory 등이 각각
2건 발표되었다. 이 외에 Peanut, Silene latifolia, Sugarcane,
Flax, Sorghum, Strawberry, Lettuce, Liver wort, Kiwifruit, Green

Fig. 1 Articles presenting experimental data of ZFN, TALEN
and CRISPR/Cas9 technology in plants 2016-May 2018. Publications regarding genome edited plants were included in the
PubMed databas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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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2 Crop species successfully gene edited using the CRISPR/
Cas9 system 2016- May 2018. Publications were included in
the PubMed database

algae, Sweet potato, Switch grass, Banana, Cassava, Papaya, Saliva
miltiorrhiza, Orchid, Chrysanthemum, Watermelon, Lotus japonicus,
Physcomitrella patens, Cucumber 등이 각각 1건으로 발표되어,
Jiang 등(2013)이 CRISPR 편집기술을 단자엽과 쌍자엽 식물
에서 성공적으로 작용한다는 사실을 발표한 이후 모델식물
인 애기장대를 비롯하여 벼, 밀, 보리 등의 주곡작물과 담배,
화훼, 채소, 과수 등으로 다양하게 늘어나고 있음을 알 수 있
었다.
한편 이들 발표논문들의 연구목적에 대한 내용을 조사한
결과를 Figure 3에 제시하였다. 연구 목적 또는 내용을 protocol 확립, gene function 연구, 안전성에 관한 연구, 실용화와
관련된 연구 등 크게 4 그룹으로 분류하여 계수한 다음 실용
화관련 연구는 다시 세분하여 유용단백질 또는 물질의 생산
을 위한 대사공학연구, 병 저항성 작물 개발에 관한 연구, 가
뭄 등의 환경스트레스 저항성연구, 수량증대와 관련된 연구
그리고 기타 등으로 구분하여 조사하였다. 그 결과 첫째로
protocol 확립 즉 식물별 실험조건, 효율증진, “off-target”율 감
소, PAM 영역과 target RNA 합성, 운반체 내 클로닝 등의 바
이오 부품 제작, multiplexing-editing조건 설정 등에 관한 연구
건수가 110건으로 가장 많았으며 이들 연구 중에는 제초제
저항성유전자인 5´-enolpyruvylshikimate–3-phosphate synthase
(EPSPS) (Sauer et al. 2016)와 Acetolactate synthase (ALS) (Sun et
al. 2016; Shimatani et al. 2018; Butler et al. 2016)유전자를 report
유전자로 사용하여 상동성재조합에 의한 유전자편집기술
(homology directed repair, HDR)로 SDN-2작물 개발에 관한 기
초 연구와 single-stranded oligonucleotides (ssODNs)와 CRIPSPRCas9시스템을 동시에 적용한 유전자편집 기초 기술 확립 등
에 관한 연구들도 포함되었다.
두 번째로는 특정 유전자의 knock-out으로 기능을 확인하는
functional genomics에 해당하는 연구 건수가 많았다. 이러한
추세는 향후 CRISPR기술을 이용한 식물의 발달, 구조, 생식
등 다양한 세포, 생화학적 기능을 해석하는 연구 추세가 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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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3 Publication numbers of CRISPR/Cas9 genome edited
plants by their purpose and practical application. Publications
were included in the PubMed database

격하게 증가할 것으로 예측할 수 있다. 그 다음은 농업적으
로 유용한 형질을 도입하여 향후 실용화 또는 상업화를 목적
으로 한 연구로서 구체적으로 보면 유용단백질 또는 물질의
생산을 위한 대사공학연구건수가 10건, 병 저항성 작물 개발
에 관한 연구가 8건, 가뭄 등의 환경스트레스 저항성이 2건,
수량증대와 관련된 연구건수가 2건, 그리고 화색변경, 저장
수명 연장, 단위결실 등에 관련된 기타건수가 7건이 발표되었
다. 이들은 연도별로 증가하는 추세를 나타내었다(Fig. 3).

CRISPR기술을 이용한 실용화 작물 개발 연구현황
Figure 3에서 언급한 농업적 실용화를 목표로 한 연구논문들
을 작물별로 target 유전자, 개량된 작물의 농업적 형질 등에
관하여 심도 있게 조사한 결과를 Table 1에 요약하였으며 개
별 논문에 대한 주요 결과를 보면 다음과 같다.

유용단백질 또는 물질의 생산을 위한 대사공학 작물 개발
대사공학 기술을 이용한 지방산 조성을 변경한 작물들은 이
미 RNAi기술 등 기존의 유전자변형기술로 개발되어 상업화
된 이벤트가 많이 있다. CRISPR유전자편집기술을 이용한
지방산 조성변경에 관한 연구 역시 쌀(Abe et al. 2018), Camelina
sativa, Arabidopsis (Jiang et al. 2017), Brassica napus (Okuzaki et
al. 2018) 등 4종류의 작물에 대하여 FAD유전자를 knock-out
시킨 결과들이 발표되었다. 보다 구체적으로 보면 쌀의
OsFAD2-1유전자를 knock-out시켜 쌀겨(rice bran)에 oleic acid
함량이 높고 linoleic acid함량이 낮은 계통에 관한 연구, 애기
장대와 유료작물인 Camelina sativa종자에 oleic acid 함량이
16에서 50%까지 증가하고 linoleic acid 와 linolenic acid 함량
은 상대적으로 그만 큼 감소한 계통에 관한 연구, 그리고 유
채(Brassica napus cv. Westar)의 경우에도 FAD2유전자에 대한
편집기술을 통하여 olecic acid 함량이 현저하게 증가한 연구
결과들이 발표되었다.
이와 함께 카로티노이드 또는 플라보노이드 화합물 등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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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1 Research articles on development of CRISPR gene edited crops for practical application in agriculture
Crop

Metabolic
engineering

Disease
resistance

Yield

Others

Trait

Reference

FAD2

High oleic acid

Abe et al. 2018

FAD2

High oleic acid

Jiang et al. 2017

FAD2a

High oleic acid

Okuzaki et al. 2018

Chlamydomonas
reinhardtii

CpFTSY
ZEP

High Zeaxanthin,
photosynthetic activity

Baek et al. 2016

Tomato

SlMYB12

Pink-fruited tomato

Deng et al. 2018

Tomato

LCY-E

High lycopene

Li et al. 2018a

Tomato

SlySSAD

High GABA

Li et al. 2018b

Wheat

a-gliadin

Low gluten

Sánchez-León et al. 2018

Rice

SBEI, EIIb

High amylose

Sun et al. 2017

Tobacco cell

XylT, FucT

Biotherapeutic proteins

Cucumber

eIF4E

Virus resistance

Arabidopsis

eIF(iso)4E

Potyvirus

Hanania et al. 2017
Chandrasekaran
et al. 2016
Pyott et al. 2016

Rice
Nicotiana
benthamiana,
Arabidopsis
Rice

eIF4G

Rice tungro spherical virus

Macovei et al. 2018

3’-UTR of CMV

CMV or TMV

Zhang et al. 2018

OsERF922

Rice blast disease

Wang et al. 2016

Citrus

CsLOB1

Citrus canker

Jia et al. 2017

Citrus

Citrus canker
Powdery mildew
fire blight disease
Enhanced stomatal response

Peng et al. 2017
Malnoy et al. 2016

Arabidopsis

CsLOB1 promoter
MLO-7,
DIPM
OST2

Maize

ARGOS8

Draught stress resistance

Shi et al. 2017

Tomato

J2, EJ2, SEP4

Higher yielding hybrids

Soyk et al. 2017a

Tomato

SELF-PRUNING 5G (SP5G)

Early flowering
and yield

Soyk et al. 2017b

Tomato

SlWUSCArG, SlCLV3, S

Fruit size, branching, etc

Rodríguez-Leal et al. 2017

Tomato

SlIAA9

Parthenocarpic

Ueta et al. 2017

Tomato
Japanese
morning glory
Japanese
morning glory

SLALC

Long-shelf life

Yu et al. 2017

DFR-B

Flower color changes

Watanabe et al. 2017

EPHEMERAL1

Delay in petal
senescence

Shibuya et al. 2018

Rice

TGMS

Breeding hybrids

Zhou et al. 2016

Brassica napus

ALCATRAZ (ALC)

Shatter resistance

Braatz et al. 2017

Grape, apple
Abiotic stress
resistance

Target gene

Rice
Camelina
sativa
Brassica napus

축적을 유도하기 위하여 CRISPR기술을 적용한 연구 논문도
발표되기 시작하였다. Baek 등(2016)은 미세조류인 Chlamydomonas reinhardtii를 대상으로 CpFTSY와 ZEP유전자를 동시
에 knock-out시킨 결과 zeaxanthin의 지속적집적과 함께 광합
성효능이 증진된 DNA-free 계통을 개발하였다고 보고하였
으며, 특히 이는 기존의 유전자변형생물체안전관리 대상에
서 제외 될 수 있을 것이라고 전망하며 향후 미세조류를 이
용한 제약, 기능성식품, 동물 사료 등의 생산에 응용될 수 있

Osakabe et al. 2016

을 것이라고 하였다. 또한 Li 등(2018a)도 stay green 1(SGR1),
lycopene ε-cyclase (LCY-E), beta-lycopene cyclase(Blc), lycopene
b-cyclase 1 (LCY-B1), LCY-B2 등 5종의 유전자에 대하여 CRISPR/
Cas9 multiplex genome editing을 도입한 결과 과실에 lycopene
의 함량이 대조구에 비하여 5.1배까지 증대된 토마토 계통을
개발하였다. 그리고 토마토의 SlyGABA-TP1, SlyGABA-TP2,
SlyGABA-TP3, SlyCAT9, SlySSADH 등 5종의 유전자에 대하여
역시 유사한 CRISPR/Cas9 multiplex genome editing기술로 유

J Plant Biotechnol (2018) 45:155–170

전자 편집을 수행한 결과 4종의 유전자에 동시에 knock-out
이 일어난 토마토의 잎에서 GABA의 함량이 19배 이상 증가
된 결과를 발표하였다(Li et al. 2018b).
또한 Deng 등(2018)은 플라보노이드의 생합성대사에 관
여하는 전사인자인 SlMYB12 유전자를 target로 하여 첫째 액
손 부위에 약간 긴 단편의 결실이 일어나도록 다지인한
CRISPR-Cas9시스템을 도입하여 유전자편집을 시도한 결과
크고 작은 결실이 일어난 것을 확인하였으며 가장 긴 경우
약 83bp가 결실된 것을 확인하였다. 이들 토마토 과실은
SIMYB12 전사인자가 플라보노이드의 합성에 관여하는 CHS1
과 CHS2유전자의 발현을 억제하여 yellow-colored flavonoid
인 naringenin chalcone의 축적이 감소되어 결국 토마토 과실
은 pink색을 나타내었다고 하였다. 핑크색 토마토는 아시아
인 특히 중국과 일본인들이 선호하는 계통으로 알려져 있으
나(Lin et al. 2014), 전통 육종기술로는 5년 이상의 장시간이
소요되어 많은 어려움이 있었다. 본 연구는 유전육종학자들
에 의하여 핑크색 토마토는 노란색인 naringenin chalcone이
축적되지 않은 결과이며 이는 Y유전자 즉 R2R3-MYB전사인
자를 암호 하는 유전자가 knock-out된 결과라는 것이 밝혀졌
기 때문에 가능하였다.
Sánchez-León 등(2018)은 제빵용 밀가루 반죽의 탄력적인
물성을 유지하여 주는 글루텐 단백질의 함량을 감소시킨 밀
계통을 개발하였다. 밀의 글루텐은 일부 민감한 사람에게는
만성 소화장애(coeliac disease)를 유발하기 때문에 이들은 밀
가루 음식은 피하여야 한다. 연구자들은 글루텐 단백질의
주성분인 α-gliadins은 약 100여종의 유전자에 의하여 암호
되어 있으며 이중 coeliac disease 증상에 주요한 immunodominant
로 작용하는 것으로 알려진 33-mer 펩타이드를 목표로 하여
CRISPR 유전자편집을 시도한 결과 21개체에서 다양한 유전
자에 돌연변이가 유발된 것을 확인하였으며 모든 개체가 낮
은 α-gliadins함량과 함께 면역반응도 85%이하의 수준으로
감소되었다고 하였다. 뿐만 아니라 이들도 “transgene free”계
통이어서 당연히 기존의 유전자변형작물에 해당하지 않는
다고 주장하였다. 또한 Sun 등(2017)은 CRISPR/Cas9기술을
이용하여 벼의 starch branching 효소 유전자인 SEBI 과 SEBIIb
에 돌연변이가 일어나도록 유전자편집을 수행한 결과 아밀
로스함량이 대조구에 비하여 25%까지 현저하게 증가된 결
과를 보고하였다. 아밀로스 함량이 증가된 쌀은 당뇨, 심장
병, 직장암 등의 성인병 및 다이어트에 도움이 된다고 한다.
그리고 식물세포의 당단백질은 동물에는 존재하지 않는
독특한 α(1,3)-fucose와 β(1,2)-xylose을 부가적으로 부착시킨
N-linked glycans을 생산한다(Tekoah et al. 2015). 따라서 식물
세포를 이용하여 동물과 유사한 당단백질의 생산을 위하여
RNAi기술 등을 이용하여 부가적인 당쇄사슬을 제거하는 연
구가 많이 진행되어 왔다(Matsumura 2010). 이러한 연구목적
에 따라 Hanania 등(2017)은 담배 현탁세포(BY2)의 β(1,2)xylosyltranferase (XylT)와 α(1,3)-fucosyltransferase (FucT) 유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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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에 대한 gene editing을 시도한 결과 N-linked β(1,2)-xylose와
α(1,3)-fucose잔기가 없는 당단백질을 확인하였다.

병저항성 작물 개발
주요 작물의 병･해충에 의한 피해규모는 해마다 증가하고
있다. 따라서 CRISPR기술을 이용한 저항성 작물 개발에 관
한 연구 논문도 지속적으로 발표되고 있다. 지난 2016년부터
발표된 논문들을 조사하여 보면 바이러스저항성에 관한 연
구건수가 4건, 벼 도열병(1), 감귤궤양병(2), 포도의 흰가루
병(powdery mildow disease)과 사과의 화상병(fire blight disease)
(1) 등이 발표된 것으로 조사 되었다. 바이러스저항성 작물
을 개발하기 위한 target유전자의 하나로 단백질 생합성과정
에 관여하는 eukaryotic translation initiation factor를 암호 하는
오이의 eIF4E유전자에 대한 유전자편집기술로 최초로 바이
러스 저항성 작물이 보고되었다(Chandrasekaran et al. 2016).
CRISPR-Cas9 시스템을 이용하여 eIF4E단백질의 N-말단과
C-말단에 유전자편집이 일어나도록 디자인하여 도입한 결
과 작은 크기의 결실 또는 단일염기의 삽입과 결실이 나타났
으며, N-말단과 C-말단에 모두 유전자편집이 일어난 homozygous T3 세대를 선발하여 병저항성 검정을 하여 본 결과
Cucumber vein yellowing virus (Ipomovirus), potyviruses Zucchini
yellow mosaic virus, Papaya ring spot mosaic virus-W에 대하여
immunity 또는 저항성을 보였다고 하였다.
또한 Pyott 등(2016)은 potyvirus의 ‘VPg’ (viral protein genomelinked) 단백질이 숙주세포의 단백질번역시스템을 점령하는
데 관여하며 숙주세포의 전령 RNA는 eIF4E 또는 eIF(iso)4E
인자 중 어느 하나에 결합하여 번역을 진행 시킬 수 있지만
potyvirus는 종에 따라 두 가지 인자 중 어느 하나에만 결합한
다. 즉 Turnip mosaic virus (TuMV)의 경우 VPg 단백질이 애기
장대의 eIF(iso)4에만 특이적으로 결합하여 단백질합성을
진행한다는 것을 확인하였으며(Wittmann et al. 1997), 이후
eIF(iso)4E 돌연변이체들은 TuMV 바이러스에 저항성을 나
타냄을 확인하여 이러한 사실을 증명하였다(Duprat et al.
2002; Lellis et al. 2002; Sato et al. 2005). 이러한 기존의 생리학
적, 유전육종학적 연구결과를 바탕으로 Pyott 등(2016)은
CRISPR기술을 적용하여 애기장대의 eIF(iso)4E 유전자 편집
을 수행하여 TuMV에 완전한 저항성(complete resistance)계
통을 확인하였다. Macovei 등(2018)도 이와 유사하게 벼의 Rice
tungro disease (RTD)를 유발하는 Rice tungro spherical virus
(RTSV)와 Rice tungro bacilliform virus에 대한 저항성을 계통
을 개발하기 위하여 RTSV에 감수성이며 아시아지역에서
많이 재배되고 있는 IR64품종을 대상으로 eIF4G 유전자에
CRSIPR-Cas9 유전자편집을 시도하여 저항성 계통을 확인
하였다. 특이한 사항은 RTSV에 저항성과 감수성인 계통에
대한 단일염기다형성을 비교하여 YVV아미노산 잔기에 결
실 또는 치환 등의 돌연변이가 일어나 homozygous recessiv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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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면 저항성을 나타낸다는 사실이 이미 그 이전에 보고되었
으며(Lee et al. 2010b), CRISPR-Cas9으로 유전자편집을 한여
얻은 다양한 개체 들 중에서 YVV잔기와 인접한 SVLFPNLAGKS잔기에 돌연변이가 일어난 계통들에 한하여 저항
성을 보였다고 하였다(Macovei et al. 2018). 바이러스 저항성
계통을 개발하기 위한 또 다른 접근 방법은 바이러스의 게놈
내 유전자를 knock-out시키는 방법이다. Zhang 등(2018)은
cucumber mosaic virus와 tobacco mosaic virus의 open reading
frame이나 3´-말단의 비번역부위(UTR)에 존재하는 22개의
목표를 정하여 제작한 CRISPR-Cas9 시스템을 이용하여 애
기장대와 담배에 유전자편집을 시도한 결과 동 바이러스의
감염에 대하여 현저하게 저항성이 증진되었음을 확인하였다.
세균이나 곰팡이병에 대한 저항성작물의 개발 연구 또한
활발하게 진행되고 있다. Wang 등(2016)은 벼의 ethylene
responsive factors (ERF)를 암호 하는 유전자인 OsERF922에
대하여 CRISPR 유전자편집을 시도한 결과 삽입 또는 결실
의 돌연변이체를 확보하였으며 이들의 후대교배육종을 통
하여 transgene–free homozygous recessive계통들을 선발한 후
도열병에 현저한 저항성을 보이는 계통들을 확인하였다. 또
한 감귤궤양병(citrus canker)에 대하여 저항성 계통을 개발하
기 위하여 Peng 등(2017)은 숙주 내 감수성 유전자(CsLBO1)
의 프로모터 부위 그리고 Jia 등(2017)은 CsLBO1유전자의
coding region을 각각 target로 하여 CRISPR 유전자편집 기술
을 적용하여 저항성 계통을 개발하였다. 전자의 경우에는
CsLBO1유전자의 프로모터 부위에 존재하는 effector binding
element (EBEPthA4)에 돌연변이를 유발하였기 때문에 병원균
인 Xanthomonas가 생산하는 effector역할을 하는 PthA4가 인
식을 하지 못하여 감수성 유전자인 CsLOB1유전자의 발현을
활성화하지 못하여 저항성을 보이는 경우에 해당한다. 그리
고 후자의 경우에는 CsLBO1유전자의 coding region역시 병
저항성에 knock-out 될 경우 저항성을 나타낸 것을 증명한 경
우로 향후 식물-병 상호반응에 관여하는 수많은 작물 병의
방제에 응용이 될 수 있을 것으로 전망한다. Malnoy 등(2016)
은 과수인 포도와 사과에 CRISPR기술을 이용한 유전자편
집연구결과를 발표하였다. 저자들은 포도의 흰가루병(powdery
mildow disease)을 일으키는 Erysiphe necator에 감수성인 유전
자인 MLO-7 그리고 사과의 화상병을 일으키는 Erwinia
amylovora에 감수성 유전자인 DIPM-1, DIPM-2, DIPM-4를
target로 각각 포도와 사과의 원형질체를 이용하여 CRISPR
유전자편집을 시도한 결과 성공적인 삽입 및 결실을 확인하
였으며 향후 재분화식물체의 확보와 함께 병저항성 검정 등
의 후속 연구결과가 기대된다.

무생물적 환경스트레스 저항성 작물 개발
Osakabe 등(2016)은 애기장대에서 엽록체의 stomata반응에
주요한 OPEN STOMATA 2 (OST2) (AHA1)유전자를 target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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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RISPR유전자편집을 시도하여 가뭄 등의 환경 스트레스 내
성 작물의 개발 가능성을 제시하였다. 애기장대에는 현재 11
종의 plasma membrane H+-ATPase(AHA1–AHA11)가 알려져
있으며 세포질에 존재하는 N-말단과 C-말단, transmembrane
영역, nucleotide-binding영역으로 구성되어 있다. 사전 연구
에 의하면 OST2 유전자에 돌연변이가 일어난 경우 스토마타
가 ABA에 반응을 못하게 하여 지속적인 양성자(H+)의 펌프
가 유지되도록 한다고 알려져 있다(Merlot et al. 2007). Oskabe
등(2016)은 애기장대의 OST2유전자를 target로 하고, Cas9핵
산가수분해효소가 조직 특이적으로 발현되도록 디자인한
시스템을 사용하여 유전자편집을 수행한 결과 스토마타의
기능이 증진된 계통을 확인하였다. 또한 Shi 등(2017)은 가뭄
에 강한 내 한발 옥수수를 개발하기 위하여 에틸렌 생합성에
관여하는 ARGOS8유전자의 발현양이 조직 특이적이고 절대
적으로 낮아 이 유전자의 프로모터를 모든 조직과 모든 발달
시기에 발현양이 보다 높은 GOS2유전자의 프로모터와 교체
하기 위하여 DNA수선을 위한 주형가닥 즉 공여 DNA분자의
양쪽에 homology arm을 두고 GOS2 유전자의 프로모터 단편
을 포함하도록 하여 HDR기작을 이용한 CRISPR유전자편집
을 시도하였다. 다양한 유전자편집 옥수수 계통의 포장시험
결과 개화기에 가뭄스트레스를 준 경우에도 에이커 당 5
bushels까지 수확량이 증대한 계통을 확인하였다. 이 경우는
공여 DNA를 사용하여 400 bp에 해당하는 GOS2 유전자의 프
로모터를 ARGOS8유전자의 프로모터에 삽입하거나 치환한
경우에 해당한다.

작물의 수량증대 연구
Soyk 등(2017a)은 토마토의 J2 (jointless), EJ2 (enhancerof-jointless2), S(compound inflorescence 2) allele를 target로 하여
CRISPR유전자편집기술을 적용하여 얻은 다양한 계통들 중 기
존의 상업용품종과 비교하여 화서가지(inflorescence branching)
가 적당하게 유지되어 착과수의 증가에 따른 현저한 수량증
대효과를 확인하였다. 이 연구결과는 토마토 육종학자들이
지난 오랜 세월동안 경작에 알맞고 소비자가 선호하는 계통
을 육성하기 위한 육종과정에서 원하지 않는 형질의 축적 때
문에 오히려 수량이 감소되는 역효과에 대한 원인을 CRISPR
편집기술로 해결한 쾌거라고 할 수 있다. 토마토 과일은 성
숙되면서 식물체로부터 쉽게 떨어질 수 있도록 하는 꽃자루
절단 부위(pedicel abscission zone)가 있어 꽃자루 부위에 볼트
모양으로 약간 튀어나온 조직이 있다. 이 조직 때문에 토마
토의 기계수확이 어렵고 인력으로 수확을 하드라도 꼭지가
남아 수확 후 포장 및 운송과정에서 과실에 손상을 주어 품
질을 떨어뜨린다(Rick and Butler 1956; Reynard 1961). 따라서
전통교배육종에 의하여 homozygous j2 (jointless)돌연변이체
로 이 조직이 없는 계통을 선호한다. 그러나 전통 교배육종
방법에 의하여 jointless형질을 다른 재배종에 도입하고자 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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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우에 과다한 화서가지(inflorescence branching)의 생성으로
인한 수확량 감소 등의 문제점이 발견되었다(Robinson 1980).
Soyk 등(2017a)은 이러한 부의 상위작용(negative epistasis)
현상을 분자생물학적으로 밝히기 위하여 수천 점에 달하는
재배용 토마토 품종과 야생종 등을 총 망라하여 유전육종 분
석과 염기서열 분석 결과를 비교 조사하여 enhancer-of-jointless2
(ej2)의 locus를 확인 하였으며 유전자편집기술로 J2와 EJ2는
MADS-box유전자인 SEPALLATA4 (SEP4) family에 속한다는
사실을 밝혔다. 뿐만 아니라 제3, 제4의 SEP4 family에 해당하
는 RIN과 LIN유전자들을 확인하여 유전자편집기술을 적용
하여 각각의 기능을 확인하였다. 이렇게 유전자 편집된 각
각의 개체 간 교배를 통하여 각각의 유전자량(gene dosage)비
율이 적절하게 조합되어 수량이나 과일의 크기, 무게, 그리
고 jointless특성을 보유한 토마토 계통을 확보하였다. 이러
한 연구결과는 기존의 전통육종기술로 해결이 어려운 한계
점을 최신 유전자편집기술로 해결한 경우로 전통육종전문
가와 분자육종전문가와의 협동에 의한 대표적인 성공사례
라고 할 수 있겠다.
토마토의 육종에 또 다른 하나의 한계점은 일장에 따른 개
화기 조절이다. 즉 재배지역에 따라 알맞은 광주기 반응을
하는 품종들을 육종하는데 한계가 있다. 따라서 Soyk 등
(2017b)은 토마토의 SELF-PRUNING 5G (SP5G)유전자의 첫
번째 exon 부위를 target로 하여 유전자편집을 시도한 결과 일
장의 길이에 관계없이 조기개화를 하는 계통을 확인하였다.
저자들은 SP5G유전자를 찾기 위하여 재배종 토마토 품종의
육종 모본인 야생종 즉 Solanum pimpinellifolium, Solanum
cheesmaniae, Solanum galapagense에 대한 수집 종을 대상으
로 일장의 길이가 개화에 미치는 장일효과를 조사하였다.
그 결과 S. galapagense가 단일효과가 가장 높아서 단일 처리
하에 개화기가 빨랐으나 장일 처리 하에서는 개화기가 아주
늦은 것을 확인하였다. 따라서 S. galapagense와 재배종 토마
토와의 교배조합 중 F2 집단을 장일 조건에서 재배한 후 조기
에 개화하는 것과 개화기가 늦은 그룹별로 quantitative trait
locus sequencing (QTL-seq)을 수행하여 단일염기다형성을 보
이는 cDNA를 찾아 비교분석한 결과 개화기가 늦은 그룹에
서 두 종류의 유전자, SINGLE FLOWER TRUSS (SFT, encoding
florigen)와 이와 homolog인 SP5G(Solyc05g053850)를 찾았다.
저자들은 이미 기존에 개화 억제 기능을 보인 것으로 보고된
SP5G유전자(Cao et al. 2016)에 대한 CRISPR기술을 적용하여
성공적인 연구결과를 얻었다.

기타 실용화 연구
Rodríguez-Leal 등(2017)은 토마토를 대상으로 생산과 관련
된 유전자들의 promoter를 target로 유전자편집을 시도하여
다양한 cis-regulatory인자들의 돌연변이체조합을 제작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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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용한 표현형 개체들을 선발하여 육종모본으로 이용하고
자 하는 방대한 연구 방안을 제안하였다. 또한 Ueta 등(2017)
은 토마토를 대상으로 단위결실의 조절에 핵심역할을 하는
SlIAA9유전자를 목표로 CRISPR-Cas9유전자편집을 수행하
여 얻은 재 분화 식물체로부터 잎의 형태학적 특성이 변형이
되면서 종자가 없는 과실을 생산하는 즉 단위결실의 특성을
나타내는 개체를 확인하였다. 이 연구결과는 향후 다른 토
마토 품종은 물론 다른 주요 원예작물의 단위결실 육종에 크
게 이용될 것으로 전망한다. 또한 토마토의 경우 수확 후 저
장기간에 신선도가 떨어지면서 품질이 저하되는 저장성이
큰문제가 되고 있다. 이러한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하여 Yu
등(2017)은 토마토의 ALC유전자를 target로 하여 단 하나의
염기만을 변경하기 위하여 NHEJ와 HDR기작을 이용한 방
법으로 유전자편집을 시도하여 수확 후 저장성이 아주 우수
한 계통을 선발하였다.
이 외에도 관상용 화훼작물의 하나인 Japanese morning
glory Ipomoea (Pharbitis) nil을 대상으로 Watanabe 등(2017)은
안토시아닌 생합성 대사에 관여하는 dihydroflavonol-4-reductase-B
(DFR-B)유전자를 target로 하여 유전자편집을 시도한 결과
조직배양과정 중에 식물체의 줄기의 색이 이미 변화된 것을
확인할 수 있었으며 이들 재 분화 식물체로부터 핀 꽃은 안
토시아닌의 함량이 낮거나 없어 흰색이나 보라색이 옅어지
는 쪽으로 변화되었다. 저자들은 이 연구결과는 CRISPR유
전자편집기술로 화색을 변형시킨 최초의 연구결과라고 하
였다. 또한 Shibuya 등(2018)은 Japanese morning glory의 EPHEMERAL1 (EPH1)(NAC전사인자로 꽃잎의 노화에 관여하는 핵심
조절인자)를 target로 3가지 영역에 대하여 동시에 유전자편
집을 수행한 결과 다양한 단일 염기의 결실 또는 삽입이 일
어난 개체들을 확인하였으며 노화가 현저하게 지연됨을 확
인하였다.
웅성불임계통은 잡종 벼(F1 hybrid)를 생산하는데 아주 중
요한 역할을 한다. 그러나 벼의 경우에는 현재까지 알려진
웅성불임계통이 많지 않아 잡종을 육종하는데 많은 어려움
이 있다. Zhou 등(2016)은 벼의 thermo-sensitive male sterility
(TGMS)에 관여하는 것으로 알려진 TMS5 유전자를 target로
하여 유전자편집을 수행하여 11종의 상업적으로 유용한
“transgene clean” TGMS 계통을 단 1년 만에 선발할 수 있었다.
이러한 접근 방법으로 향후 웅성불임계통을 이용한 잡종 벼
품종 생산에 크게 응용될 것으로 기대된다. Braatz 등(2017)
은 유채의 종자 탈립저항성을 증진시키기 위하여 2종의
ALCATRAZ(ALC) homoeologs를 target로 유전자편집을 수행
하였다. T0개체들의 후대교배육종으로 transgene-free homozygous
knock-out line을 확보한 후 탈립성을 조사한 결과 대조 구에
비하여 저항성이 현저하게 증가한 것을 확인하였다. 이 연
구결과 역시 향후 다른 우수 유채 재배종뿐만 아니라 수확하
기 전에 종자가 탈립하는 경향이 강하여 손실을 가져오는 다
른 작물에도 활용이 가능할 것으로 전망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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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농무성의 CRISPR유전자편집작물의 승인 현황 및 향후
실용화전망
미국은 CRISPR기술 등 SDN기술이 적용된 작물들 중 특히
외래 유전자단편이 존재하지 않는 ‘transgene free’ 작물들은
유전자변형작물에 포함하지 않으므로 안전성 심사과정에
서 제외된다. 이들은 미국 농무성(USDA)의 동･식물검역소
(APHIS)의 홈페이지에 개설된 “Am I regulated? process 프로
그램을 통하여 실험과정 또는 개발과정에 대하여 자료를 제
출하고 심의를 받고 자문을 통하여 안전성 심사과정에서 제
외될 수 있다. 이렇게 하여 허가를 받은 이벤트들은 USDA의
Animal and Plant Health Inspection Service; recorded under
Regulated Letters of Enquiry (under 7 CFR part 340), https://
www.aphis.usda.gov/aphis/ourfocus/biotechnology/am-i-regulate
d에 업데이트 된다. Table 2는 2016년부터 2018년 5월 현재까
지의 자료 중 CRISPR기술이 적용된 작물들만 요약하였다.
플로리다대학교는 토마토의 J2유전자에 대한 편집기술
로 만든 과일의 기계수확이 용이하고 꼭지가 남아 있지 않아
운송 과정에서 상처가 나지 않도록 제작한 계통을 개발하여
등록하였다. DuPont Pioneer회사는 Northern leaf blight (NLB)
에 저항성을 갖도록 옥수수의 NLB18 유전자편집을 시도한

계통과 waxy gene에 대한 유전자편집을 시도하여 아밀로펙
틴전분만 함유한 찰옥수수를 등록하였다. USDA-ARS는 이
중나선 RNA 결합단백질을 암호하는 Drb2a와 Drb2b유전자
편집으로 제작한 내한발성 콩을 등록하였다. Yield 10 Bioscience회사는 Fatty Acid Desaturase (FAD)유전자 편집으로
올레인산 고 함유 아마(flax)를 등록하였으며, Donald Danforth
Plant Science Center는 옥수수 ID1 유전자의 homolog를 target
로 하여 유전자편집을 시도하여 개화기를 지연시킨 Setaria
virdis를 등록하였다. 그리고 펜실베니아 대학교에서는 polyphenol oxidase gene을 목표로 유전자편집기술을 통하여 수확
후 상처를 받아도 갈변이 되지 않는 버섯을 등록하였다. 그
러나 등록된 작물들에 대한 제작 방법 및 관련 유전자등에
대한 상세한 정보는 대부분의 자료가 기업비밀로 처리되어
있어 자세하게 제작 방법이나 기술들을 확인하는데 어려움
이 많았다. 따라서 이들 작물들이 SDN-1, SDN-2, SDN-3 중 어
느 부류에 속하는지는 판단하기가 어려웠다. 다만 외래유전
자가 숙주식물에 남아 있지 않는 ‘transgene free’에 국한하여
허가를 한다는 정의에 따라 대부분이 SDN-1일 것이라고 추
측은 가능하나 정확한 자료를 조사하기 전에는 판단하기 어
렵다.
한편 Table 2에 등록된 유전자편집 작물들은 미국에서는

Table 2 Approved gene edited crops with CRISPR technology reported in the databases of USDA since 2016
Crops

Characteristics

Targeted
locus

Applicants

Date

Tomato

No remained
portion of the
stem (pedicel)
attached to the
fruit,

JOINTLESS 2,
(J2)

Univ. of
Florida

May 2018

Maize

Northern leaf
blight (NLB)
disease
resistance

NLB 18

DuPont Pioneer

Jan. 2018

Enhanced
drought
tolerance

Double
stranded
RNA-binding
protein (Drb2a
and Drb2b)

USDA-ARS

Oct. 2017

Flax
(Camelina
sativa L.

High oleic acid
content

Fatty acid
desaturase
gene

Yield 10
Bioscience

Aug. 2017

Setaria viridis

Delayed
flowering time

Homolog of the
Zea mays ID1
gene

Donald
Danforth Plant
Science Center

April 2017

Maize

Waxy corn,
with the starch
composed
exclusively of
amylopectin

Waxy gene
(Wx 1)

DuPont Pioneer

April 2016

Mushroom

Anti-browning

Polyphenol
oxidase gene

Pennsylvania
State Univ.

April 2016

Soybean

J Plant Biotechnol (2018) 45:155–170

승인을 받았다 하드라도 다른 국가에 수출을 하고자 할 경우
에는 Biosafety Protocol에서 규정한 사전통보원칙과 자국의
유전자변형생물체 안전관리규정에 따라 수입여부를 결정
할 수 있기 때문에 사실상 수입국의 안전관리규정에 따라 승
인여부가 결정된다. 현재 EU국가 등을 중심으로 우리나라
를 포함하여 다른 여러 국가들이 기존의 유전자변형생물체
안전관리 규정의 개정작업이 진행 중이며 유전자편집 작물
이 기존의 유전자변형생물체에 포함되는지의 여부에 대한
찬반 논란이 팽팽한 상태이기 때문에 향후 그 추이가 주목되
고 있다.
하지만 실용화를 위한 다양한 유전자편집 작물들이 지속
적으로 발표되고 있으며 연구의 진척속도는 점점 가속화되
고 있기 때문에 조만간에 포장시험을 포함한 안전성평가 시
험까지 완료한 작물들의 실용화 또는 상업화 추진 건수가 많
아 질것으로 전망된다. 최근에는 Chemical & Engineering
News (2017년 6월호)와 Food & Nutrition (2018년 3월호)에서
식품으로서 상업화가 임박한 유전자편집 작물들을 보도한
바 있다. 이들 작물들을 보면 갈변이 안되는 버섯, 흰가루병
저항성 밀, 가뭄저항성 옥수수, 궤양병 저항성 감귤(citrus),
풍미가 우수한 토마토, 곰팡이병저항성 바나나 등을 발표하
였다. 그러나 면밀히 분석한 결과 버섯, 밀, 옥수수, 감귤은
본 논문의 실용화연구사례(Table 1)와 미 농무성의 승인 현
황(Table 2)에서 이미 언급한 것들이었으나 바나나와 토마토
는 본 연구에서 조사한바 아직까지는 유전자 편집기술을 적
용한 연구결과 또는 논문이 공식적으로 발표되지는 않은 것
으로 확인되었다.
버섯의 경우는 이미 언급한 바와 같이 polyphenol oxidase유
전자편집으로 수확한 버섯에 상처를 가한 후 실온에 두어도
갈변이 되지 않는 것으로 이는 기존의 유전자변형작물 범주
에 해당되지 않기 때문에 안전성 평가 대상이 아니라는 결론
을 얻었다(Waltz 2016). 밀은 중국의 Institute of Genetics &
Developmental Biology, Chinese Academy of Sciences에서 개발
한 것으로 MILDEW-RESISTANCE LOCUS (MLO)에 해당하는
homeoalleles에 동시다발적으로 돌연변이를 유발한 결과 흰
가루병(powdery mildew disease)에 저항성인 계통이다(Wang
et al. 2014). 옥수수는 DuPont Pioneer회사에서개발한 내한발
성 계통으로 에틸렌 생합성에 관여하는 ARGOS8유전자의
프로모터를 GOS2유전자의 프로모터와 교체한 것으로 이미
Table 1에서 설명하였다(Shi et al. 2017). 또한 중국의 Chinese
Academy of Agricultural Sciences, National Center for Citrus Variety
Improvement, Citrus Research Institute, Southwest University등
의 공동연구로 개발한 감귤궤양병(citrus canker)계통으로
Table 1에서 이미 설명한 바와 같이 감수성 유전자(CsLBO1)
의 프로모터 부위에 CRISPR유전자편집을 도입한 것이다
(Peng et al. 2017).
그리고 토마토의 경우에는 풍미가 우수한 계통을 개발 발
하기 위한 로드맵은 발표되었으나(Tieman et al. 2017) 아직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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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 유전자편집기술이 적용된 논문이나 자료들은 확인할 수
없었다. 이 로드맵은 중국(Chinese Academy of Sciences), 미국
(플로리다 대학교), 스페인(Instituto de Biologia Molecular Celular
de Plantas), 이스라엘(히브리대학교)등으로 구성된 국제공
동연구 팀이 발표한 것으로 전 세계적으로 398여종의 상업
용과 오랫동안 자가 채종으로 유지하여 온 계통 및 야생종
계통을 수집하여 조사한 결과 현재의 상업용 계통에는 거의
존재하지 않거나 사라져 버린 guaiacol, methyl salicylate등을
포함한 13종의 향기성분을 확인하였으며 이들의 생합성 대
사에 관여하는 유전자들을 확인하였다. 뿐만 아니라 현재까
지 토마토의 육종 목표인 대과계통을 육성하기 위한 육종과
정을 거치면서 토마토 과실내 당의 함량이 감소되는 결과를
초래하였다는 사실을 확인하였다. 이들 저자들은 향후 이러
한 연구결과를 바탕으로 확인된 유전자들을 target로 CRISPR
유전자편집기술을 적용하면 풍미가 우수한 새로운 계통을
조기에 개발 할 수 있을 것이라고 로드맵을 제시하였다.

결론
유전자편집기술은 1세대 기술인 ZFN, 2세대인 TALENS 그
리고 3세대 인 CRISPR기술까지 발전되었다. 이러한 기술의
발전은 보다 정교하고 ‘off-target’는 최소화하고 ‘transgene
free’한 생물체를 개발하여 기존의 유전자변형생물체의 규
정에서 정하는 범주에 속하지 않는 유전자편집 생물체를 개
발하는 것이 목적이다. 이러한 유전자편집기술로 제작한
‘transgene free’작물의 개발 건수가 해마다 증가하고 있으며
조만간 미국을 중심으로 한 작물들이 국제곡물 시장에 출시
될 것으로 전망된다. 특히 향후 몇 년간 SDN-1과 SDN-2에 해
당하는 작물들의 개발이 집중될 것으로 예상된다.
우리나라도 이러한 추세에 대비하여 유전자편집 작물연
구단 또는 협의체 등의 설립이 필요하다고 하겠다. 본 연구
단은 첫째, 작물별 유전자편집기술의 적용을 위한 기초기술
들로서 원형질체, 캘러스, 현탁세포, 종자 등에 적용하기 위
한 기초연구, HDR 또는 NHEJ의 효율성연구, ‘off–target’를
줄이기 위한 최적조건 연구, 유전자편집에 필요한 재조합
DNA 또는 RNA 운반체의 식물체 조직 내 도입 방법, 도입운
반체의 발현 조절 및 후대 안정성에 관한 연구(조직 또는 식
물발달 시기별 발현 유도 등)에 집중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
된다. 둘째, 실용화를 위한 연구로 작물별 육종전문가들에
의한 육종목표 설정 또는 기존의 전통 육종기술로 해결 할
수 없는 한계점등에 관한 도전과제의 발굴이 필요하다. 본
연구에서 검토한 바와 같이 현재까지 개발된 수많은 재배종
또는 야생종 토마토의 육종 역사 및 품종별 문제점을 파악하
고 이들 수집 종에 대한 유전육종 분석 결과와 negative
epistasis현상 등을 일으키는 유전자들에 대한 분석 등을 체
계적으로 수행한 결과 수량이 증대된 토마토 계통 또는 개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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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 조절이 가능한 토마토 계통을 개발할 수 있었다. 마지막
으로 유전자편집 작물에 대한 안전성 평가체계 구축이다.
‘off-target’ 의 확인방법, 다면발현효과에 의한 비의도적 형
질 발현, 모본과 상이한 농업적 형질 및 특성 조사, 포장시험
등이 동시에 수행되어야 한다. 또한 관련 정부 행정담당 부
처와 함께 안전관리 관련 규정의 개정작업도 서둘러야 할 것
이다. EU국가 등을 중심으로 국제적인 동향을 파악하여야
하며 우리나라와 같은 주요 곡물 수입 국가들과 공조체제를
유지하는 것 또한 중요하다.

적요
본 논문은 현재까지 개발된 유전자편집 기술들의 작용기작
및 장･단점 등을 비교하고 이들 기술로 개발된 유전자편집
(site-directed mutagenesis, SDN)작물들의 안전성 평가를 위한
분류 기준 등을 살펴보았다. 또한 2016년부터 2018년 5월 현
재까지 발표된 유전자편집 식물 개발과 관련된 논문들을 조
사하여 ZFN, TALENS, CRISPR기술별 발표 논문 추세를 조
사한 결과 CRISPR기술을 적용한 연구건수가 절대적으로 많
았다. 또한 애기장대와 벼를 대상으로 수행한 연구건수가
가장 많았으며, 담배와 토마토, 밀, 옥수수 등이 그 뒤를 이었
다. 하지만 발표건수는 아직 1 ~ 2건에 해당하지만 대상 식물
들은 주곡작물을 포함하여 화훼, 채소, 과수 등으로 다양하
게 그 응용 범위가 확대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특히
실용화 또는 향후 상업화를 목표로 한 연구건수도 해마다 증
가하는 추세에 있으며 그 응용 범위도 유용단백질 또는 물질
의 대량생산을 위한 대사공학 연구와 바이러스, 세균, 곰팡
이 등에 대한 병저항성 작물의 개발, 가뭄 등의 무생물적 환
경스트레스 저항성 작물, 수량이 증대된 작물 등의 개발에
집중되었다. 이 외에도 단위결실 토마토, 웅성불임성 이용
hybrid벼, 탈립 저항성 증진 등으로 응용 범위가 점점 다양화
되어 가고 있음을 알 수 있었다. 또한 미국 농무성의 동·식물
검역소에서 허가를 득한 CRISPR유전자편집 작물의 건수도
해마다 증가하여 조만간 이들이 국제 종자시장에 출시될 것
으로 전망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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