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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금 현재, 전세계에서 biofuel연구를 가장 활발히 지원하고 있는 나라는 미국일 것이다. 

미국 에너지성 (DOE) 뿐만 아니라, 공군 그리고 민간 단체까지 합하면 일년에 들이는 연

구비만 1500억 정도인 것으로 알려져 있다. 2010년 DOE가 지원하는 컨소시엄중 하나인 

NAABB (National Alliance for Advanced Biofuels and Bioproducts, http://www.naabb.org)

의 경우 작년 한해 동안만 미화 4천 4백만불을 연구비로 사용했다. 이런 막대한 금액의 

연구비는 다양한 분야의 연구 활동을 지원하게 되는데, 그 중 하나가 바로 

transcriptomic analysis이다. 현재 DNA 서열정보와 DNA microarray나 deep sequencing

은 genome 연구에 있어서 중요한 도구가 되었으며, 유전자 발현 양상을 대량으로 분석

하는데 주로 이용되고 있다. 한 생물 종의 전체 genome으로부터 발현되는 전체 유전체

를 총괄하여 transcriptome이라고 부르며, 이 transcriptome의 발현 패턴을 알아보는 것

을 transcriptome 분석이라고 한다. 

지금까지 개발된 다양한 종류의 유전자 변형 방법은 주로 모델 시스템인 대장균, 효모와 

같은 단세포 생물이나 애기장대와 같이 제한된 종류의 개체에만 적용될 수 있었다. 왜냐

하면 유전자 변형의 기본이라 할 수 있는 genome sequence를 알기 위해서는 막대한 자

금과 시간이 필요했기 때문이다. 하지만 454 sequencing을 필두로, illumine sequencing과 

같은 차세대 sequencing 기술이 개발됨에 따라 그 비용과 시간을 획기적으로 줄일 수 

있게 되었다. 

 



 
 

<그림 1> Illumina에서 지원하는 everygenome 서비스 웹사이트 

(http://www.everygenome.com/) 

<그림1>은 Illumina에서 현재 진행중인 everygenome 서비스라는 personal genome 

sequencing 서비스이다. 웹사이트의 대문에 걸려있는 내용을 보면, 개인의 genome 

sequence를 미화 1만 9천 5백불에 서비스 하고 있다. 즉 2천만원 조금 넘는 돈으로 자

신의 genome sequence를 알 수 있다는 이야기다. 

이렇게 단가가 낮아진 관계로, 요즘 biofuel이나 의약품의 원료로 각광을 받고 있는 식물

들에 대해서 sequencing을 하는 것이 유행처럼 번지게 되었다. 



 
<그림 2> 캐나다, 미국, 중국이 진행하고 있는 1000 plant trascriptome 프로젝트 

(www.onekp.com) 

 

<그림 2>는 바로 transcriptomics 연구중 하나인 1KP 프로젝트 웹사이트 대문으로, 천여

종의 녹조류와 식물에 대해 transciptome analysis를 2008년부터 진행해 오고 있다. 이러

한 프로젝트가 진행될 수 있었던 가장 큰 이유는, 앞에서도 말한 차세대 sequencing 덕

분이라고 할 수 있다. 

<그림 3>은 차세대 sequencing 중 하나인 Illumina sequencing의 작업 단계를 나타내고 

있다. 우선 1에서 10 μg의 total RNA를 가지고, Dynabeads의 mRNA isolation kit으로 

mRNA를 분리해 낸다. 분리해 낸 mRNA를 fragmentation한 후, sequencing adapter를 붙

이고, agarose gel에서 적절한 사이즈의 band를 떼어낸다. 그 후, PCR을 하면 일차적으로 

cDNA library제작이 끝나게 된다. 이런 library제작용 kit의 경우 시약 제조 회사에 따라 

미화 500불에서 3000불 (library 10개 제작용) 정도 한다. 이렇게 만든 library를 flow cell

에 올려 clustering을 만들고, 만들어진 flow cell을 GAIIx나 HiSeq 2000과 같은 

sequencer에 넣어 sequencing 데이터를 얻게 된다. 하지만 Illumina sequencing의 경우 

한번에 읽을 수 있는 길이가 50bp 내외여서 data assemble이 data의 quality를 좌우한다

고 할 수 있다. 일차 data 분석이 끝나면 보통 5만개에서 10만개의 contig에 대한 정보 

(sequence, read count number)를 얻게 된다. 기존의 microarray에 대해 장점으로는 직접 

sequencing을 하기 때문에 full genome sequence가 안 알려져 있어도 사용할 수 있으며 

가격이 저렴하다는 것과 발현량 측정에 한계가 없다는 것을 들 수 있다(일반적으로 



microarray는 16비트 방식의 스캐너를 사용하게 되어 0에서 65535 사이의 값을 갖게 된

다). 하지만 assembling algorithm에 따라 결과가 바뀔 수 있으며, PCR 과정을 거치는 동

안 발현량이 왜곡될 수 있다는 단점이 있다.  

 

 
<그림 3> Illumina sequencing work flow 

<표 1> Bioenergy 생산에 이용되는 생물 종의 genome 정보 (Rubin, E. M. (2008). 
"Genomics of cellulosic biofuels." Nature 454(7206): 841-845) 



 
<표 1>에서는 지금 현재 biofuel에 사용되는 생물종과 모델이 되는 생물종의 genome 

size를 나타내고 있다. 최근 바이오 에너지에 대한 수요와 기대치가 올라감에 따라 이미 

대부분의 생물종 들에 대한 full genome sequencing이 끝난 상태이다. 

이러한 방대한 정보에서 우리가 원하는 정보를 얻기 위해서는 transcriptomics 뿐만 아니

라 다른 omics 데이터와 함께 분석할 필요가 있을 것이다. 

다음 장에서는 proteomics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