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후성유전현상의 농업적 활용과 전망

서론

진핵생물의 유전자 발현은 염색질 구조의 변화에 의해 조절

된다. 진핵세포의염색질을구성하는기본구성단위인뉴클레

오솜(nucleosome)은 DNA와 히스톤(histone) 단백질의 복합

체로 이루어져 있다. DNA와 히스톤 단백질의 변형은 염색질

구조의변화를수반하며, 궁극적으로유전자발현에 향을미

치게된다. 진핵생물의DNA 변형은주로시토신(cytosine) 염

기에 특이적으로 일어나며, 일반적으로 DNA 메틸화 효소

(DNA methyltransferase)에의해시토신5번탄소위치에메

틸기가 전달되어 5-메틸시토신이 만들어지는 반응을 의미한

다. 이러한 DNA 메틸레이션(DNA methylation)은 흔히 염색

질 응축을 수반하는 이질염색질(heterochromatin) 형성 유도

및 유전자 발현 억제 효과를 가져온다. DNA 메틸화는 진핵생

물의발생, 분화및발달에중요한역할을하며, 정상적인DNA

메틸레이션이유지되지않을경우노화및질병과암발생의원

인으로작용하기도한다. 

후성유전학(epigenetics)은 이러한 DNA 메틸화, 히스톤 단

백질변형, 그리고염색질구조의변화에의한유전자발현양

상을 연구하는 학문으로서, 기존의 유전학으로는 설명하기 어

려웠던 많은 생명현상을 이해하기 위한 주요한 학문분야로 대

두되고있다. 최근후성유전학의급속한발전과함께의학분야

뿐만 아니라 농업에서도 주요 작물의 후성유전학적 형질 발현

기작을이해하고이를개량하고자하는노력이시도되고있다.

식물은 후성유전학 분야에서 매우 중요한 위치를 차지하고 있

으며, 근본적인후성유전학적유전자발현조절메카니즘규명

에도매우중요한단서를제공하여왔다. 식물에는동물에존재

하는 대부분의 주요 후성유전학적 기작이 존재한다. 여기에는

DNA 메틸화 및 히스톤에 발생하는 메틸화, 아세틸화, 인산화

기작등이포함되며, 동물에서많은연구가되어있는miRNA,

siRNA 등의 small RNA에 의한 전사후발현억제(post-tran-

scriptional gene silencing; PTGS) 현상도 해당된다. 무엇보

다도 이러한 후성유전학적 기작을 담당하는 주요 단백질들의

구조와 기능이 동식물에서 공통적으로 보존되어 있어, 동물을

비롯한다른진핵생물의후성유전작용시스템과의비교연구에

매우유용하다. 또한식물의경우이러한역할을담당하는유전

자들에 돌연변이가 발생하더라도 생존 및 번식이 가능한 경우

가많아유전학연구에도큰장점으로작용한다.

식물의 후성유전학적 시스템은 상기 서술한 동물과의 공통

점 이외에도 식물 특이적인 요소들을 갖고 있다. 예를 들어

DNA 메틸화 기작은 동식물 간에 상당히 유사하나, 이를 제거

하는DNA 탈메틸화기작은동물의그것과는상이한것으로알

려져있다. 또한siRNA 형성및이를이용하여DNA 메틸화를

유도하는RNA-dependent DNA methylation (RdDM) 경로

1 분 자 세 포 생 물 학 뉴 스 레 터

Molecular and Cellular Biology Newsletter

허진회

서울대학교 식물생산과학부
E-mail: huhjh@snu.ac.kr



웹진 3월 2013 2

에는식물특이적RNA 중합효소와단백질들이존재한다. 본문

에서는식물의DNA 메틸레이션시스템을중심으로DNA 메틸

화/탈메틸화기작, DNA 메틸화에이상에의한유전자발현및

형질의 변화, 그리고 농업적으로 중요한 형질을 후성유전학적

으로 이해하고 궁극적으로 이를 품종 개량에 활용하는 방안에

대하여소개하도록하겠다.

DNA 메틸화/탈메틸화

앞에서 언급한 바와 같이 DNA 메틸레이션은 시토신의 5번

탄소에 메틸(CH3-)기가 결합된 5-메틸시토신(5-methylcy-

tosine; 5mC)의 형태로 존재한다. DNA 메틸화는 DNA 메틸

화효소에의해이루어지며, 기존에메틸화된DNA의패턴유

지를위한‘maintenance DNA methylation’, 새로운곳에메

틸화를유도하는‘de novo DNA methylation’으로구분할수

있다. 5mC은 주로 CpG 염기서열에서 대칭적으로 존재하며,

이러한DNA 메틸화패턴은복제시새로합성되는DNA 가닥

에복사되어동일하게유지된다. DNA 메틸레이션이많이분포

하는 염색질 부위에는 메틸 DNA와 친화력이 있는 MBD나

MeCP2와 같은 단백질이 결합하게 된다. 이는 히스톤 탈아세

틸화(histone deacetylation) 등을 담당하는 다른 단백질들과

의결합을유도하여히스톤변형을촉진한다. 궁극적으로염색

질리모델링(chromatin remodeling)을수반하는보다응축된

형태의이질염색질로전환되고, 전사인자나RNA 중합효소등

의접근이억제되어유전자발현의감소로나타나게된다. 식물

의DNA 메틸화는CG, CHG, CHH (H = C, A, or T) 서열에서

일어난다. 애기장대에서 CG 메틸화는 MET1, CHG 메틸화는

CMT3 단백질에의해, 그리고CHH와같이비대칭적인메틸화

는 DRM1/2 단백질들에 의해 이루어지게 된다(Law와

Jacobsen, 2010). 이러한 DNA 메틸화 관련 유전자들은 동물

과식물사이에서진화적으로잘보존되어있으며, 작용기작또

한 매우 유사한 것으로 추정된다. 식물에서는 특이적으로

siRNA에의해DNA 메틸화가유도되는RNA-directed DNA

methylation (RdDM) 경로가 존재하며, RNA polymerase

IV, V와같은식물특이적RNA 중합효소가관여한다. RdDM

현상은 특히 트랜스포존이나 반복서열 부위에서 많이 관찰되

며, 게놈 안정성(genome stability)을 위한 특정 부위의 발현

억제및이질염색질구조유지가주된목적이라고생각된다. 게

놈상의siRNA의분포와DNA 메틸화, 그리고발현억제히스

톤변형은비례상관관계를나타내게된다.

DNA 메틸화는 세포가 분열, 분화하고 시간이 지남에 따라

가역적으로변하는특성을갖고있다. 이로인해같은개체내

에서도 조직 혹은 세포마다 DNA 메틸화 패턴과 유전자 발현

양상은각각다를수있다. 즉, 다세포진핵생물의경우각각의

세포마다 동일한 유전체를 기반으로 각기 다른 후성유전체

(epigenome)가 존재할 수 있음을 의미하며, 또한 유전적으로

동일한집단이라하더라도개체수준에서DNA 메틸화및유전

자발현양상이다양하게존재할수있어형질에서도차이를관

찰할수있다.

식물의DNA 메틸수준은메틸화와탈메틸화의상호대립적

인반응에의해역동적으로조절된다. 식물에는동물과는달리

5mC를 직접 제거할 수 있는 유전자가 존재하여, 보다 효율적

인DNA 탈메틸화시스템을갖추고있다. DNA 탈메틸화는크

게 수동적인 탈메틸화와 능동적인 탈메틸화로 나눌 수 있다

(Wu와Zhang, 2010). DNA 메틸화는일반적으로두DNA 가

닥의 CG 염기서열에서 대칭으로 일어난다. 따라서 반보존적

(semiconservative)인DNA 복제가일어나면서기존의메틸화

패턴이 동시에 복사가 되지 않을 경우(예를 들어 DNA 메틸화

효소의활성이억제된경우), 전체적인메틸화수준은절반으로

줄어들게된다. 이렇게메틸화가유지되지않는반복적인DNA

복제를통해메틸화수준이점차줄어드는것을수동적탈메틸

화(passive DNA demethylation)라고 한다. 이와는 반대로

DNA 복제를수반하지않고메틸화가제거되는현상을능동적

탈메틸화(active DNA demethylation)라고 일컬으며, 이에는

반드시이러한탈메틸화를담당하는효소(DNA demethylase)

가존재하여야한다. 예를들어포유류의경우수정직후접합

체(zygote)에서 세포분열 없이 게놈의 탈메틸화가 일어나며,

이는 DNA 복제를 수반하지 않는 능동적인 과정이다. 이렇게

세대를 거치면서 메틸화의 패턴을 리셋하고, 개체가 발달하면

서발달단계특이적으로획득한메틸패턴이유전자발현조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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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다양하게 향을미치는것으로사료된다.

그러나 동물에서는 5mC를 직접 인식, 제거하는 DNA 탈메

틸효소가아직까지밝혀지지않았다. 오히려최근의연구결과

들은DNA에서직접 5mC를제거하는대신 5mC의변환을통

해간접적인경로로DNA 탈메틸화가이루어짐을제시하고있

다(그림 1). 예를들어동물의DNA에존재하는5mC는AID나

APOBEC1과 같은 효소의 작용에 의해 탈아민화(deamina-

tion)되어 티민(thymine; T)으로 전환되고, 이는 T:G mis-

match에특이적으로작용하는TDG 등의DNA 리코실라제

(DNA glycosylase)에 의해 제거되는 것으로 여겨진다. DNA

리코실라제는 염기치유경로(base excision repair path-

way; BER pathway)를 개시하는 단백질로서, 손상되거나 잘

못짝지워진염기가존재할경우이를특이적으로인지, 제거하

는역할을담당한다. 최근에는TET1 등의효소에의해5mC가

하이드록실화(hydroxylation)되어 5hmC로 전환되고, 역시

BER 경로를통해DNA 탈메틸화가일어나는모델이제시되고

있다(Bhutani 등, 2011).

식물에는 이와는 반대로 5mC를 특이적으로 인식하여 제거

하는 DNA 리코실라제가 존재하며, 동물에서와 마찬가지로

BER을통해5mC를메틸화가되어있지않은시토신으로치환

하는경로가가장설득력있는DNA 탈메틸화기작으로여겨진

그림 1. 식물과 동물의 DNA 탈메틸화 기작. 식물은 DME군 단백질이 5-메틸시토신(5mC)을 직접 제거하는 역할을 하나
포유류와 같은 동물에서는 5mC이 AID/APOBEC이나 TET 단백질에 의해 탈아민화 혹은 하이드록실화되어 티민과 5-
하이드록시메틸시토신(5hmC)으로 각각 전환된다. 변환된 염기는 TDG 리코실라제에 의해 제거된 후 염기치환경로
(base excision repair pathway; BER)를 거쳐 메틸화되지 않은 시토신(C)으로 치환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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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그림 1). 애기장대에 존재하는 DME 단백질은 5mC를 직접

제거하는 DNA 리코실라제 활성을 갖고 있으며, 종자 형성

시 배유(endosperm)에서의 유전자 각인(gene imprinting)을

통해 종자의 발달에 관여한다(Choi 등, 2002; Gehring 등,

2006; Huh 등, 2008). 이와 유사한 구조와 활성을 갖는 단백

질로는ROS1이있으며, 건조및염스트레스(salt stress)에관

여하는 유전자의 발현을 조절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Gong

등, 2002). DME/ROS1 유전자 군은 조류(algae)와 이끼를 포

함한 대부분의 식물에는 존재하나 동물에는 없는 것으로 보아

식물의진화과정과연관이있는것으로생각된다. 또한진화과

정상동물과식물에서독립적으로DNA 탈메틸화시스템이정

착되었음을의미한다. 

동물과 식물은 세부적인 기작에는 차이가 있으나 독립적인

DNA 메틸화/탈메틸화시스템을통해유전자발현을능동적으

로 조절하는 것으로 보인다. DNA 메틸화/탈메틸화는 히스톤

변형및RNA 간섭현상을포함하는다른후성유전학적변이와

접한상관관계가있으며, 세포의분화및발달신호에반응하

여 역동적/가역적으로 유전자의 발현을 조절하는 것으로 여겨

진다. 또한 이러한 후성유전학적 조절기작은 다세포 진핵생물

이 한정적인 게놈 유전정보를 보다 효과적으로 활용 가능하게

하는수단이될수있다.

DNA 메틸화/탈메틸화는 유전자의 발현을 억제/유도하고,

나아가 발현 패턴을 기억하는 메모리와도 같은 역할을 한다.

DNA 메틸화는 히스톤 변형이나 RNA 간섭현상(RNA inter-

ference; RNAi)에비해비교적안정적이며, 오랜기간동안유

지되는 특징을 갖는다. 따라서 DNA 과메틸화에 의해 발현이

억제된유전자들의경우, 그발현양상이유사분열, 감수분열을

거쳐후대에까지안정적으로전달되기도한다. 이는마치돌연

변이에의한현상처럼보이나, 실제유전자의염기서열변화를

수반하는돌연변이와는근본적인차이가존재한다.

DNA메틸롬과후성유전체연구

상기기술한바와같이DNA 메틸화는유전자의발현을유도

/억제하는 스위치와도 같은 역할을 한다. 또한 비교적 안정적

인 후성유전학적 표지로서 주위 염색질의 히스톤 코드 및

siRNA 분포와도 접한 상관관계를 갖는 특징을 갖고 있다.

일반적으로 DNA 메틸화 수준이 높은 곳은 이질염색질, 낮은

곳은진정염색질의구조를나타내는것으로알려져있다. 따라

서DNA 메틸화는후성유전체구조를추론할수있는대표적인

표지로여겨지며, 흔히후성유전체의연구는그 개체의‘DNA

메틸롬’(methylome) 분석으로부터시작한다(Laird, 2010). 이

러한DNA 메틸롬분석은표준유전체염기서열을기반으로이

루어진다. 따라서최근벼, , 보리, 토마토등주요작물의유

전체 분석이 종료된 시점에서 앞으로 작물의 후성유전체 연구

가더욱활발히진행되리라기대된다.

식물의후성유전형질과후성대립유전자

린네(Linneaus)는약 250년전리나리아(Linaria vulgaris)

식물에서꽃모양이특이한변종을보고한바있다. 야생형리

나리아는 꽃의 위쪽과 아래쪽에서 발생하는 꽃잎의 모양이 각

기 다른 좌우대칭(bilateral) 형태를 나타낸다(그림2A). 하지만

변종리나리아의꽃은다섯장의꽃잎이모두같은모양으로방

사대칭(radial) 형태를나타낸다. 금어초(Antirrhinum majus)

에서는 CYCLOIDEA (CYC)라는 유전자가 좌우대칭형의 꽃을

만드는데중요한역할을담당한다. 1999년Cubas 등은이러한

꽃의대칭형결정에금어초의CYC와유사한유전자인Lcyc가

관여함을밝혀내었다. 야생형과변종리나리아의Lcyc 유전자

에는어떠한염기서열의차이도존재하지않는다. 흥미로운사

실은 변종 리나리아의 Lcyc 유전자가 과다한 DNA 메틸화로

인해발현이되지않아마치유전자의기능이상실된것과같은

방사대칭형태의꽃을만들어낸다는것이다. 이는자연적으로

존재하는‘후성돌연변이체’(epimutant)에대한최초의보고로

서, DNA 메틸화와 같은 후성유전학적 변이에 의해 표현형의

차이가결정됨과동시에이러한형질이수백년간안정적으로

후대에유전될수있음을의미한다. 이렇게유전자염기서열이

아닌DNA 메틸화와같은후성유전학적변형의차이에기인하

는 대립유전자를‘후성대립유전자’(epiallele)라고 하며, 주로

발현양상의차이에의해형질이결정된다.



논단

이후 몇몇 자연적인 후성돌연변이체 및 후성대립유전자가

보고되었다. 예를 들어 토마토의 숙기에 관여하는 LeSPL-

CNR 유전자에과도한DNA 메틸레이션이존재할경우발현의

억제와 함께 과실의 착색이 정상적으로 이루어지지 않는다

(Manning 등, 2006). 이밖에멜론의암술발달에관여하는유

전자인 CmWIP1 역시 DNA 메틸화에 의해 발현이 결정되고,

이는 동시에 식물 호르몬인 에틸렌의 생합성을 조절한다(그림

2B; Martin 등, 2009). 에틸렌은 멜론의 수술 발달에 중요한

역할을하는것으로알려져있다. 자연적으로발생한CmWIP1

돌연변이는과도한DNA 메틸화에의해발현이억제된다. 흥미

롭게도 CmWIP1의 DNA 메틸화는 트랜스포존 삽입에 의한

DNA 메틸레이션확산에의해유도되었다는것이다. 이는식물

에 존재하는 트랜스포존의 활성이 유전체 구조에 향을 미칠

뿐만 아니라 인근에 위치하는 유전자의 후성유전학적 성질 및

발현에도관여한다는것을의미한다.

배수화및잡종강세의후성유전학적이해

잡종강세(hybrid vigor 혹은 heterosis)는 동물과 식물에서

흔히관찰되는현상으로서, 다른종, 품종, 혹은아종을교배하

여 생산된 1세대 잡종(F1)이 양친의 어느 쪽보다도 더 나은 활

력을 나타내는 현상을 의미한다. 진화론적으로는 잡종이 순종

에비해주어진환경에더높은적응도(fitness)를보이는것을

의미하나, 일반적으로는교배를통해얻어진잡종이양친에비

해더우수한수량, 생육및임성을나타내는것을뜻한다. 지속

적인근연교배혹은근친교배는흔히다양한유전적결함을나

타난다. 이는자식열세(inbreeding depression) 현상으로알려

져있으며, 자가수정작물보다는타가수정작물에서보다두드

러지게 나타난다. 이와는 반대로 다른 혈통, 계통 간의 이종교

배(outcross)는 이러한 자식열세 현상을 억제하고 우량형질을

손쉽게 극대화할 수 있는 방법으로 농업에서 오래전부터 이용

되어왔다.

잡종강세는 유전적으로 거리가 먼 교배 조합일수록 강하게

나타나는특성을갖고있으며, 따라서종내(intra-specific) 교

잡 보다는 종간(inter-specific) 교잡에서 더욱 강한 잡종강세

현상이관찰된다. 하지만때로는유전적으로유사한종내교잡

에서도잡종강세현상이관찰되며, 이는유전자간의상호작용,

혹은 유전자의 조합이 잡종강세에 중요한 역할을 담당하는 것

을 의미한다. 종간교잡에는 양친 간의 교배친화성(hybridiza-

tion compatibility)이중요한요소로작용하며, 친화력이낮은

대부분의 종간교배에서는 생존율 및 임성의 감소가 관찰된다.

이러한잡종비친화성(hybrid incompatibility)은각각의종에

서이미기능적으로분화된유전자들간의상호작용저하에의

한것으로여겨지며, 흔히이형접합(heterozygosity)의증가에

5 분 자 세 포 생 물 학 뉴 스 레 터

Molecular and Cellular Biology Newsletter

그림 2 식물의 자연발생적 후성돌연변이체. (A) 리나리아(Linaria) 식물의 야생형과 후성돌연변이체 꽃 모양
(Cubas 등, 1999) (B) 후성돌연변이에 의한 토마토 숙성 양상 변화(Manning 등, 20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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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한 대규모의 유전자 재조환 억제(recombination suppres-

sion)가하나의원인으로작용하는것으로추정된다.

배수화(polyploidization) 현상은종간교잡에서흔히관찰되

는 현상으로서, 현존하는 동물의 10%, 식물의 25% 내외는 다

른종과교잡이가능하다고알려져있다. 다수의속씨식물에속

하는 종들은 이러한 종간교배에 의해 생겨난 것으로 추정되고

있으며, 염색체수의증가를수반하는배수화가흔히일어난다.

이 중 다수는 두 종의 다른 염색체가 공존하는 이질배수체

(allopolyploid) 형태로존재하며, 현재널리재배되고있는 ,

목화, 그리고유채가여기에해당된다.

지금까지 잡종강세를 유전적으로 설명하기 위해 여러 가지

가설이 제시되어 왔다(Chen, 2010). 여기에는 우성(domi-

nance), 초우성(overdominance), 허위초우성(pseudo-over-

dominance) 모델 등이 있으나 어떠한 것도 잡종강세 현상을

명쾌히 설명하지 못하고 있다. 최근에는 후성유전학적 기작에

의해 잡종강세 현상이 조절될 것이라는 연구 결과들이 발표되

고있다. 예를들어, miRNA, siRNA 등 small RNA의생성은

이질배수체(allopolyploid) 및 F1 형성과정에서 역동적으로 조

절되며, 몇몇 sRNA는 목표유전자들의 비상가적 발현(non-

additive expression)과 접한 상관관계를 나타내는 것으로

알려져있다(Chen, 2010; Ha 등, 2009). 이러한sRNA 프로파

일의급격한변화는거리가먼양친의교배시흔히일어나는감

수분열의교란및유전체불안정화(genomic instability), 불임

등‘유전체쇼크’(genomic shock)에대한반응으로여겨진다.

이러한sRNA와잡종강세현상과의연관성은배수화를수반하

지 않는 유전적으로 가까운 계통간의 교배에서도 확인된다(그

림 1A). 최근의 연구 결과에 의하면 애기장대의 계통간 교배

(C24 x Ler)를통해얻어진F1에서는양친에비해특정유전자

좌에서 특히 sRNA가 낮은 수준으로 분포하며, 이는 DNA 메

틸화와 유전자 발현에도 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Groszmann 등, 2011). 궁극적으로 이러한 변화는 다수 유전

자들의 발현에도 향을 주어 엽수 및 생체중의 증가 등 종내

잡종강세(intraspecific heterosis) 현상을유도하는것으로추

론하고있다.

교배시 발생하는 잡종강세 현상과 불친화성은 양날의 칼과

도같으며, 이는일반적으로순계의양친에서는표현되지않으

나교배를통해서얻어진잡종에서확연히드러나는특징을갖

는다. F1 잡종에서 siRNA, miRNA 등과같은 small RNA 프

로파일의 변화는 DNA 메틸화, 히스톤 변형 및 염색질 구조의

변화를유도하고, 이에따라잡종강세현상에직간접적인역할

을 하는 유전자들의 발현 양상이 바뀌는 후성유전학적 유전자

발현조절이중요한기작으로작용한다. 하지만잡종강세현상

을결정하는주요유전자들및잡종형성시발생하는유전체의

변화양상, 그리고유전자발현을조절하는후성유전체의구조

에 대하여서는 최근에서야 구체적인 연구가 이루어지고 있는

실정이다. 따라서잡종강세현상을품종개량에적극적으로활

용하기 위해서는 잡종 형성시 에 발생하는 다양한 후성유전학

적변화와이를조절하는주요유전자들에대한연구가필수적

이라할수있다. 이러한연구는품종개량시최대의강세현상

을이끌어낼수있는양친조합을보다효과적으로선발하는데

에큰도움을줄수있을것으로여겨지며, 궁극적으로현재식

량, 사료, 바이오에너지 등 농업 분야에서 급증하는 수요를 충

족시킬수있는효과적수단으로활용될수있을것이다.

후성유전학적접근방법을활용한품종개량전망

앞에서서술한바와같이DNA 메틸레이션에의해특정유전

자의 발현 양상이 변화하는 후성돌연변이체는 DNA 염기서열

의변이를수반하지않은상태로표현형의변화를나타낸다. 최

근유전체분석이완료된주요작물들에서는DNA 메틸롬분석

을 토대로 후성유전학적 변이에 의해 발생하는 새로운 후성대

립유전자의 탐색이 활발히 이루어지고 있다. 일부 후성대립유

전자는 후대에까지 안정적으로 유전되는 세대간유전(trans-

generational inheritance) 양상을 나타내며(Hauser 등,

2011), 이러한 특징으로 인해 기존의 유전적 변이와 동일하게

품종개량에활용될수있다. 따라서새로운후성대립유전자의

발굴혹은인위적유도를통한새로운형질창출은제한적인유

전적 변이를 극대화할 수 있는 대안이며, 나아가 새로운 육종

소재의제공에도도움을줄것으로기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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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 전세계적인 식량위기에도 불구하고 많은 사람들이 유

전자변형작물(genetically modified organism; GMO)의소비

에는거부감을갖고있는실정이다. 그러나후성유전학적변이

를기반으로육성될새로운품종들은형질전환이나돌연변이에

의존하지 않기 때문에 일반 GMO 작물들과 같이 외부유전자

도입에의한부작용의염려가없다. 앞으로는작물육종분야에

서 이러한 후성유전적변형작물(epigenetically modified

organism; EMO)이 새로운 품종 육성의 방안으로 떠오를 것

이라생각되며, 이에맞는새로운기술적, 윤리적가이드라인이

제시되어야할것으로보인다. 또한배수화및잡종강세현상의

후성유전학적 분석을 통해, 잡종강세 현상의 원인을 규명하고

이를최적화할수있는교배조합의탐색및우수한수량및품

질극대화창출에도많은도움이될것이라고여겨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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