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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프리카소 진화의 비밀 풀어, 유전학 최고 권위지
표지논문 선정
l 서울대 김희발 교수팀은 아프리카와 유럽 6개국이 참여한 아프리카소 진화 유전체
연구를 8년간 주도하여 유전학 최고의 권위지 네이처 지네틱스에 9월 28일 (영국시
간 오후 4시) 온라인으로 발표하였다. 본 논문은 네이처 지네틱스 10월호 표지 논
문으로 선정되었다.
l 아프리카는 면적과 인구에서 아시아 다음으로 큰 대륙이다. 아프리카 문명의 역사
는 4억 마리 가까운 아프리카소의 진화와 적응의 역사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12
억 인구에서 3명당 1마리의 소를 가지고 있는 셈이다.
l 1,300여년전 인디커스 품종의 소가 유입되며 약 10,000년 전부터 고대 이집트 수단
등에 존재하던 타우러스 품종의 소와 폭발적인 유전적 혼합을 통해 광범위한 유목
의 문명이 진행되었다.
l 이를 통해 아프리카 전역의 다양한 식생과 기후 그리고 질병에 적응하게 되고 그
결과로 아프리카에는 150여개의 토착 품종이 형성되었다.
l 아프리카소의 진화와 토착 품종의 형성은 진화연구에서 가장 역동적이라고 추정되
었으나 그 과정은 베일에 싸여있었다. 본 연구진은 아프리카 야생 물소를 비롯한
대표 토착 16개 품종을 포함한 45개 품종 330여 마리의 유전체를 분석하여 그동안
풀지 못했던 아프리카소의 진화와 적응의 역사를 해독하였다.
l 분석의 결과 타우러스 품종과 인디커스 품종이 약 750-1,050년 전에 아프리카의 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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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에서 (소말리아, 에리트레아, 에티오피아, 지부티가 속한 동아프리카 지역) 유전
적으로 혼합되고 이후 아프리카 전역으로 퍼진 것으로 보고하고 있다.
l 아프리카소가 아프리카인들의 인구수와 같이 증가하면서 인수공통 전염병의 위험도
커지게 되었다. 이중에서 사하라 사막 이남의 아프리카에 존재하는 흡혈 체체파리
는 수면병의 원인균을 인간과 동물에 전달하고 죽음에 이르게 한다. 아프리카 토착
품종 중에서 체체벨트(흡혈파리가 존재하는 중부 아프리카 지역)에서 오랫동안 적응
진화해온 앤다마 품종의 유전체 진화 분석을 통하여 수면병에 견디어 내는 유전인
자를 규명하였다. 또한 면역과 번식 그리고 열 저항성에 관여하는 유전자도 보고
하였다.
l 코로나19의 대유행을 통해서 보듯이 인수공통 전염병에서 동물이나 인간이 병원인
자의 숙주로서 진화해온 것이 냉전시대의 군비확장경쟁과 비슷하고 숙주의 적응 진
화가 유전체에 기록되어 있는 것을 생각하면 시사하는 바가 크다 할 수 있다.
l 본 연구는 아프리카 토착소 품종 150여개 중에서 가장 중요한 16개 품종을 분석하
였으며 이는 주요한 경제형질과 관련된 유전인자를 규명하는 기본틀을 제공하고 인
수공통 전염병을 극복하는 중요한 기초자료로 이용될 것이다.
l 본 연구는 농촌진흥청 차세대 바이오그린21 사업 (세부과제번호: PJ01323701)의 지
원에 의해 주로 이루어졌다.
l 참여국가 및 기관: 대한민국 (서울대학교, ㈜ 조앤김지노믹스, 농촌진흥청 축산과학
원, 전북대학교, 경상대학교), 에디오피아 (국제축산연구소, Bahir Dar 대학교), 케냐
(국제축산연구소), 수단 (Khartoum 대학교), 스웨덴 (스웨덴 농업과학 대학교), 영국
(Edinburgh 대학교, Nottingham 대학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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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

구 결 과

(2020년 8월 18일, Nature Genetics Accept 됨)

The mosaic genome of indigenous African cattle as a unique genetic
resource for African pastoralism
본 연구는 아프리카 대륙 토착 소의 진화적 역사를 해석하는데 그 목적
이 있다. 아프리카 대륙 고유 특징을 보유한 토착 소 유전체가 현재의 상
태에 이르기까지 아프리카 대륙의 역사적 사건들을 수백의 유전체 자료
분석을 통하여 확인하였다. 진화적 분석을 통하여 기존에 제시된 가설인
인디커스 품종의 대규모 유입을 확인하였고, 더 세부적으로는 질병 저항,
열저항, 생식 등의 기능과 관련된 유전자의 유입을 확인하였으며 유용 유
전자원으로서 확보하였다. 이를 통해 토착 소 유전체의 혼합이 아프리카
대륙에서의 생존을 위하여 중요한 역할을 하였다는 점을 보였고 아프리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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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는 특수한 환경에서의 진화를 보여주었다. 또한, 본 연구는 대규모적이
면서 양질의 유전체 자료 생산을 통해 진화 유전체 연구에 높은 활용도를
가진 자료를 확보하였으며, 현재 생산성 향상을 위해 진행되고 있는 무분
별한 육종에 의해 사라지고 있는 아프리카 토착 품종의 유전체 자료를 후
대에 남기는 면에도 의의가 있다.

( 농생명공학 ) 학과(부)장

인
◯

추천교수 (

한 재 용

)

인
◯

추천교수 (

백 명 기

)

인
◯

- 4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