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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e fungal species contain diverse transposable elements and repetitive sequences up to ~10% of their ge-
nome. It has been reported that distribution of transposable elements tends to correlate with the host range 
of the pathogen. Moreover, transposable elements cause the loss of an avirulence gene in the pathogen, 
which resulted in disease on a resistance cultivar. Thus, the transposable elements in the fungal pathogens 
may be one of the key factors driving the plant-fungus interactive evolution. In this article, we reviewed clas-
sification and biological functions of transposable elements in Magnaporthe speci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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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 론

전이인자(Transposable Elements, TEs)는 식물, 동물, 세균, 

고세균 및 곰팡이를 포함한 모든 생물체의 유전체에 존재하며, 

유전체내에서 실제로 증식하고 움직일 수 있는 유전적인 단위

체(genomic units)를 일컫는다(Munoz-Lopez와 Garcia-Perez, 

2010). 전이인자의 존재는 1940년대 후반 Barbara McClintock

에 의해 옥수수에서 처음 발견되었으며, 당시 McClintock은 

“controlling elements”로 기술하였다. 이후 McClintock은 전

이인자가 유전체의 환경 적응 반응으로서 “genomic shock”
에 의해 활성화될 수 있을 것이라고 제안하였다(McClintock, 

1984). 옥수수의 유전체 중 전이인자의 비율은 약 90%로 실

제 단백질 합성에 관여하는 유전자의 coding region들은 마치 

전이인자의 바다에 부유하는 “작은 섬”으로 비유될 정도이다

(Bushman, 2002).

최근 유전체 해독이 다양하게 이루어지면서 전이인자에 관

한 관심은 매우 높아지고 있는데, 그 이유는 세균, 식물 및 동

물에 이르기까지 거의 모든 생물들이 전이인자를 가지고 있으

며(Finnegan, 1989), 극단적인 경우로는 유전체의 80%가 다양

한 전이인자들로 구성된 경우도 보고되었다(Bennetzen, 2005; 

Feschotte 등, 2002; Morgante, 2005; Sanmiguel과 Eveent-

zen, 2002). 곰팡이 유전체에서 전이인자의 비율은 식물보

다 상대적으로 낮은 3-20% 정도인 것으로 밝혀졌다(Daboussi

와 Capy, 2003).

곰팡이에서의 전이인자는 효모인 Saccharomyces cerevisiae
에서 최초로 밝혀졌다(Boeke, 1989). 또한 사상성곰팡이에서

는 Ascobolus immerses에서 밝혀졌는데 자낭 포자의 색깔이 검

은색이 아닌 흰색인 돌연변이를 이용한 유전연구에서 spore-

staining의 불안전성이 전이인자에 의해 일어난다고 제안되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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으며(Decaris 등, 1978), 이후 여러 연구자들에 의해 명확한 증

거들이 제시되었다(Colot 등, 1995). 모델 곰팡이인 Neurospora 

crassa와 Aspergillus nidulans에서도 전이인자에 대한 광범위

한 연구가 이루어졌지만 이들 곰팡이가 갖는 전이인자들은 대

부분 비활성 전이인자(silenced transposons)인 것으로 나타났

다. 이는 표현형적으로 안정적인 균주를 선택하여 연구에 사용

하였기 때문일 것으로 추측되고 있다(Cogoni, 2001; Faugeron, 

2000; Selker, 1999).

현재까지 곰팡이의 전이인자에 관한 지식은 주로 식물에 병

을 일으키는 곰팡이 또는 산업적으로 활용되는 곰팡이 연구로

부터 유래되었다. 이들 대부분은 활동성의 전이인자를 갖고 있

다. 흥미로운 점은, 이들 곰팡이 종의 대부분이 유성생식이 아

닌 무성생식을 통해 주로 증식함에도 불구하고, 높은 유전

적 다양성을 갖고 있는 것으로 보고되었다(Daboussi, 1997; 

Kempken과 Kuck, 1998).

최근 폭발적으로 늘어나고 있는 곰팡이의 유전체 해독 연구

를 통해 대부분의 곰팡이 유전체들이 전이인자를 갖고 있는 것

으로 보고되고 있지만, 이들 전이인자들이 개체군 내의 유전적

인 변화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며 어떻게 곰팡이의 진화과정에 

관여 하는지에 관한 보고는 없다. 이 총설에서는 (1) 곰팡이 전

이인자의 구조 및 전이기작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고, (2) 특히 

식물병원성 곰팡이 중 하나인 도열병균의 전이인자에 관한 현

재까지의 연구 결과를 정리하고자 한다.

곰팡이의 전이인자의 구조

곰팡이의 전이인자는 일반적으로 식물 및 동물과 같은 진핵 

생물의 전이인자와 유사하며, 전이(transposition) 기작과 구조

에 따라 크게 Class I과 Class II로 분류된다(Fig. 1A). Class I은 

retroelements로서 RNA 중간체의 역전사(reverse transcrip-

tion)에 의해 DNA로 전이된다. Class II는 DNA 전이인자로 두 개

의 말단 반복(terminal inverted repeat, TIR)이 전이인자의 양

쪽 끝에 반대로 마주 보고 있으며, 전이효소(transposase)를 이

용하여 DNA에서 DNA로 직접 전이된다(Finnegan, 1989) (Fig. 

1B). 이들의 형태와, 전이된 뒤 형성된 표적 위치, 복제의 크기 및 

염기/단백질 서열의 유사성에 기초하여 여러 수퍼 패밀리로 세

분된다(Finnegan, 1989). 

Class I 전이인자는 긴 말단 반복(long terminal repeat, LTR)

을 갖는지 여부를 통해 크게 분류된다. LTR을 갖는 경우 ret-

rotransposon의 구조단백질인 gag와 pol 단백질의 배열순서에 

의해 Pseudoviridae (Copia subfamily)와 Metaviridae (Gypsy 

subfamily)로 세분화된다. Pseudoviridae (Copia subfamily)의 

Fig. 1. Schematic of fungal transposable elements (TEs) (based on Daboussi, 1997; Havecker et al., 2004; Favaro et al., 2005; Wicker et al., 
2007). (A) Structural features of transposable elements in fungi. Class I transposons (retrotransposons) are subclassified into two categories: 
Long terminal repeat (LTR) and non-LTR retrotransposons. LTR retrotransposons contain gag and pol in the flanking of LTRs which resemble 
retroviruses. The non-LTR retrotransposons lack terminal repeats and carry a poly (A) tail at 3’ ends. The LINE elements possess two ORFs, 
with similarities to gag as well as the pol-like gene. The SINEs contain an internal RNA polymerase III promoter with bipartite structures 
(boxes A and B). (B) Examples of possible mechanisms for reverse transcription and integration of a new copy in transposable elements. 
Abbreviations: LTR, long terminal repeats; LINEs, long dispersed nuclear elements; SINE, short dispersed nuclear elements; gag, a polyprotein 
and an acronym for Group Antigens (ag); pol, reverse transcriptase-RNase H (RH) and integrase functions; PR, protease; INT, integrase; RT, 
reverse transcriptase; APE, Apurinic endonuclease; TIR, terminal inverted repeat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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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우 pol 유전자의 순서가 aspartic protease (AP)-integrase 

(INT)-reverse-transcriptase (RT)-RNaseH (RH) 순서이며, Meta-

viridae의 경우는 aspartic protease (AP)-reverse transcriptase 

(RT)-RNaseH (RH)-integrase (INT)의 순서를 갖는다(Fig. 1A). 

LTR을 갖지 않는 경우는 다시 LINE (Long Interspersed Nuclear 

Elements)과 SINE (Short Interspersed Nuclear Elements)으로 

나뉘는데, LINE은 gag 유전자와 유사한 ORF1을 갖고, pol내에 

reverse-transcriptase (RT)와 nuclease, RNaseH (RH)를 갖는다. 

SINE은 non-coding region에 diagnostic feature 두 개를 갖는

다(red boxed in Fig. 1A) (Wicker 등, 2007).

Class II 전이인자들은 전이효소를 coding하는 유전자의 양

쪽 말단에 다양한 길이의 TIR을 갖는다. 이들은 전이되는 중에 

만들어지는 DNA 절편의 수에 따라 두 개의 subclass로 분류된

다(Fig. 1B). 또한, Class II 전이인자는 총 9개의 superfamily들

로 나뉘는데, TIR의 염기서열과 표적 위치 duplication (target 

site duplication, TSD)의 크기에 따라서 세분화 된다(Wicker 등, 

2007). 

곰팡이 전이인자의 기작

다수의 곰팡이 유전체 분석을 통해 광범위하게 전이인자가 

분포하는 것으로 밝혀졌음에도 불구하고, 전이인자가 어떻게 

곰팡이 유전체 내에서 전이되는지에 관한 기작은 명확히 밝혀

지지 않았다. 그 이유는 유전체에서 발견된 대부분의 전이인자

가 Fig. 1A에 보이는 것처럼 온전한 형태가 아니고, 조각조각 잘

려져 나간 불완전체들이기 때문이었다. 현재까지 알려진 곰팡

이 전이인자의 활성화 및 전이기작은 몇 몇 소수의 곰팡이 연

구를 통해 보고되었다. 전이인자의 복제(replication) 및 확장

(expansion)은 “복사 및 붙여넣기(copy and paste)”를 사용하

는 retroelements (Class I)과 “잘라내기 및 붙여넣기(cut and 

paste)”를 사용하는 DNA transposons (Class II)로 나뉜다(Fig. 

1B).

Retroelements의 전이기작. Class I에 속하는 트랜스포존

은 레트로바이러스에서 유래된 것으로 기본적으로 gag 단백

질과 pol 역전사효소, 이들을 둘러싼 두 개의 LTR로 이루어져 

있다(Fig. 2A). RNA 중간체를 통해 전이되는 retroelements중 

LINE과 LTR의 경우, RNA 중합효소 II에 의해 전사되며, SINE은 

RNA 중합효소 III에 의해 전사된다. Retroelement RNA는 전사

된 이후 다시 역전사 반응을 거친다. 역전사된 retroelement의 

cDNA는 새로운 유전체의 위치로 전이되는데 이를 retrotrans-

position이라고 부른다. 이러한 retrotransposition의 증거는 모

델 곰팡이 N. crass의 Tad LINE-like element (Kinsey, 1993)와 벼 

도열병균 Maganaporthe oryzae의 LTR retrotransposon인 fos-

bury (Shull과 Hamer, 1996) 등에서 밝혀졌다. Retroelements

가 특정 유전자 내 혹은 인접 부위에 삽입되어 돌연변이를 유

발하기 때문에 retroelements의 활성은 곰팡이 유전체 변화의 

주요 원인 중 하나이다. 

역전사에 의한 전이의 직접적인 증거는 Kinsey (1993)에 의

해 제시되었다. 활성을 갖는 Tad 전이인자의 coding region 

내에 인위적인 intron을 삽입하고, 삽입된 intron이 전사 중

에 제거 된다는 것을 확인함으로써, Tad 전이인자가 역전사 

전이를 한다는 것을 증명하였다(Kinsey, 1993). 또한 이 연구에

서는 두 개의 서로 다른 핵 사이의 세포질 중간체(cytoplasmic 

intermediate)를 통해 Tad가 전이되며, 빠르게 유전체를 침범

한다는 사실을 증명하였다. 이 외에도 retroelements가 유전

체 내에서 전이된다는 간접적인 증거들로는 retroelements

의 구조적 안정성, 바이러스와 같은 입자의 존재, 역전사 효소

의 활성, 유전체 내에서의 복제수의 증가 등이 관찰된 바 있

다(Anaya와 Roncero, 1995; Dobinson 등, 1993; Farman 등, 

1996b; McHale 등, 1992).

Solo LTR의 구조 및 역할. 다수의 유전체 염기서열이 해독

되면서 retroelements의 LTR이 solo LTR이라고 불리는 단일 

LTR의 흔적만 남기는 경우가 다수 발견되었다. Solo LTR의 존

재는 식물부터 곰팡이에 이르기까지 거의 모든 생물에서 나타

나는 공통적인 retroelements의 흔적이며, 적게는 100 bp에

서 많게는 1,000 bp 혹은 그 이상에 이르기까지 짧은 역반복

(short inverted repeats)이 계속되며, 일반적으로 5’-TG-3’ 그

리고 5’-CA-3’으로 끝난다(Kumar와 Bennetzen, 1999). 이러한 

solo LTR이 유전체에 남게 되는 일반적인 기작을 Fig. 2B 및 Fig. 

2E에 도식하였다. Retrovirus가 기주의 유전체로부터 이동하는 

기작과 비슷하게, retroelement의 5’과 3’ LTR이 재조합 될 때 

LTR사이에 재조합이 일어나고, 결과적으로 LTR과 내부 coding 

region들(gag와 pol 유전자)이 유전체로부터 삭제되면서 solo 

LTR만 남게 된다(Fig. 2B, 2E). 이러한 과정이 반복적으로 일어남

으로써 많은 solo LTR들이 흔적으로 남아 유전체 내에 흩어져

서 존재하게 된다고 추정하고 있다(Jordan과 McDonald, 1999; 

Winston 등, 1984).

Solo LTR은 유전체로부터 retroelements의 삭제뿐만 아니라 

확대와도 관련되어 있다. Fig. 2C와 2D에 도식된 것과 같은 경로

를 통해 유전체의 크기를 확장(Fig. 2C) 및 축소(Fig. 2D)했다는 

가설이 일반적으로 받아들여지고 있다(예: 식물의 배수체 형

성) (Devos 등, 2002). 식물과 마찬가지로 아마도 Fig. 2C와 2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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와 같은 경로로 재조합되어 확장 및 축소되어 왔을 것이다. 

DNA transposon의 전이기작. “잘라내기 및 붙여넣기” 기

작을 바탕으로 직접 전이되는 DNA 전이인자의 경우 이동성

(mobility), 전사적 발현(transcriptional expression)과 alterna-

tive RNA splicing 등의 기작을 통해 전이될 것으로 추론되고 있

다(Kempken과 Kuck, 1998). 흥미롭게도, 이 전이인자들은 유

전체 내에서 복제 개수가 줄어들기도 하고 늘어나기도 할 수 있

는 가변성을 갖는다. 식물병원성 곰팡이 Fusarium oxysporum
의 경우, 전이인자 impala가 적은 수로 유전체 내에 존재할 때, 

Fig. 2. Examples of recombination between LTR retrotransposons (based on Jordan and McDonald, 1999; Devos et al., 2002). (A) A complete 
LTR transposable element. (B) Intra-element recombination between LTR and LTR is one of mechanism that produced solo LTR and excised 
the rest of full-length elements. (C) Recombination between 5’ and 3’ LTRs of two adjacent elements produced a new recombinant element. 
(D) Complete element produced by unequal recombination between two 5’ LTRs, two 3’ LTRs, or the internal regions of two elements. (E) 
Solo LTR also produced by recombination between 3’ and 5’ LTRs of two element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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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전체 내에서 impala 전이요소의 위치 및 수량 변화가 더 가

변적임을 확인하였다(Langin 등, 1995). 이 연구에서 niaD 유전

자 내로 삽입된 impala 인자로 인해 niaD 유전자가 불활성화되

는 것을 보임으로써, DNA transposon이 유전체 내에서 다른 

곳으로 옮겨갈 수 있으며 이를 통해 유전체의 재구성을 유도할 

수 있을 것으로 생각하였다. 옥수수에서 발견된 전이인자 Ac/

Ds의 경우, 세포 분화를 위해 염색체 DNA가 합성되는 동안 전

이가 활성화되며, 복제된 DNA로부터 복제되지 않은 DNA쪽으

로 이동한다는 사실이 보고된 바 있다(Dash와 Peterson, 1994; 

Fedoroff, 1989) (Fig. 1B).

도열병균의 전이인자

벼 도열병균은 벼의 모든 생육기에 병을 일으킬 수 있는 중요

한 병원균일뿐만 아니라, 환경조건이 병원균에 유리할 경우, 경

제적으로 큰 손실을 일으킬 수 있는 중요한 식물 병원균 중 하

나이다. 이러한 도열병균을 방제하기 위해서는 저항성 품종의 

육성을 통해 병을 제어하는 것이 가장 효율적이며 이상적인 방

법이다. 하지만, 오랜 기간 동안 육종을 통해 개발된 새로운 벼 

품종은 실제 논에 도입되더라도 병 발생이 가능한 새로운 race

의 출현으로 기주 식물의 병 저항성이 빠르게 붕괴되어, 병 저

항성 기주 식물 육종의 제한적인 성공을 거둬 왔다(Bonman 

등, 1992; Correa-Victoria와 Zeigler, 1991; Kiyosawa, 1982). 벼

와 도열병균 간의 병 발생 상호작용은 주로 Gene-for-Gene 모

델을 따르는 것으로 알려졌다(Bryan 등, 2000; Jia 등, 2000; 

Orbach 등, 2000; Zeigler 등, 1994). 따라서, 전이인자에 의한 

병원균의 비병원성 유전자(avirulence gene, AVR gene)의 기능 

상실은 새로운 race 혹은 pathotype 발생의 주요한 원인으로 

제안되어왔다.

벼 도열병균의 비병원성 유전자와 불안정성. 다양한 연구 

결과를 통해 도열병균은 Gene-for-Gene 상호작용이 적용되

며, 기주의 저항성 유전자와 이에 상응하는 비병원성 유전자에 

의해 병이 발생된다고 밝혀졌다. 최초로 밝혀진 비병원성 유전

자인 AVR-Pita (=Avr2-YAMO)와 Avr1-TSUY의 경우, 유전적으로 

불안정하여 병원성 변이가 빈번하게 나타나는 것으로 보고되

었다(Kang, 2001). 이들 두 유전자는 모두 텔로미어(telomere) 

영역에 존재하는 것으로 밝혀졌다(Orbach 등, 2000; Valent와 

Chumley, 1994), 벼 도열병균 비병원성 유전자들의 유전적 불

안정성은 전이인자에 의한 것이라는 직접적인 연구 결과들이 

보고되었다(Farman 등, 2002; Kang 등, 2001; Zhou 등, 2007). 

DNA transposon Pot3가 비병원성 유전자인 AVR-Pita (Kang, 

2001)와 AVR-Piz-t (Zhou 등, 2007)의 coding region과 promot-

er 영역에 각각 삽입되어 비병원성 유전자들의 기능이 소실되

었다. 또한, retrotransposon MINE 인자가 기주 식물이 갖는 R 

gene Pi33에 상응하는 비병원성 유전자 ACE1에 삽입되면서 유

전자의 기능이 상실되었다는 보고가 있다(Fudal 등, 2005).

전이인자를 이용한 병원균 집단 분석은(Dobinson 등, 1993; 

Farman 등, 1996a; Kachroo 등, 1994, 1995; Kang, 2001; Na-

kayashiki 등, 2001; Nishimura 등, 2000; Park 등, 2003) 병원균

의 기주 특이성부터 집단의 역동성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분자 

유전학적 정보를 제공하였다. 또한, 2005년 Dean 등에 의해 보

고된 도열병균 전체 유전체 자료는 전이인자에 관해 더 자세히 

연구할 수 있는 기반을 제공하였다(Dean 등, 2005).

유전체 연구를 통해 밝혀진 벼 도열병균의 전이인자 및 re-
petitive DNA. 최초로 유전체가 해독된 벼 도열병균은 실

험실 내에서의 유성적인 교잡을 통해 얻어진 70-15 균주로, 

이들 균주의 유전체는 대략 10%가 repetitive DNA로 구성되

어 있다(Dean 등, 2005). 70-15 균주가 가지고 있는 repetitive 

DNA들은 200 bp 보다 긴 반복적인 DNA로 구성되어 있으며, 

retrotransposon으로 분류되는 5가지 LTR retrotransposons 

(MAGGY (전체 유전체 대비 0.86%), MGLR-3 (0.10%), Pyret 

(1.47%), RETRO5 (0.48%), RETRO6 (0.37%)), 3개의 non-LTR ret-

rotransposons (LINE에 속하는 MGL (1.43%), Mg-SINE(0.16%), 

REPBUF (0.01%)), 3개의 inverted repeat을 갖는 DNA transpo-

sons (Pot2 (1.3%), Pot3 (0.31%), Occan (0.33%))을 가지고 있다

(Dean 등, 2005). 그러나 70-15 균주는 벼에 침해하는 도열병 

균주와 Eleusine 종을 침해하는 도열병 균주 간의 인위적 교잡

을 통해 확보된 균주이기 때문에 실제 포장에서 채집된 야생형 

균주와는 다소 다를 수 있다. 왜냐하면, 현재까지 도열병균 및 

벼 도열병균의 유성생식적 교잡이 포장내에서는 발견되지 않았

기 때문이다.

곰팡이 Magnaporthe 속에서 밝혀진 전이인자. 벼를 포함

한 50여가지 이상의 화본과 작물을 침해하는 Magnaporthe 속 

균주들로부터 Class I에 속하는 LTR retrotransposon이 7개(fos-

bury, grh MAGGY, Pyret, MGLR-3, Inago1과 Inago2), non-LTR

이면서 LINE에 속하는 MGL (동일명: MGR583)과 SINE에 속하

는 2개의 전이요소(Mg-SINE과 MGSR-1)가 밝혀졌다(Daboussi 

와 Capy, 2003; Dean 등, 2005; Dobinson 등, 1993; Farman 등, 

1996a, 1996b; Kachroo 등, 1994, 1995, 1997; Kang, 2001; Kito 

등, 2003; Meyn 등, 1998; Nakayashiki 등, 2001; Nishimura 등, 

2000; Sanchez 등, 2011). Class II 전이인자로는 현재까지 Pot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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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t3 (동일명: MGR586) 그리고 Occan이 알려진 바 있다(Table 

1, Fig. 3).

도열병균의 Class I 전이인자

fosbury (LTR/gypsy). fosbury는 LTR을 포함하는 ret-

rotransposon으로 벼 도열병균의 집단을 구분하는데 널리 사

용되었던 Pot3 inverted repeat transposon의 근처에서 발견

된 전이인자다. 그러나, 최초 발견된 것과는 다르게 Pot3와 반드

시 함께하지는 않는 것으로 관찰되었으며, 구조적으로는 LTR-

gag-pol (protease-reverse transcriptase-RNaseH-integrase)-

LTR 에 이어 gag 유전자가 다시 관찰되는 특이한 형태를 가졌

다(Fig. 3A) (Shull과 Hamer, 1996). 하지만, Pot3과 마찬가지로 

벼를 침해하는 Magnaporthe 종에만 특이적으로 존재하는 것

으로 보고되었다(Shull과 Hamer, 1996).

grh (LTR/gypsy). grh retrotransposon은 화본과 작물 중 

하나인 Eleusine 속으로부터 분리된 도열병균 G-22 균주에서 발

견된 repetitive DNA로서, G-22는 도열병균 중에서 고도로 유

성생식이 잘 되는 특징을 가지고 있다. G-22 균주와 weeping 

lovegrass에서 분리된 도열병균 G-17의 인위적 교잡을 통해 생

성된 균주가 4091-5-8인데, grh의 특성 규명은 G-22와 4091-

5-8 균주를 통해 규명되었다(Dobinson 등, 1993). 완전한 grh 

retrotransposon은 총 길이가 대략 8.0 kb로서 5’과 3’에 동일

한 긴 말단 반복(terminal repeat)을 가지고 있으며, 5’과 3’ 말단

이 각각 다음과 같이, 5’ TG…CA 3’으로 특정 염기서열이 위치

해 있으며, 양 말단의 끝부위에 5 bp의 direct repeat (ATAAA)

을 갖는다. grh는 구조적으로 LTR-gag-pol (protease-reverse 

transcriptase-RNaseH-integrase)-LTR을 갖는다(Fig. 3B). 흥미

롭게도, grh는 Eleusine indica 및 E. coracana (finger millet)에 

병을 일으키는 도열병균에서만 확인되었으며, 벼에 병을 일으

키는 도열병균에서는 확인되지 않았다. 또한, grh는 특정지역에

서 분리된 E. indica 및 E. coracana으로부터 분리된 도열병균주

는 특정지역의 균주에서만 확인되어 Eleusine 침입 도열병균으

로부터 수평적으로 이동 및 진화 했을 것이라고 추측하고 있다

(Dobinson 등, 1993).

MAGGY (LTR/gypsy). MAGGY(MAGnaporthe Gypsy-like 

element)는 인위적 교잡을 통해 탄생한 벼 도열병균 2539 균

주에서 최초로 분리되었으며, gypsy 계열의 LTR을 갖는 ret-

rotransposon이다(길이 5.6 kb). 구조적으로는 Magnaporthe 
속 균주에 존재하는 다른 LTR과 동일한 구조인 LTR-gag-pol 
(protease-reverse transcriptase-RNaseH-integrase)-LTR 구조

를 갖는다(Fig. 3B). grh와 마찬가지로 MAGGY 역시 구조적으로 

5 bp의 target site duplication을 만들지만 LTR의 길이가 253 

bp로 grh보다 길며 6 bp의 inverted repeat이 flanking 영역에 

존재한다. Class II에 속하는 전이인자인 Pot3 (MGR586)와 마찬

가지로 벼를 침해하는 균주에서만 특이적으로 높은 copy 수를 

Table 1. Characterization of transposon elements in the Magnaporthe oryzae and M. grisea

Class
Group 

(subgroup)
Element

GenBank  
accession No.

References

Class I LTR (Gypsy) fosbury AH005360 Shull and Hamer, 1996
grh M77661 Dobinson et al., 1993
MAGGY L35053 Farman et al., 1996a
Pyret AB062507 Nakayashiki et al., 2001
MGLR-3 AF314096 Kang, 2001
Inago 1 AB334124 Sanchez et al., 2011
Inago 2 AB334125 Sanchez et al., 2011

non LTR (LINE) MGL (MGR583) AF018033 Nishimura et al., 2000
non LTR (SINE) Mg-SINE U35313 Kachroo et al., 1995

MGSR-1 S65049 Sone et al., 1993
Class II Inverted repeat Pot2 Z33638 Kachroo et al., 1994

Pot3 (MGR586) U60989 Farman et al., 1996b
Occan AB074754 Kito et al., 2003

Unclassified MGR608 U36923 Kang et al., 1995
MGR619 U36923 Kang et al., 199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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갖으며, 대략 50개 이상이 존재하는 것으로 보고되었다. 또한, 

화본과 작물 Eragrostis curvula, Cynodon dactylon, Paspalum 

distichum 및 Setaria glauca으로부터 분리된 균주들에서도 

7-50개 이상의 높은 copy 수를 갖는 것으로 보고되었다.

MAGGY 전이인자의 활성화가 보고되었으며(Shull과 Hamer, 

1996), 다른 전이인자보다도 많은 연구가 이루어졌다. MAGGY 

전이인자는 Magnaporthe 속 곰팡이들의 유전학적 다양성 연

구(Park 등, 2003, 2008) 및 형질전환을 위한 도구로서 개발되었

으며, 특별한 조건하에서 전이를 활성화 시켜 전이인자의 이동

을 유도시킨 도열병균에서는 유일한 retrotransposon이다. 

Nakayashiki 등(1999)은 MAGGY 전이인자를 이용하여 자

낭균 곰팡이의 유전자 기능분석을 위한 gene-tagging tool을 

개발하였다. 이 보고에 의하면 MAGGY 전이인자를 갖지 않는 

다른 자낭균 곰팡이로부터 원형질체(protoplast)를 유도하여 

MAGGY 전이인자를 형질전환 하였을 때, 최초 도입된 전이인자

로부터 유도된 것으로 추측되는 새로운 전이인자가 확인되었다

고 보고하였다. 또한, 형질 전환된 곰팡이내에서 임계 값까지 복

제된 뒤 증식이 억제된다고 보고하였다(Nakayashiki 등, 1999). 

이러한 복제 억제 기작에는 메틸화(methylation)와 siRNA-의존

적 유전자 silencing이 관여할 것이라고 추정하였다(Murata 등, 

2007). MAGGY 전이인자의 활성화 조건으로는 heat shock, 황

산구리(Copper sulfate)처리 및 산화 스트레스 등이 보고되었

다(Ikeda 등, 2001).

Pyret (LTR/gypsy). Pyret 전이인자는 길이가 총 7,200 bp

로 차조(foxtail millet)에서 분리된 도열병균 GFSII-7-2 균주의 

cosmid library에서 최초 관찰되었으며(Nakayashiki 등, 2001), 

전형적인 LTR retrotransposon의 구조인 LTR-gag-pol (prote-

ase-reverse transcriptase-RNaseH-integrase)-LTR 구조를 갖

는다(Fig. 3B). pol 유전자의 reverse transcriptase, RNaseH와 

integrase domain을 이용한 계통분류 분석 결과 WCCH do-

main을 갖는 요소들인 Cft-1, skippy, Cgret (Zhu와 Oudemans, 

2000)과 단일계통에 포함되었다. Pyret은 벼를 침해하는 균주

와 더불어 E. indica, E. coracana, Erogrostis lehmanniana, Avena 

satica, Tritichum aestivum, Leersia oryzoides 및 Pennisetum 

clandestinum를 침해하는 병원균에서는 다수 존재하지만, 

Zingiber mioga, Digitaria sanguinalis 및 D. horizontaris를 침

해하는 도열병균에서는 존재하지 않는 기주 특이성을 보인다

(Nakayashiki 등, 2001).

MGSR-3 (LTR/gypsy). MGSR-3 전이인자의 길이는 총 

6,341 bp로 250 bp의 LTR을 양쪽 말단에 갖고 있으며 grh

와 유사하게 6 bp (5’-TGTTAC-3’)을 LTR의 끝에 갖지만, grh와 

MAGGY와 다르게 5 bp (ATAAA)의 direct repeat이 존재하지 

않는다. Direct repeat은 보통 전이 동안 생성되는 것으로 알려

져 있다(Dobinson 등, 1993; Farman 등, 1996a). MGSR-3는 전

형적인 LTR retrotransposon의 구조인 LTR-gag-pol (protease-

reverse transcriptase-RNaseH-integrase)-LTR 구조를 갖는다

(Fig. 3B). MGLR-3는 벼 및 화본과 작물에서 분리된 균주에 공

통적으로 분포하였다.

MGLR-3는 자연돌연변이가 자주 발생하는 벼 도열병균인 

O-137 균주에서 최초로 분리된 retrotransposon으로, 이는 

O-137 균주에서 유래된 돌연변이체 집단으로부터 telomere가 

절단되어 나간 clone의 발굴 및 특성화 과정을 거치면서 규명되

었다(Kang, 2001). MGSR-3의 3’ 말단이 114 bp의 거리를 두고 

telomeric repeat (TTAGGG)이 19회 반복하여 존재하였기 때문

Fig. 3. Schematic representation of the structural feature of transposable elements in Magnaporthe oryzae and M. grisea isolat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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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 이 전이인자가 telomere에 근접하여 존재한다는 사실을 밝

혀냈다(Kang, 2001). 이 clone분석을 통해 밝혀낸 흥미로운 점

은 MGLR-3의 5’ LTR에 바로 인접하여 Pot2의 3’의 3분의 1에 해

당하는(615 bp) 부서진 Pot2가 위치해 있었다. 473 bp에 이르

는 Mg-SINE이 Pot2의 3’-TIR로부터 25 bp 떨어진 곳에 위치하

고 있어, telomere repeat/MGSR-3/truncated Pot2/Mg-SINE 

순으로 cluster화 되어있음이 규명되었다(Kang, 2001). 이러한 

전이인자끼리의 cluster화 되는 현상은 여러 연구를 통해서 관

찰되었는데, 예를 들어, 도열병균 2539균주에서는 MAGGY 전

이요소가 Pot3, Pot2 또는 Mg-SINE과 함께 존재하고 있음이 규

명되었다(Nitta 등, 1997).

Kang 등(2001)은 O-137 균주의 Pot2 요소 내로 MGLR-3가 

전이되면서 Pot2의 5’의 3분의 2가 손실되었을 것으로 추정하

였으며, MGLR-3의 3’ LTR에 telomere repeat을 계속해서 추가

하면서 chromosome의 깨진 부분을 복구했을 가능성을 제시

하였다. MGLR-3내에 target site duplication (ATAAA)의 direct 

repeat이 존재하지 않는 것은 전이 후 염색체 파손이 일어났기 

때문일 것으로 추정하였다. 또한, 전형적인 retrotransposon의 

gag와 pol ORF가 어떠한 돌연변이없이 온전하고, 두 개의 LTR

의 염기서열이 동일한 점으로 미루어 MGLR-3의 전이가 비교적 

최근에 일어났을 것으로 추정하였다(Kang, 2001).

Inago1 (LTR/gypsy)과 Inago2 (LTR/gypsy). Inago1과 Ina-

go2은 일본 야생균주 9439009를 shot-gun 유전체 염기서열을 

분석하다가 발견되었다. 두 전이인자 모두 retrotransposon으

로 gypsy type으로 분류되었다(Table 1, Fig. 3B). 계통분류학

적인 연구를 통해 이 두개의 전이인자들은 MGLR-3와 매우 높

은 염기서열 유사도를 보였다(Sanchez 등, 2011). Inago1 (6,104 

bp)과 Inago2 (5,866 bp), 전이인자는 전형적인 Ty3/gypsy sub-

family의 구조인 LTR-gag-pol (protease-reverse transcriptase-

RNaseH-integrase)-LTR 구조를 갖는 것으로 나타났다(Fig. 3B). 

이 두 전이인자들은 벼 및 화본과 작물을 침해하는 도열병 균

주들에 다수의 copy가 존재하는 것이 밝혀졌으며, Inago1의 경

우 E. coracana로부터 분리된 도열병균에서 상대적으로 적게 

분포(10여 개)하며, Inago2는 20여개의 copy가 확인되었다. 또

한 Inago2는 왕바랭이(Digitaria sanguinalis)를 침해하는 도열

병균에서 2-4개 정도의 copy로 존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Sanchez 등(2011)은 Inago1과 Inago2의 특성화 연구와 더불

어 전이인자의 활성화 여부에 관한 연구결과를 함께 발표하였

다. MAGGY 전이인자 및 DNA recombinational repair 유전자

들의 활성화 조건인 산화스트레스를 유도하는 methyl viologen 

(10 mM)을 처리한 뒤, 포자를 유도하여 9개의 단일 포자를 확

보하였다. 이 9개의 단일포자로부터 균주를 확보하여, Southern 

blot 분석을 수행하였다. 그 결과, Inago1과 Inago2의 전이인

자들이 야생형균주와 동일한 band 패턴을 보였으며, band 이

동이 관찰되지 않아 산화스트레스에 의해 활성화되지 않는다

고 보고하였다. Sanchez 등(2011)은 이 연구를 통해 Inago1과 

Inago2가 다른 전이인자에 비해 상대적으로 안정적인 전이인

자라고 추정하였다(Sanchez 등, 2011).

MGL (non-LTR). MGL (MGR583)은 총 길이가 5,977 bp로 

벼 도열병균에는 50 copy 이상이 존재하지만 다른 화본과를 

침해하는 도열병균에서는 다양한 copy 수를 보인다. MGL 전

이인자는 LTR이 존재하지 않으며, non-LTR과 유사한 ORF1이 

존재한다. 또한 LINE element와 유사한 ORF2를 갖는데, ORF2

는 reverse transcriptase를 갖는다(Fig. 3C) (Hamer 등, 1989; 

Kachroo 등, 1997; Meyn 등, 1998).

이 LINE 전이인자인 MGL의 전이 증거는 Nishimura 등에 의

해 보고되었다(Nishimura 등, 2000). 벼 도열병균 간의 유성적

인 교잡을 통해 확보된 자손들 중 도열병균의 전형적인 포자 형

성 구조인 sympodial 구조가 아닌 acropetal 구조로 포자를 형

성하는 돌연변이가 관찰되었는데, 이는 포자 형성에 관여하는 

ACR1 유전자 내에 MGL 전이인자가 삽입되어 일어난 현상으로 

규명되었다(Nishimura 등, 2000).

Mg-SINE (non-LTR). Mg-SINE 전이인자는 Pot2내에 

AT 염기가 많은 부위에 걸쳐 삽입된 전이인자로 관찰되었다

(Kachroo 등, 1995). Mg-SINE은 472 bp 길이로 포유류에서 발

견되는 SINE 요소와 유사하게 tRNA 중합효소 III promoter의 

consensus 염기서열과 정확히 일치하는 A-box 및 B-box 공통 

염기서열을 갖고 있다(Kachroo 등, 1995) (Fig. 3D). 벼 및 다른 

화본과 작물을 침해하는 균주 모두에서 대략 100 copy 정도 

존재하는 것으로 보고되었다(Kachroo 등, 1995).

MGSR-1 (non-LTR). MGSR-1 (Magnaporthe grisea short 

repeat-1)은 야생형 Ina72 균주에서 최초 분리된 760 bp 길이의 

전형적인 SINE 전이인자의 특징을 가지고 있다(Fig. 3E). MGSR-

1 전이인자는 벼 도열병균이 다른 화본과의 도열병균 보다도 

높은 copy를 갖는 것으로 보고되었다(Sone 등, 1993). 두 개의 

RNA polymerase III promoter (A-box와 B-box)를 가지고 있

으며, 3’에 poly(T), 8 bp의 direct repeat을 가지고 있다(Fig. 3E, 

Table 1) (Sone 등, 199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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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t2. Pot2 전이인자의 총 염기서열의 길이는 1,857 bp로 

43 bp의 TIR과 이 TIR 내에 16 bp의 direct repeat를 가지고 있

으며, transposase 유전자를 가지고 있는 전형적인 Class II 전이

인자다(Fig. 3F). 이 Pot2 전이인자내의 transposase의 염기서열

은 지금까지 밝혀진 다른 transposase 유전자와 유사도가 매우 

낮았다(Kachroo 등, 1994). Pot2 전이인자는 M. oryzae의 Pot3

와 F. oxysporum의 Fot1과 구조적으로 매우 유사하며, 벼를 비

롯한 다른 화본과를 침해하는 도열병균 종에 100 copy 이상이 

존재한다고 보고되었다(Kachroo 등, 1994).

기존의 MGR586이라고 불렸던 Pot3를 이용한 Southern blot 

분석 방법을 단순화시킬 수 있는 대안으로 Pot2를 이용한 rep-

PCR (repetitive element-based polymerase chain reaction) 

마커가 개발되었다(George 등, 1998). 이 방법은 Escherichia 

coli 등의 세균 repetitive extragenic palindromic sequence 

(Gilson 등, 1984)를 기반하는 conserved motif 혹은 그람양성

세균 Streptococcus pneumonia로부터의 BOX element (Martin 등, 

1992)를 기반하여 제작한 primer를 이용하는 PCR 방법이다. 

Pot2 및 Pot3 전이인자가 Magnaporthe 속 병원균에 높은 copy 

수로 존재하며, 보전적인 유전자의 특징을 갖기 때문에 집단을 

구분하는데 매우 유용하게 사용될 수 있을 것으로 제안되었으

며, 이를 이용하여 집단을 구분할 수 있음을 다수의 연구에서 

입증하였다(George 등, 1998; Javan-nikkhah 등, 2004; Motal-

lebi 등, 2009; Suzuki 등, 2006; Zhou 등, 2007).

Pot3. Pot3 (MGR586)는 벼 및 화본과 작물을 침해하는 

Magnaporthe 종의 집단을 분석하는데 가장 많이 활용된 Class 

II에 속하는 전이인자다. MGR586 (Hamer 등, 1989)으로 알려진 

이 전이인자의 길이는 1,860 bp로 양쪽 말단에 42 bp의 동일한 

inverted repeats을 가지고 있다(Fig. 3F). Fot1과 Pot2와 마찬가

지로 Pot3는 16 bp의 direct repeat을 갖으며, Tc-1과 유사한 요

소로서 TA dinucleotides를 양쪽 말단에 가지고 있다. Tc-1 요소

에서 TA dinucleotide에서의 삽입이 특화되어 Tc-1과 같은 요소

가 유전체 내로 integration될 때 중복되게 된다(Moerman과 

Waterston, 1989). Pot3 전이인자는 벼를 침해하는 M. oryzae 

균주들에 45-50 정도의 copy를 갖지만, 화본과 작물에 침해하

는 균주에는 1-3개 정도의 copy를 갖는 기주 특이적 분포를 보

인다(Hamer 등, 1989).

위에 언급한 것처럼, 벼의 저항성 유전자 Pi-ta에 대하여 비병

원성 유전자를 갖는 균주의 spontaneous mutant의 분석 결

과 Pot3 전이인자가 AVR-Pita1 유전자의 promoter 영역에 전이

된다는 사실이 밝혀졌고(Kang 등, 2001), 저항성이 역전된 균주

에서 AVR-Pita1 유전자의 ORF내에 Pot3가 삽입된 사례가 보고

되었다(Zhou 등, 2007). 또한, Guy11 균주에서 Avr-Piz-t의 pro-

moter 영역에 Pot3가 삽입되어 비병원성 유전자의 기능이 상

실된 경우가 보고되었다(Li 등, 2009). 이러한 사례를 기반하여 

볼 때 Pot3는 다른 전이인자에 비해 비교적 활발하게 움직이는 

것으로 추정된다.

Occan.  Occan은 완전체의 길이가 총 2,688 bp로 야생형 

균주 Ina168의 자연돌연변이인 Ina168 m95-1에서 최초 분리되

었다(Kito 등, 2003). Occan은 77 bp의 동일한 inverted repeat

을 양쪽 말단에 갖고 있으며, Pot2와 Pot3와 동일하게 TA dinu-

cleotide를 갖고있다. ORF start codon인 41-51 bp의 upstream

에 TATA box를 갖는다(Fig. 3F). 또한, transposase ORF (2,259 

bp)내에 63 bp의 intron을 갖는 것으로 보고되었다(Kito 등, 

2003). 이는 intron이 관찰된 최초의 경우이다, 벼에 병을 일으

키는 균주에 30-40개 copy가 존재하며, Seteria viridis 병원성 

균주에는 5-8개 copy, E. coracana 병원성 균주에는 3-5개, S. 

sphacelata에는 3개, Digitaria 침해 균주들에는 희미한 copy가 

존재하는 것으로 볼 때 기주 특이적으로 진화해왔을 것으로 추

정된다(Kito 등, 2003).

결 언

지금까지 전이인자의 구조(Fig. 1A) 및 기작(Fig. 1B-3)과 화본

과 작물에 병을 일으키는 Magnaporthe 속에서 발견된 다양한 

전이인자들을 소개하였다(Table 1, Fig. 3). 또한, Magnaporthe 

속에서 보고된 활성화 조건 및 전이 사례에 관하여서도 살펴보

았다. 벼 도열병 발생은 벼의 저항성 유전자와 도열병균의 비병

원성 유전자는 Gene-for-Gene 방식을 따르기 때문에, 저항성 

유전자를 이용한 벼 도열병균의 방제는 가장 이상적인 방제방

법이다. 그러나 육종을 통해 개발된 새로운 저항성 품종은 빠

르게는 2-3년 내에 저항성이 붕괴되어 도열병 방제에 어려움

을 겪어 왔다. 이러한 저항성 붕괴 기작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M. 

oryzae의 집단 구조와 변이 원인에 대한 이해가 요구된다. 변이

의 주요 원인 중 하나로 전이인자를 들 수 있으며, 본 총설에서

는 전이인자가 벼의 비병원성 유전자들의 기능을 상실하는데 

원인이 되는 여러 가지 예들을 소개하였다. 주목할 점은 벼 이

외 화본과 작물에서 분리된 도열병 균주들의 핵형(karyotypes)

이 매우 안정적인데 비하여, 벼에서 분리된 도열병균들의 핵형

은 매우 다양하게 변화된다는 사실이다. 이러한 핵형의 불안정

성은 전이인자에 기인할 가능성이 매우 높다. 따라서, 전이인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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들의 활성화의 원인에 관한 심도 있는 연구는 새롭게 나타나는 

병원균의 race 또는 pathotype 변이의 기작을 이해하는데 필

수적이며, 효율적인 병 방제 전략 수립에 위해 유용한 정보를 

제공할 것으로 기대된다. 

요 약

곰팡이 종들은 유전체내에 대략 10% 정도의 다양한 전이인

자와 함께 반복적인 염기서열을 갖는다. 이러한 전이인자들의 

대부분은 유전체내에서 활발히 전이되며 곰팡이 병원균의 기

주 범위와도 연관성을 갖으며 분포하는 것으로 알려져있다. 화

본과 작물에 병을 일으키는 도열병에 분포하는 전이인자들은 

활발히 전이하는 것으로 보이며, 특정 기주에 감염하는 개체군

에 특이적으로 분포하는 경우가 많았다. 다수의 연구 보고에서 

도열병균의 전이인자가 비병원성 유전자의 기능을 상실하는데 

작용하여, 이로인해 저항성 품종에 병을 일으켰다. 따라서, 도열

병균의 전이인자들은 식물-곰팡이 사이의 상호 진화를 유도

하는 원동력 중 하나일 수 있다. 본 총설에서는 도열병균에 존

재하는 전이인자들의 종류와 생물학적인 기능에 관해 정리하

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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