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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험목적

본 연구는 국내 주요 천마재배지에서 생산된 천마의 개체 및 지역 간의 유전적 변이

와 다양성을 구명하기 위하여 ISSR 기법을 사용하여 천마의 DNA의 특성을 비교 분석하

였다.

재료 및 방법

◦ 실험재료

본 연구에 사용한 시료는 천마의 4개 집단(무주, 상주, 영양, 포천)에서 재배된 천마

를 지역별로 20개체씩을 선발하여 각각의 꽃눈에서 DNA를 추출하여 실험하였다.

◦ 실험방법

1. DNA 분리 및 ISSR PCR

천마의 꽃눈을 괴경에서 분리하여 액체질소를 이용하여 막자사발로 갈았으며, Plant

Genomic DNA Extraction Mini kit(FAVORGEN)를 이용하여 DNA를 분리하였다. 분석

에 40개의 ISSR primer screening을 통해서 재현성이 우수하고 다형성을 보이며 증폭산

물이 선명하게 구분이 되는 5개의 primer 809, 810, 811, 813, 823를 분석에 사용하였다.

PCR 조건으로는 94℃에서 5분의 전처리 후 94℃에서 30초, 50℃ 또는 52℃에서 30초, 7

2℃에서 60초의 DNA 합성 과정을 45회 반복한 후 72℃에서 10분간 증폭을 완료시켰다.

PCR 증폭산물(ISSR bands)은 2% agarose gel에서 전기영동 시킨 후UV

trans-illuminator상에서 촬영한 뒤 증폭산물의 크기를 확인하기 하였으며, 동일한 크기의

특정 bp에서 증폭산물의 유무에 따라 ‘1’ 과 ‘0’으로 데이터를 입력하여 분석하였다.

2. 자료의 분석

POPGENE ver. 3.2 program을 이용하여 Shannon's information Index를 계산하여

산지별 유전다양성을 구하였으며, Arlequin ver. 2.0 program을 이용하여 계산된 유전적

거리(Euclidean distance)를 기초로 AMOVA (analysis of molecular variance) 분석을 실

시하여 산지간 유전적 분화의 정도를 계산하였다. 분석된 산지간의 유전적 유연관계를 구

명하기 위해서 RAPDDIST ver. 1.0을 이용하여 Manhattan distance를 계산하였다.

UPGMA (unweighted pair-group method with arithmetic mean)tree와 NJT (neighbor

joining tree)를 재구성하여 각 산지간 유집분석을 실행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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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험결과

다형성 유전자좌의 비율(Percentage of polymorphic loci)은 상주집단(76.53%)와 무주

집단(70.41%)로 비교적 높게 나왔으며 영양집단(64.29%)이 가장 낮게 나왔다. Shannon의

유전다양성지수(S.I.:Shannon's information Index)를 계산해본결과 가장 높은 값을 보인

지역은 무주집단(0.3215)이였으며, 가장 낮은 값을 보인 집단은 포천집단(0.255)이였다

(Table 1).

조사된 4개의 집단에 대한 AMOVA 를 이용한 분산요소의 비교에서 전체 유전변이

중 26.61%가 집단간에 기인하는 것으로 나타났고, 나머지 73.19%는 집단내 개체간의 차

이에서 기인한 것으로 나타났다(Table 2.)

유전적 거리를 이용하여 UPGMA법에 의한 유집분석을 실시한 결과 Figure 1. 과 같

이 나타났으며, 무주와 영양집단과의 거리가 가장 먼 것으로 나타 났다.

Table 1. Comparison of genetic variation among four populations of Gastrodia elata.

Population
The number of

polymorphic loci

The percentage of

polymorphic loci
h* I*

Muju 69 70.41% 0.2118 0.3215

Sangju 75 76.53% 0.1955 0.31

Youngyang 63 64.29% 0.1754 0.2737

Pochun 66 67.35% 0.1593 0.255

*h = Nei's (1973) gene diversity; *I = Shannon's Information index [Lewontin (1972)]

Table 2. Analysis of molecular variance(AMOVA) based on 98 ISSR markers for the

four populations of Gastrodia elata.

Sources of variation DF
Sum of

squares

Variance

components

Percentage of

variation(%)

Among Populations 3 268.995 3.98921 26.81

Within population 75 816.803 10.8907 73.19

Total 78 1085.797 14.87991 100

Figure 1. UPGMA tree based on ISSR data for four pupulations of Gastrodia elata.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