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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This study was conducted to provide a basic system to develop a 

molecular marker for plant cultivar protection using a recombinant DNA 
technology. Using Nicotiana tabacum L. plants, the potentiality in the utiliza-
tion of the developed marker was examined. After homology test with several 

plant genomes, mouse adenosine deaminase (ADA) gene was selected as DNA 
source of a molecular marker for cultivar protection. As a result of the 
digestion of ADA gene with BamHⅠ and PstⅠ, six DNA fragments were 

obtained, and 513 bp DNA fragment among them was selected as a possible 
DNA marker for cultivar protection. Selected 513 bp DNA fragment was 
efficiently inserted into pBI101 plasmid vector for plant transformation by 

using phagemid vector pBluescript Ⅱ SK (＋/－) as an intermediate vector. The 
recombinant pBI101, carrying 513 bp DNA fragment, possible markers for 
cultivar protection, was transformed into A. tumefaciens LBA4404. Nicotiana 

tabacum was transformed with A. tumefaciens LBA4404 having the recombi-
nant pBI101 and was confirmed the transfer of 513 bp DNA fragment, a 

possible molecular marker for cultivar protection. 

Additional key words: adenosine deaminase, agrobacterium tumefaciens, 
binary vector, transformation

서    언

종자 산업이 발달함에 따라 새로이 육성된 

품종을 보 함에 있어 야기될 수 있는 품종도

용을 막기 해 품종보호용 분자마커의 개발이 

필요하다. 지난 30여 년간 발 되어온 DNA와 

단백질에서 다형화 상을 동정하는 기술은 분

자마커의 새로운 기원이 되었는데 isozyme, 

restriction fragment length polymorphism 

(RFLP), random amplified polymorphic DNA 

(RAPD)가 이에 포함된다(Tanksley, 1983). 

최근 분자생물학의 발 은 DNA 염기서열의 

다형화를 탐색하고 이를 분자마커로 사용하려

는 기술을 보 하게 되었다. 이들 분자마커는 

식물의 DNA 염기서열을 상으로 하므로 돌

연변이의 유기와 같은 방법이 필요 없으며 환

경  생태계의 향을 받지 않고 genome 상 

어느 곳에서나 다형화가 생길 수 있어 무한히 

많은 변이의 탐색이 가능하다(Bachmann, 

1994). 그러나 제한 인 동 효소 종류와 

RFLP의 기술  복잡성과 방사성 동 원소를 

사용해야하는 험 때문에 사용이 제한 인 데 

반해 polymerase chain reaction(PCR)(Ed-

wards 등, 1991)을 기본 인 기술로 사용하는 

RAPD는 방사성 동 원소를 사용하지 않고 무

작 로 합성된 oligonucleotide를 사용하여 

DNA 특정부 를 증폭시키고 증폭된 DNA 단

편들의 다형화를 agarose gel상에서 찰이 가

능하므로 매우 간단하고 신속하며 소량의 

DNA로도 분석이 가능하다. RAPD는 증폭된 

DNA 단편의 다형화를 통해 유용 유 형질

련 마커개발(Fukuoka 등 1992), 식물육종, 집

단유 학과 계통분석(Tinker 등 1993: Vier-

ing 등 1994), 특정 형질에 연 된 유 자 연

지도 작성(Roland와 Levi, 1994) 등에도 사

용되고 있다.

그러나 이러한 분자마커들은 작물의 geno-

mic DNA를 상으로 하기 때문에 새로 육성

된 품종을 보호하기 한 품종특이 분자마커로 

사용되기 힘들다. 즉 새로이 육성된 품종에서 

특이 으로 발견되는 RAPD 분자 마커를 획득

하기 해서는 상작물의 모든 품종에 한 많

은 종류의 random primer를 사용하여 선발이 

이루어져야 하는데 이는 실 으로 불가능하

다. 따라서 상작물에서는 발견되지 않는 염기

서열을 개발하여 품종보호용 분자 마커로 활용

하는 것이 보다 효율 인 체수단이 될 수 있

을 것이다. 최근 유 자 재조합기술의 속한 

발 으로 식물 형질 환용 운반체가 개발됨에 

따라 외부 유용 유 자를 쉽게 식물세포내로 도

입, 발 시켜 새로운 식물체를 육성할 수 있게 

되었다(An, 1987; Hoekema 등, 1986). 본 실

험은 품종 특성을 변화시키지 않고 품종 특이 

분자마커를 식물체내에 삽입하고자 식물세포에

는  존재하지 않는 것으로 알려진 mouse 

ADA gene(Yeung 등, 1985)의 일부 염기서열

을 분자마커로 사용하여 식물 형질 환용 bin-

ary vector에 재조합하고 재조합된 vector를 

이용하여 담배 형질 환을 실시하여 개발된 분

자마커가 담배에 이되는지 여부를 확인하고

자 수행되었다.

재료  방법

형질 환 식물재료

형질 환에 사용된 담배는 Nicotiana taba-

cum cv. HAVANA SR1으로 종자를 70% 에

탄올에 15 간 침지시킨후, 2% sodium hypo-

chrolite 용액에 15분간 소독하여 멸균수로 5번 

세척한 후 MS배지에 치상하 다. 치상 7일 뒤 

발아가 되었고 장 15cm정도로 신장한 식물

체를 취해 실험재료로 사용하 다. 지속 인 번

식을 하여 4주 간격으로 계 배양 하 으며 

생육조건은 25℃±1℃, 16L/8D이었다. 

품종 보호용 분자 마커 운반체 재조합

품종 보호용 분자마커의 제작을 해 pBR 

322의 PstⅠ자리에 cloning되어 있는 1.4kb의 

ADA유 자를 사용 으며 선발된 분자마커를 

식물 세포로 이하기 한 binary vector로는 

pBI101을 사용하 다. 한 형질 환을 해 

disarmed Ti-plasmid를 함유한 Agrobacter-

ium tumefaciens LBA4404를 사용하 다. 운

반체 재조합은 Maniatis 등(1982)의 방법에 

하여 수행하 으며 재조합된 운반체의 Agro-

bacterium tumefaciens LBA4404의 도입은 

freeze-thaw방법(An 등, 1988)에 의하여 수행

하 다.

분자마커의 형질 환  재분화

재조합 binary vector를 포함하는 A. tume-

faciens LBA4404를 kanamycin 25mg․L
-1
이 

첨가된 LB배지에 도말하여 항성을 가진 

colony를 선발하 다. 분자마커가 A. tumefa-

ciens LBA4404에 도입되었는지를 확인하기 

해 선발된 colony의 plasmid를 alkaline 

lysis(Birnboim과 Doly, 1979)방법으로 분

리․정제하고 PCR을 실시하 다. ADA 유 자 

염기서열로부터 두 개의 특이 인 oligonucleo-

tide 5’-GATCCCAAAACGACGCATGCGGT 

TGTTCGC-3'와 5'-TGGTGTTCAATAAAGC 

AGCTGGTGACTGGT-3'를 primer로 사용하

다. PCR 시료조성은 Taq polymerase 

2.5Units, 10x buffer 5μL, MgCl2 3μL, 

primer 100pmole, 10mM dNTP 1μL, 50ng 

plasmid DNA를 포함하는 총 50μL로 실행하

다. PCR은 95℃에서 5분간/1회 최  변성후 

95℃에서 1분, 55℃에서 1분, 72℃에서 2분으

로 하여 35cycle이 되게 하고 마지막으로 72℃

에서 10분간/1회 최종연장 시키는 조건으로 실

행하 다. PCR후 증폭된 DNA 단편은 0.8% 

agarose gel에서 기 동을 실시하 다. PCR 

결과 형질 환이 확인된 A. tumefaciens LBA 

4404를 kanamycin 50mg․L
-1
이 첨가된 LB

배지에 종하여 28℃, 225rpm에서 48시간 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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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1. Strategy for construction of pABI, the recombinant pBI101 plasmid with 513 bp 
ADA fragment. Insertion of ADA gene fragment (513 bp) into binary vector pBI101. 
pBI101 was digested with EcoRⅠand XbaⅠ.

양하 다. 분자 마커의 식물체 이를 해 담

배의 잎을 1～1.5cm2 크기로 단한 후 A. 

tumefaciens LBA4404균주 용액에 약 20 간 

종한 후, 재분화배지(MS＋BAP 1.5mg․L-1

＋sucrose 30g․L-1＋agar 8g․L-1) 에 치상하

여 25℃±1℃에서 3일간 암상태에서 공동 배양

하 다. 이를 재분화용액으로 씻어  다음 멸균

된 여과지로 습기를 제거한 후 재분화배지에 

kanamycin 50mg․L-1과 cefatoxim 200mg․

L-1이 첨가된 1차 선발배지에 치상하여 25℃±

1℃, 18L/6D 조건하에서 배양하여 신 를 유도

하 다. 1차 선발배지에서 유도된 신 는 kan-

amycin 200mg․L-1과 cefatoxim 200mg․L-1

이 첨가된 1/2 MS배지에서 뿌리 형성을 유도

하여 2차 선발하 다. 형질 환된 담배조직에서 

분자마커의 이를 확인하기 해 에서 제시

된 방법과 동일하게 PCR을 사용하 다. PCR

을 한 빠르고 간편한 DNA 추출방법은 Hong 

등(1993)의 방법에 하여 수행하 다. 조구

로는 담배 정상식물체와 E. coli alkaline lysis 

방법으로 분리된 ADA plasmid를 사용하 다. 

2차 선발배지에서 생존하는 개체를 상으로 

형질 환 여부를 검정하고자 상기 분자마커 특

이 primer를 사용하여 와 동일한 조건으로 

PCR검정을 실시하 다.

결과  고찰

식물 형질 환을 한 binary vector 

construction

ADA 유 자를 이용한 분자 마커를 담배에 

형질 환하기 한 binary vector의 재조합 과

정은 Fig. 1과 같다. pBR322의 PstⅠ자리에 

cloning되어 있는 1.4kb의 ADA유 자를 분자

마커로 사용하기 해 PstⅠ과 BamHⅠ으로 

단하여 6개의 단편을 획득하 다. 이  분자

마커로 사용이 용이한 513bp의 단편을 선발하

여 PstⅠ과 BamHⅠ으로 단된 intermedi-

ate vector pBluescript ⅡSK(＋/－)에 삽입하

다. 재조합된 vector를 E. coli DH5α에 도

입후 추출하여 분자마커와 pBluescript Ⅱ SK 

(＋/－)에 모두 존재하는 HindⅢ로 단하 던 

바, 380bp의 단편을 보이는 재조합 vector를 

확인하 으며 이를 pABS라 하 다. pABS로부

터 분자마커가 포함된 DNA단편을 EcoRⅠ과 

XbaⅠ의 제한효소를 이용하여 분리하고 같은 

효소로 2.0kb의 GUS gene를 제거한 binary 

vector pBI101에 삽입하여 pABI를 얻었다

(Fig. 1). 재조합된 pABI vector를 E. coli 

DH5α에 형질 환시킨 후 다시 추출하여 

EcoRⅠ과 XbaⅠ으로 단하여 8.8kb pBI101 

vector와 527bp의 분자마커를 확인할 수 있었

다. 식물 형질 환을 해 분자 마커를 포함하

는 재조합 binary vector pABI는 freeze-thaw

방법(An 등, 1988)으로 A. tumefaciens LBA 

4404에 직  형질 환하 으며 pABI의 A. 

tumefaciens LBA4404 도입을 확인하기 하

여 작성된 specific primer를 사용하여 PCR을 

실시하여 분자마커 513bp를 함유하는 식물 형

질 환용 A. tumefaciens pABI를 획득하 다. 

담배 형질 환  검정

513bp의 분자마커가 포함된 A. tumefaciens 

pABI를 이용하여 분자마커를 담배 genomic 

DNA로 이시키기 하여 담배 잎조직을 이용

한 공동배양법에 의해 형질 환을 유도하 다. 

BAP 1.5mg․L-1이 첨가된 공동배양배지에서 

3일간 공동배양후 kanamycin 50mg․L-1과 

제거되지 않은 Agrobacterium tumefaciens를 

제거하기 한 cefotaxim 200mg․L-1이 첨가

된 배지에 치상하여 A. tumefaciens pABI의 

kanamycin 항성을 이용한 1차 선발을 하

다. 담배 편체로부터 신 의 재분화를 유도하

기 해 BAP 1.5mg․L-1이 첨가된 배지에 치

상한 1～2주 후부터 상처부 에서 callus가 형

성되었으며 4주 후에는 신 가 형성되었다. 발

생된 신 는 생장조 제가 제거된 1/2 MS배지, 

kanamycin 200mg․L-1과 cefotaxim 200m

g․L-1이 첨가된 2차 선발배지에 치상된 약 10

일 후부터 뿌리가 발달하 다. Callus로부터 유

도된 신 의 약 1/3 정도가 2차 선발배지에서는 

고사하는 것으로 미루어 kanamycin을 포함하

는 배지에서 형성된 신  모두가 형질 환체는 

아니었으며 이는 2차 선발의 필요성을 보여주

었다.

Kanamycin 200mg․L-1이 첨가된 2차 선발

배지에서 뿌리가 유도된 담배 개체의 잎조직을 

이용하여 분자마커가 담배 genome으로 도입되

었는지의 여부를 확인하기 해 ADA 유 자 

염기서열로부터 작성된 분자마커 특이 primer

를 사용하여 PCR을 실행하 다. PCR은 식물 

genomic DNA를 주형으로 하여 primer와 상

보 인 부분을 증폭하므로 분자마커 특이 

primer에 의해 Fig. 2의 3～10 lane까지의 8

개체에서 513bp 크기의 단편이 증폭된바, 분자

마커의 존재를 확인할 수 있었다. 개발된 분자

마커의 Agrobacterium을 이용한 담배로의 안

정 인 이는 품종보호용 분자마커로서의 실

용가능성을 부여하 다.

    록

새로 육성된 품종의 보호를 한 분자마커를 

상 작물에 이시키는 체계를 확립하고자 본 

실험을 실시하 다. 식물에서는  존재하지 

않는 mouse adenosine deaminase(ADA) 

gene으로부터 분자마커로 활용 가능한 크기의 

DNA 단편을 획득하고 이를 pBI101에 삽입하

여 chimeric gene을 만들었다. 분자마커를 포

함하는 형질 환된 담배를 획득하기 해 A. 

tumefaciens LBA4404를 이용하여 형질 환

β-Glucuronidose
(GU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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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2. Detection of 513 bp molecular marker originated from ADA gene by PCR in trans-
genic tobacco plants. Two specific primers, 5’- GATCCCAAAACGACGCATGCGGTTGTT 
CGC-3' and 5'-TGGTGTTCAATAAAGCAGCTGGTGACTGGT-3' from the sequence of a 
part of ADA gene, were used for PCR. The expected sizes (513 bp) of PCR products are 
shown. (M: Size marker, Phage λ DNA was digested with HindⅢ, Lane 1: Non- 
transformed tobacco plant, Lane 2: pBR322 carrying ADA, Lane 3～10: Transgenic 
tobacco plant, M: Size marker, 1kb ladder.)

을 실시하 다. 담배 편체에서 형질 환된 신

를 얻기 해 BAP 1.5mg․L-1, kanamycin 

50mg․L-1과 cefotaxim 200mg․L-1이 혼용된 

MS배지에서 선발하 으며 신  발생후 kana-

mycin의 농도를 2배, 4배로 증가시켜 chime-

ric gene이 완 하게 이되어 항성을 가진 8

개체를 얻었다. 항생제에 의해 선발된 8개체를 

분자마커 primer로 PCR분석하여 분자마커가 

식물체의 genome내로의 이를 확인하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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