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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 약: 우리나라에서 주요 장뇌삼 재배지역인 진안, 홍천, 풍기, 안동, 영주 등 5개 지역을 대상으로 지역 간 유연

관계를 분석하였으며 산삼의 cDNA library 구축을 통하여 EST 분석을 실시하였다. 24개의 ISSR 표지자를 이용하여

PCR을 수행한 결과, 총 127개의 다형적 증폭산물을 얻을 수 있었으며 지역별로는 영주가 다형적 증폭산물의 수가

18개로 가장 많았다. 유집분석을 수행한 결과, 지역 간 유사도 범위는 0.46~0.58의 범위로 나타났고 영주를 제외한

홍천과 풍기, 안동과 진안이 각각 다른 그룹을 형성함에 따라 지리적 거리와 유전적 유사도와의 관련성은 찾을 수

없었다. 산삼 뿌리에서 cDNA library를 구축하여 EST를 통해 유전자 기능을 분석하였으며 11개의 cDNA의 염기서

열을 결정한 후 아미노산 상동성을 비교한 결과, 9개의 EST들이 기능이 알려진 유전자들과 상동성을 나타내었고 2

개는 기능이 알려지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Homeodomain transcription factor 유전자와 상동성을 나타낸 PGM002

를 탐침 DNA로 만들어 장뇌삼의 잎과 뿌리를 대상으로 Northern Blot을 실시한 결과, 장뇌삼의 뿌리에서만 발현되

는 전사체임을 확인하였다.

Abstract: ISSR PCR technique was applied to investigate genetic relationship among 5 Mountain cultivated

ginseng populations (Jinan, Hongcheon, Punggi, Andong and Yeongju) and cDNA libraries of wild ginseng roots

were constructed and analyzed functional genes related to morphogenesis via EST. Twenty four ISSR markers

tested produced 127 polymorphic loci from 5 regional Mountain cultivated ginseng. Among the regional

samples, Yeongju was made 18 polymorphic loci that were the highest level of variations among the cultivated

regions. The range of similarity coefficient was 0.46~0.58 and the regional samples of Punggi and Hongcheon,

Jinan and Andong were classified to similar groups respectively, whereas Yeongju was shown to be separate

group with high level of genetic variation in UPGMA cluster analysis. As a result, there was no relationship

according to geographical distance and genetic similarity. Eleven cDNA clones were consisted of 9 known genes

and 2 unknown genes analyzed by BLAST program of NCBI. To recognize expression pattern of Homeodomain

transcription factor related genes, Northern Blot analysis was performed for wild ginseng's leaf and root. As a

result, the gene was only expressed by Mountain wild ginseng roo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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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 론

산삼은 분류학적으로 피자식물 중 현화식물에 속하는

두릅나무(Araliaceae)과 오가피속의 반음지성 식물로

Panax ginseng C.A. Meyer란 학명으로 명시되고 있다

(Shin et al., 2002). 한국야생산삼감정협회에서는 산삼을

원론적인 분류와 일반적인 분류로 명시하고 있지만 일반

적인 분류는 용어의 해석범위가 통일되지 않아 논란의 여

지가 있다. 원론적인 분류로는 순수종과 비순수종이 있

으며 순수종은 원종의 천연산삼의 종자가 현재까지 대를

이어오고 있는 순종 산삼이고 비순수종은 순수종을 제외

한 모든 산삼을 의미한다. 흔히 산양삼으로 알려진 장뇌

삼은 산에서 야생적으로 재배되어 파종방식에 따라 천연

산삼 종자를 산중에 파종하는 것, 천연산삼의 유근을 채
*Corresponding author
E-mail: hdk0225@dongguk.edu



758 韓國林學會誌 제 98권 제 6호 (2009)

취하여 적당한 산림에 이식하는 것, 재배인삼의 종자를

산림 내에 파종한 것으로 구분하고 있으며 형태학적으로

뇌두부분이 길다고 하여 장뇌란 명칭이 붙여졌기 때문에

포괄적인 의미로 산삼으로 볼 수 있다(Yoo et al., 2003;

Park, 1993).

ISSR PCR(Inter Simple Sequence Repeat Polymerase

Chain Reaction)은 DNA부위 중 microsatellite 또는 SSR

(Simple Sequence Repeat) 염기서열 부위에 상보적으로

결합하거나 1~3개의 oligonucleotide만이 3' 또는 5' 방향

으로 결합하는 primer를 이용하는 PCR 방법이다(Albani

and Wilkinson, 1998). ISSR 방법의 일반적인 장점은

RAPD(Randomly amplified polymorphic DNAs) 표지자

분석과 같이 실험이 간편하고 다형적인 증폭산물을 얻을

수 있으며, RAPD 표지자 보다 긴 primer와 높은 재결합

온도를 사용하여 재현성이 뛰어나다(Godwin et al.,

1997). 또한 자연선발에 영향을 받지 않고 집단의 유전변

이나 여러 식물을 대상으로 종이나 변종 및 클론들에 대

한 분화를 구명하는 연구에 널리 적용하고 있으며(Lee et

al., 2008), 유전적 거리가 너무 가깝게 추정된 종이나 개

체들을 선별하는데 응용되고 있다(Son et al., 2000). 그

리고 이러한 방법은 지역간 품종의 식별이나 외부 형태

적으로 구분이 어려운 품종에 대한 계통분류에도 응용될

수 있으며 각 품종간 유전적 유연관계의 분석을 통해 최

적의 유전자원 확보에도 적당하다(Hwang et al., 2004).

EST(Expressed Sequence Tag)는 수백개의 유전자 염기의

길이로 이루어진 발현된 cDNA의 전사체로 cDNA 클론

들의 부분적인 염기서열 결정을 통해 얻어진다(Yang and

In, 2004). 이는 유용단백질의 발현과 관련된 응용이 가능

하며 유전자의 분리, 유전자 다형성분석, 유전자 발현연

구 및 유전자의 기능 예측 등 다양한 분야로 널리 사용할

수 있다(Yoo et al., 1997). 최근 재배인삼에서 EST 연구

가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있으며 약 23,000여개의 인삼

EST들이 정보화 되어있다(Ha et al., 2006). 인삼의 뿌리, 지

하경, 종자 등의 cDNA library를 제작하여 EST 분석을

통한 인삼의 2차 대사산물인 ginsenoside 생합성에 관여

하는 유전자를 탐색하거나(Jung et al., 2003), Methyl

jasmonate를 처리한 인삼의 뿌리에서 EST 분석을 통해

이차대사산물 관련 유전자들의 변화양상을 관찰하였으며

(Choi et al., 2005), 4년생 인삼의 잎에서 제작된 EST들을

다른 종들과 비교 분석한 바 있다(Kim et al., 2006).

재배인삼에 비해 산삼이나 장뇌삼의 유전학적 연구는

재료의 희귀성과 고가로 인해 연구가 매우 미흡한 실정

이다. 최근에는 중국산 산양삼들이 대량으로 유입되어 불

법 유통되고 있는 문제가 대두됨에 따라 우리 고유의 산

삼 유전자원을 보존하기 위해 과학적인 연구가 절실히 필

요하다. 특히 산삼과 같이 유전자 선발을 위한 염기서열

분석이 이루어지지 않은 식물체를 대상으로 한 EST 연구

는 유용 유전자를 분리 및 확보 할 수 있는 효과적인 방법

인 것으로 기대된다. 따라서 본 연구의 목적은 장뇌삼을

재배하고 있는 5개 지역을 대상으로 ISSR-PCR 방법을 이

용하여 유연관계를 고찰하고 산삼의 뿌리에서 cDNA

library를 제작하여 EST를 분석하여 우리나라 산삼의 고유

유전자원을 확보하기 위한 기초자료를 제시하는데 있다.

재료 및 방법

1. 연구 재료

장뇌삼의 지역별 유연관계 분석을 위해 Figure 1에서

와 같이 우리나라 장뇌삼 재배지역 중 진안, 홍천, 풍기,

안동, 영주 등 5지역에서 채취한 6년생 장뇌삼의 잎을 대

상으로 ISSR-PCR 방법을 이용하였다. 또한 EST 분석을

위한 cDNA library 제작은 18년생으로 추정되는 산삼 뿌

리 10 g을 채취하여 시료로 활용하였다.

2. DNA 추출 및 PCR 증폭

Genomic DNA 추출은 장뇌삼 잎에서 CTAB 방법을

이용하였으며, 총 24개의 ISSR UBC primer(University

of British Columbia, Canada)가 분석에 사용되었다(Table

1). PCR 수행을 위해 Premix[10 mM dNTPs(dATP, dCTP,

dGTP, dTTP) 0.5 µL, 25 mM MgCl
2
 2.5 µL, 10×buffer 2.5

µL, 0.5 unit Taq Polymerase 5 µ; Superbio, Korea) 10 µL

에 5 ng의 Template DNA 5 µL, 0.5 µM Primer 5 µL

를 넣어 총 20 µL의 반응용액을 조성하였다. PCR 증폭 조

Figure 1. The location of mountain cultivated ginseng

populations that were collected to be analyzed ISSR (A:
Jinan, B: Hongcheon, C: Punggi, D: Andong, E: Yeongju).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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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은 94oC에서 5분간 전처리 후, 94oC에서 30초, 50~54oC에

서 30초, 72oC에서 1분간의 과정을 총 45회 반복적으로 반

응시킨 후, 72oC에서 10분간 최종 증폭시켰다. 

3. 증폭산물 분획 및 UPGMA 분석

PCR 증폭산물은 0.5 µM의 Ethidium Bromide가 첨가

된 1X TAE 완충용액을 사용해서 만든 1.5%의 agarose gel

을 이용해서 크기별로 분획하였고, UV trans-illuminator상

에서 관찰하여 사진을 촬영하였다(Figure 2). 증폭산물 유

무에 따라 ‘0’ 또는 ‘1’로 데이터를 정리한 후, NTSYS-

pc(Numerical Taxonomy and Multivariate Analysis System;

v2.01) program을 이용하여 유사도를 계산하였고, 개체들

간의 유연관계는 UPGMA(Unweight Pair-Group Method

using Arithmetic Average)법으로 분석하였다.

4. Total RNA 추출 및 poly(A)+ RNA 분리

Total RNA분리는 산삼 뿌리 10 g을 유발에 넣고 액체

질소로 급속 냉동시켜 마쇄한 후, Guanidium thiocyanate

phenol extraction 방법(Chomczynski and Sacchi, 1987)

을 변형하여 실시하였다. 분리한 RNA는 전기영동으로

양상을 확인하고 260 nm 파장에서 UV 분광광도계로 정

량하였으며 poly(A)+RNA의 정제를 위해 mTRAP Total

kit(Biogene, USA)를 이용하였다.

5. cDNA library 제작

cDNA library 제작을 위해 Lambda Zap cDNA library

Table 1. Sequence of ISSR Primer.

Primers Sequences (5’ → 3’) Primers Sequences ( 5’ → 3’)

UBC 807  AGAGAGAGAGAGAGAG T UBC 840  GAGAGAGAGAGAGAGA C(T)T

UBC 811  GAGAGAGAGAGAGAGA C UBC 841  GAGAGAGAGAGAGAGA C(T)C

UBC 812  GAGAGAGAGAGAGAGA A UBC 842  GAGAGAGAGAGAGAGA C(T)G

UBC 813  CTCTCTCTCTCTCTCT T UBC 843  CTCTCTCTCTCTCTCT A(G)A

UBC 814  CTCTCTCTCTCTCTCT TG UBC 844  CTCTCTCTCTCTCTCT G(A)C

UBC 815  CTCTCTCTCTCTCTCT G UBC 845  CTCTCTCTCTCTCTCT G(A)G

UBC 816  CACACACACACACACA T UBC 856  ACACACACACAACAC C(T)A

UBC 824  TCTCTCTCTCTCTCTC G UBC 857  ACACACACACACACAC T(C)G

UBC 825  ACACACACACACACAC T UBC 864  ATG ATG ATG ATG ATG ATG 

UBC 826  ACACACACACACACAC C UBC 866  CTC CTC CTC CTC CTC CTC

UBC 835  AGAGAGAGAGAGAGAG C(T)C UBC 873  GACA GACA GACA GACA

UBC 836  AGAGAGAGAGAGAGAG CA UBC 876  GATA GATA GACA GACA

Figure 2. ISSR polymorphisms of mountain ginseng by using UBC primers. 1: Jinan, 2: Hongcheon, 3: Punggi, 4: Andong, 5:

Yeongju.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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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it와 Gingapack Packaging Extract(Stratagene, USA)

를 사용하였다. 산삼의 뿌리로부터 분리한 total RNA에

서 oligo(dT) column을 사용하여 poly(A)+RNA를 분리

한 다음 역전사효소를 사용하여 cDNA를 합성하여 평활

말단으로 만들었다. EcoRI adaptor를 부착시킨 후, XhoI

으로 절단하고 크기별로 분할하였다. Lambda ZAP

cDNA library vector arm에 T4 DNA ligase를 사용하

여 결합시키고 cDNA library를 lambda phage에 삽입한

후, XL1-Blue MRF 박테리아에 접종하고, NZY plate에

치상한 후 phage의 PFU(Plaque Forming Unit)를 결정

하였다. 이후 작성된 cDNA library를 in vivo 상태에서

추출하는데 cDNA를 결합한 Lamda ZAP vector

genome안에는 pBluescript SK(−) plasmid를 가지고 있

어 Helper phage에 감염을 시켜 vector내에서 cDNA를

가지고 있는 plasmid를 얻는 방법이다(Short et al.,

1988).

6. DNA 염기서열 결정 및 Bioinformatics

무작위로 선발한 11개 cDNA clone들은 Nucleogen사

plasmid miniprep kit를 이용하여 plasmid를 분리시킨 후

KpnI와 BamHI를 이용하여 절단하고 cDNA의 크기를 확

인하였다. EST 작성을 위한 염기서열 결정은 ABI Prism

dye terminator cycle sequencing kit(Applied Biosystem)에

서 제공하는 T7과 T3 primer를 사용하여 Dye-termination방

법으로 양끝 말단의 염기서열을 결정한 후 Automated

DNA sequencer(ABI377)를 이용하여 실시하였다. DNA

의 염기서열은 NCBI(National Center for Biotechnology

Information)에서 제공하는 BLAST(Basic Local Alignment

Search Tool) program을 통해 아미노산 상동성 검정에

이용하였다. 

7. 전사체 발현 분석 

확보된 유전자들이 뿌리에서 발현하는 전사체 여부를

검증하기 위해 Northern Blot 분석을 실시하였다. 먼저 영

주 지역에서 채취한 장뇌삼의 잎과 뿌리에서 RNA를 추출

하여 1.4% formaldehyde gel에 3시간동안 전기영동을 실

시한 후 나이론 막에 Blotting하여 Homeodomain trans-

cription factor 유전자와 상동성을 나타낸 PGM 002

cDNA에 [α32-P]dCTP를 붙여 제조한 탐침으로 분석하였다.

결과 및 고찰

1. ISSR PCR을 이용한 장뇌삼의 유연관계 분석

관찰된 총 증폭산물 132개 중 다형적 증폭산물은 127

개(96.2%)이었으며 primer당 평균 5.3개의 밴드가 관찰

되었다(Figure 2, Table 2). 지역별로 영주의 증폭산물 수

가 가장 많았으며 다형성을 나타내는 증폭산물들도 18개

(20.2%)로 가장 많았다. 또한 풍기의 증폭산물의 수는 진

안에 비해 적은 반면 다형성을 나타내는 증폭산물의 수

가 많아 그 비율이 두 번째로 높았으며 진안, 안동, 홍천

순으로 나타났다(Table 3). 재배지역 간 유연관계를 확인

하기 위해 유집분석을 수행한 결과, 5개 지역의 장뇌삼

유전적 유사도 범위는 약 0.46~0.58의 범위인 것으로 나

타나 전체적으로 지역 간 유전적 유사도는 높지 않았다.

Table 2. Number of polymorphic and monomorphic bands

of 5 populations of mountain cultivated ginseng.

No. of 
Polymorphic 

bands

No. of 
Monomorphic 

bands
Total

Total(%) 127(96.21) 5(3.79) 132(100)

Mean per primer 5.3 4.8 5.5

Figure 3. Dendrogram of the 5 populations of mountain ginseng by UPGMA cluster analysis obtained by 24 primer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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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천과 풍기가 0.58의 유사도를 보여 유전적으로 가장 가

까워 동일한 그룹으로 묶였고, 안동과 진안이 0.57의 유

사도를 나타내어 같은 그룹으로 묶였다. 영주는 다른 그

룹들과 0.46의 유사도를 나타냈으며 5개 지역 중 유전적

으로 가장 먼 것으로 분석되었다(Figure 3). 특히 홍천과

풍기, 진안과 안동이 각각 지리적으로는 멀리 떨어져 있

음에도 불구하고 유전적으로 동일한 그룹으로 묶인 반면,

경상북도 내에서 인접하고 있는 영주, 풍기, 안동이 같은

그룹으로 묶이지 않아 지리적 거리와 유전적 유사도와의

관련성은 찾을 수 없었다. 이는 장뇌삼이 밭이 아닌 산에

서 재배되기 때문에 나타날 수 있는 지리적인 인접성 보

다는 종자나 유묘의 영향이 더 큰 것으로 판단된다. 기존

의 RAPD 표지들을 이용하여 산삼과 재배인삼의 유전적

변이를 분석한 연구에서 산삼 간에는 유전적 변이가 존

재하지만 재배인삼 간에는 유전적 변이가 거의 존재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자화수분 방식으로 다음 세

대의 종자를 생산하는 특성 때문에 근친교배에 의해 유

전적으로 균일화 된 것으로 판단된다(서 등, 2005). 이런

결과는 장뇌삼이나 재배인삼들의 유전적 배경이 재배지

역의 환경보다는 종자의 공급원에 영향을 크게 받는 것

임을 뒷받침하고 있다. 본 연구는 장뇌삼의 유전적 변이

및 다양성을 고찰하는 것으로 지역별로 충분한 시료를 대

상으로 수행했어야 하나, 고가의 시료 특성 상 더 많은

시료를 대상으로 하지 못했다는 연구의 한계가 있다. 향

후 장뇌삼의 유전자원 보전 및 확보를 위해 장뇌삼 재배

지역을 대상으로 많은 시료 확보를 통하여 집단 유전학

연구가 추가적으로 이루어질 필요성이 있다고 사료된다.

2. 산삼 뿌리 cDNA library의 EST 분석

11개의 클론들의 염기서열을 대상으로 상동성을 검색

한 결과, 9개의 클론들이 데이터베이스에서 기존의 유전

자들과 상동성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해당 유전자

들의 크기는 650-2,650 bp인 것으로 나타났다. 재배인삼

뿌리로부터 기존에 구축된 EST 자료(Yang and In, 2004)

를 참고하여 기능성을 분석한 결과, 유전자 발현 관련 유

전자(PGM 002, 003, 009, 011), 신호전달관련 유전자

(PGM 005, 006, 007, 008), 단백질 합성관련 유전자

(PGM 004)로 각각 분류되었다(Table 4). PGM 002와

003은 Nicotiana tabacum의 Homeodomain transcription

factor, Translation initiation factor(elF-4A)와 각각 상동

성을 나타냈다. Homeodomain transcription factor는

Homeobox라 불리는 180 bp의 genome내 염기서열 부위

에 결합하여 target 유전자의 발현을 조절하는 전사인자

로서(Weaver, 2003) 생물체의 발달단계에서 많은 기관과

조직의 발달을 조절하는 유전자로 형태형성에 영향을 주는

것이다(McGinnis et al., 1984). 또한 Translation initiation

Table 4. Characterization of wild ginseng ESTs by Blast program of NCBI.

Clone Description Species
Amino acid 
Idendity(%)

Size 
(kb)

Acession No.

PGM001 Unknown - - 2.50 -

PGM002 homeodomain transcription factor homeobox 22 Nicotiana tabacum 83 2.65 dbj|BAA76905.1|

PGM003 translation initiation factor (eIF-4A) Nicotiana tabacum 94 1.85 emb|X79004.1|

PGM004 ribosomal protein S3 Medicago truncatula 90 1.10 gb|ABE87988.1|

PGM005 Ser/Thr protein kinase Solanum chacoense 84 1.00 gb|EU700054.1| 

PGM006 ADP ribosylation factor 002 Daucus carota 98 1.85 gb|DQ222228.1|

PGM007 54-kD signal recognition particle protein Lycopersicon esculentum 95 2.20 emb|Z34527.1|

PGM008 Ser/Thr protein kinase Solanum chacoense 84 1.00 gb|EU700054.1| 

PGM009 DNA binding with one finger 2 protein Pisum sativum 95 1.25 dbj|AB087847.1|

PGM010 Unknown - - 1.20 -

PGM011 DNA-binding WRKY Medicago truncatula 76 0.65 gb|AC149801.3|

Figure 4. Northern blot analysis of RNA from the leaf and

root in mountain cultivated ginseng (LF: leaf, RT: root). 

Table 3. Number of polymorphic bands among 5 populations
of mountain cultivated ginseng.

Population
Number 

of total bands

Number of 
polymorphic 

bands

Percentage of
polymorphic 

bands(%)

Jinan 71 9 12.68

Hongcheon 35 3 8.57

Punggi 45 7 15.56

Andong 65 7 10.77

Yeongju 89 18 2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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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actor(elF-4A)는 진핵세포 내 번역개시 인자들을 이루는

하나의 소단위체로 cap을 보유하고 있는 mRNA만 번역

과정으로 넘겨주는 역할을 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Svitkin et al., 2001). PGM 009와 PGM 011은 각각

Pisum sativum와 Medicago truncatula의 DNA 결합 단

백질들과 각각 상동성을 나타냈으며, 특히 PGM 011과

상동성을 갖는 WRKY 단백질은 pathogen defence와 관

련된 유전자들을 조절하는 식물 특이적인 Zinc-finger-type

의 전사인자의 역할을 하는 단백질이다(Eulgem et al.,

1999). PGM 005, PGM 006, PGM 007은 세포 내 신호

전달 체계와 관련이 있는 유전자들로 각각 protein kinase,

ADP ribosylation factor, signal recognition particle 단백질

과 상동성을 나타냈다. Protein kinase는 세포 내 신호전

달과정, 세포분열에 의한 증식, 세포분화, 세포골격, 유전

자 발현, 대사작용, 분비작용 등을 조절하는 등 다양한 역

할을 하는 효소이며(Lodish et al., 2003), signal recognition

particle 단백질은 조면소포체 막에 위치하고 있어 소포체

에 붙어있는 리보솜에서 합성된 막 단백질, 분비 단백질

들의 세포막 통과를 도와주는 역할을 하는 것으로 알려

져 있다(Walter et al., 1981). 본 연구는 일부 EST들만을

대상으로 수행된 것이므로 계속적으로 구축된 cDNA

library를 대상으로 EST 제작과 기능 검색이 이루어지고,

산삼의 이차대사물질의 합성과 조절에 관한 유전자의 정

보 뿐 아니라 유용 유전자의 특성에 관한 효율적인 정보

를 제공하는 기초자료로 활용될 것으로 생각된다.

3. 전사체 발현 검정

산삼 뿌리에서 얻은 Homeodomain transcription factor

를 암호화하는 유전자가 장뇌삼의 뿌리에서도 발현되고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Figure 4). 산삼 뿌리의

mRNA로부터 제작된 cDNA library에서 선별된 cDNA

클론 PGM002는 장뇌삼의 뿌리에서 발현되는 것이 확인

됨에 따라 본 연구에서 사용했던 cDNA들이 산삼 뿌리의

유전자 발현전사체(EST) 임을 확인할 수 있었다.

결 론

우리나라 주요 재배지역에서 생산되고 있는 장뇌삼의

유연관계를 분석한 결과, 132개의 증폭산물 중에서 127

개의 다형적 증폭산물을 얻을 수 있었다. 유연관계를 분

석한 결과, 영주가 다른 지역들과 유전적 거리가 가장 먼

것으로 나타났으며 지리적 거리와 유전적 거리와의 상관

성을 찾을수 없었다.

산삼의 cDNA library 중 일부인 11개의 클론을 대상으

로 EST 분석을 실시한 결과, 2개의 기능이 밝혀지지 않

은 유전자와 9개의 기능이 알려진 유전자임이 확인되었

다. 기능이 밝혀진 유전자들은 homeodomain transcription,

translation initiation factor, ribosomal protein S3, protein

kinase, ADP ribosylation factor 2, signal recognition

particle 54 kD, 2, DNA-binding WRKY로 각각 전사과

정, 번역과정, 신호전달과 관련된 유전자들 이었다.

Northern Blot을 실시한 결과, 산삼 뿌리의 mRNA로부터

제작된 cDNA library에서 선별된 cDNA clone PGM

002는 장뇌삼의 뿌리에서 발현되는 것이 확인됨에 따라

본 연구의 cDNA는 산삼 뿌리의 유전자 발현전사체(EST)

들 임을 최종적으로 확인 할 수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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