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Journal of Life Science 2010 Vol. 20. No. 1. 66~70 ⓒJLS / ISSN 1225-9918

Genetic Relationship Based on RAPD Analysis of Yeosu Dolsan Leaf Mustard
(Brassica junce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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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e genetic relationships of 14 Dolsan leaf mustard (Brassica juncea) lines were analysed using random
amplified polymorphic DNA (RAPD) analysis. Thirty nine random primers were tested and seven pri-
mers which showed polymorphism were selected. The amplified fragments ranged from 0.2 to 3.5 kb
in size. The number of bands amplified in each primer showed the variations ranging from 2 to 27,
with an average of 8.7. Based on the UPGMA cluster analysis, 14 lines were separated into three
groups. The results showed that RAPD analysis was useful in the genetic diversity and in the cross
combination of the F1 hybrid of leaf mustar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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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 론

갓(Brassica juncea)은 십자화과(Cruciferae)에 속하는 일년

생 초본이며, 엽경 채소류 중의 하나로 중국이 원산지이나 현

재는 한국과 일본 등에서 널리 재배되고 있다[5]. 특히 우리나

라에서 전라남도 여수 돌산지역을 중심으로 재배되고 있는

‘돌산 갓’은 일본 고채품종인 ‘만생평경대엽고채’와 ‘청경대엽

고채’가 해방 이후 돌산 읍 세구지 마을에 도입되어 재배된

것으로 재래 갓(청갓, 적갓)과의 외형적 특성 및 맛의 차이가

뚜렷하고 지역토성에 알맞아 재래시장인 여수 서시장에 출하

됨으로써 ‘돌산 갓’으로 명명되었고[11], 현재 매운맛이 적으며

특유한 향 등이 우수하여 김치 제조용으로 재배하고 있다[12].

현재 갓 김치용 국내품종들은 종자산업법에 의해 출원․설

정등록 보호 관리되고 있는 것은 없고, 여수시가 ‘07～’08년에

늦동이 등 5개 품종을 출원하여 심사중인 갓품종이 전부이며

아직 품종보급 체계가 미흡하여 자가채종에 의한 자식약세

현상, 종자의 기계적 혼입 및 방임수분에 의한 순도저하, 상품

의 불균일 등의 문제점이 발생하고 있다. 이러한 문제를 해결

하기 위하여는 F1 품종 육성체제를 갖추어야 한다. 신품종 육

성을 위해서는 유전자원의 수집과 보전 및 평가가 필수적으로

이루어져야 한다. 따라서 갓의 계통 구분 및 우량계통의 선발

이 요구된다.

작물의 유전적 유연관계를 평가하는 방법으로 과거에는 주

로 작물의 육종기록과 식물의 형태적 특성 및 생화학적 인자

인 동위효소 다형화 분석에 근거를 두어 왔으나, 최근에 생물

공학의 발달과 더불어 새로 개발된 RFLP, RAPD, Microsatellites,

AFLP, STS, EST 등의 DNA marker들을 이용하여 품종 감별

이나 품종 등록, 계보추적, 유전자형간 유전적근연도 추정, 집

단의 변이정도 평가 등의 연구가 활발히 진행되고 있다[6-8].

다양한 분자생물학적 방법을 이용한 분석이 다양한 품종의

육성과정에 활용되고 있는데, 이 중 Willams 등[15]에 의하여

개발된 Randomly Amplified Polymorphic DNA (RAPD) 분

석방법이 유연관계 분석에 많이 활용되고 있다[2,7]. RAPD

marker를 이용한 분석방법은 비교적 간편하고 그 비용도 상대

적으로 낮아 유전적 다양성과 품종의 finger printing에 효과

적으로 이용되고 있다[3,9,17,18]. 빠른 시간 내에 대규모 집단

의 screening에 효과적인 방법으로 유전적 변이의 감별, 유전

자 지도의 작성 및 모본의 확인 등 그 이용성이 다양하다. 또한

Han 등[4]은 RAPD 분석을 통해 벼의 인디카 품종과 자포니카

품종을 구분할 수 있었다. 다수성 품종육성에서 교배친의 유

전적 다양성은 후대의 분리정도와 형질변이에 매우 중요한

영향을 미친다. 일부 연구자들은 효과적인 교배친의 선정을

위하여 RAPD 방법에 의한 교배친의 유전적 차이와 잡종후대

의 잡종강세간의 관련성을 검토한 바 있는데 Saghai Maroof

등[14]은 벼 인디카와 자포니카간 교잡에서 RAPD 분석에 의

한 교배친의 유전적 차이와 잡종강세는 높은 상관이 있다고

보고하였고, Xiao 등[16]은 인디카 및 자포니카내의 교잡에서

RAPD와 SSR를 이용한 유전적 다양성은 수량성 및 잡종강세

와 높은 상관이 있다고 하였다.

본 연구는 여수시농업기술센터에서 여수 돌산 갓 고유품

종 육성을 위해 지난 2001년부터 꾸준한 연구를 통해 돌산지

역 재배포장에서 생태적으로 적응한 갓을 선발하여 분리육

종 기술로 선발된 14 품종의 RAPD분석에 의한 유연관계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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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1. Morphological characteristics of used 14 leaf mustard

Lines
Leaf length

(cm)

Number

of leaf (ea)

Leaf diameter

(cm)
Leaf type

Phylloplane

hair
Leaf curl Anthocyanin Bolting

JA-1

JB-1

JC-1

JC-4

JD-2

JA-4

JA-2

JB-2

JC-2

JC-3

JE-1

JC-4

JD-4

JC-5

31.5±0.7
z

31.5±0.3

32.5±0.1

32.0±0.4

29.5±0.1

31.0±0.3

37.0±0.1

33.5±0.4

36.0±0.3

38.5±0.4

32.5±0.1

32.0±0.0

27.0±0.4

38.5±0.1

9.0±1.0

7.7±0.6

11.3±0.6

14.0±1.0

8.0±1.0

14.0±1.0

11.3±1.5

9.3±1.5

13.0±1.0

13.3±1.0

14.3±1.5

8.0±1.0

9.3±1.2

13±1.0

18.0±0.4

19.0±0.2

19.5±0.0

15.5±0.7

16.5±0.2

19.0±0.2

16.3±0.1

19.0±0.3

15.5±0.2

18.3±0.3

18.5±0.2

17.5±0.0

15.5±0.4

18.3±0.1

Radish

Chinese cabbage

Chinese cabbage

Radish

Radish

Chinese cabbage

Radish

Chinese cabbage

Radish

Radish

mixture

Radish

Radish

Radish

nothing

nothing

nothing

existence

existence

nothing

nothing

nothing

existence

existence

nothing

nothing

nothing

existence

minimum

minimum

middle

no

no

minimum

minimum

no

no

no

minimum

middle

no

no

nothing

nothing

nothing

nothing

nothing

nothing

nothing

nothing

nothing

nothing

nothing

nothing

minimum

nothing

early (4/1)
y

normality (4/11)

early (4/1)

early (4/1)

very late autumn (5/2)

normality (4/11)

early (4/1)

early (4/1)

early (4/1)

early (4/1)

normality (4/6)

late autumn (4/21)

late autumn (4/25)

early (4/1)
z
mean±standard deviation.

y
bolting date.

분석하여 F1 조합 작성을 위한 원연계통을 선발하고자 수행

하였다.

재료 및 방법

공시 재료

여수시농업기술센터에서 분리육종 기술로 선발된 14 품종

의 생육특성 및 형태적 특성을 10개체씩 3번에 걸쳐 조사한

후, 잎조직으로부터 DNA를 추출하여 RAPD 분석에 이용하

였다.

Total DNA 추출 및 정제

DNA 추출은 cetyltrimethyl ammonium bromide (CTAB)

방법[10]을 응용하여 추출하였다. 새로 신장한 어린 잎 0.2 g을

막자사발에 넣고 액체질소로 마쇄하여 extraction buffer 15

ml [2% (w/v) CTAB, 100 mM Tris (pH 8.0), 500 mM NaCl,

50 mM EDTA]와 2-mercaptoethanol 750 μl, 20% SDS 1 ml을

첨가한 후 65
o
C에서 10분간 반응시켰다. 5 M potassium ace-

tate 5 ml를 첨가한 후 얼음에 20분간 방치한 후 4
o
C, 15,000

rpm에서 10분간 원심분리 하였다. 상층액을 새로운 튜브에

옮긴 후 isoprophanol를 10 ml 첨가하고 -20oC에 20분간 방치

하였다. 튜브를 꺼내 다시 원심 분리시킨 다음 상등 액을 버리

고 건조시킨 후 1× TE buffer 500 μl에 녹였다. 동량의 phenol

과 chloroform을 첨가하여 DNA를 정제하였고 isoprophanol

500 μl와 3 M sodium acetate 75 μl를 넣고 원심 분리시켜

DNA를 침전시켰다. 100 μl의 1× TE buffer로 DNA를 용해시

켰으며, spectrophotometer (Optizen 3220UV)를 이용하여

DNA를 정량하였다. 이 DNA를 PCR 분석의 template로 사용

하였다.

RAPD 및 유연관계 분석

RAPD 분석을 위해 Perkin-Elmer사의 PE-9700을 이용하여

PCR 반응을 수행하였으며, PCR 반응액은 template DNA 10

ng, 50 pmol random primer, 10× Ex buffer, dNTP, 1 U Ex

Taq (TaKaRa, Japan)를 혼합하여 최종량을 25 μl로 하였다.

Random primer는 시판되는 39종(OPA 20종, OPB 19종,

Operon Co, USA)을 사용하였다(Table 2). PCR 증폭 반응은

94
o
C에서 5분간 pre-denaturation한 다음 94

o
C에서 30초간

denaturation, 39
o
C에서 1분간 annealing, 72

o
C에서 1분간 ex-

tension을 45회 반복한 후, 72
o
C에서 10분간 post-extension하

였다. 증폭된 PCR 산물은 1.5% agarose gel에 전기영동한 후

UV transilluminator를 이용하여 증폭된 DNA 단편을 확인하

였다. 실험의 재현성을 위해 2회 반복 실험하여 증폭된 DNA

단편을 확인하였다. RAPD 분석결과 다형성을 나타내는 DNA

단편의 유무에 의해있는 경우는 1, 없는 경우는 0으로 기록하

고 기초 행렬을 작성하였다. 유연관계 분석은 Nei와 Li [11]의

방법에 준하여 유사도 지수를 계산한 후 작성된 정보를 통계

프로그램인 NTSYS complete Program (Numerical taxonomy

system과 multivariate analysis system, version 2.1, Applied

Biostatistics Inc, USA)을 이용하여 유사도 값을 구했으며,

UPGMA clustering 방법으로 14 품종간의 유연관계를 분석하

였다.

결과 및 고찰

김치 제조용 돌산 갓으로 육성된 14 품종의 일반적인 특징

8개의 형질 값을 Table 1에 나타내었다. 14 품종들은 각 형질들

에 있어서 다양한 변이를 보였다. 엽장은 최고 38.5 cm, 최소

27 cm를 나타내었고, 엽수는 7∼13 장의 잎을 가지고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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엽폭은 최대폭 19.5 cm, 최소폭 15.5 cm를 나타내었다. 엽형은

3 그룹으로 나뉘어 졌는데 표현형으로는 무엽형이 9 품종

(JA-1, JC-4, JD-2, JA-2, JC-2, JC-3, JC-5, JD-4, JC-6), 배추 형이

4 품종(JB-1, JC-1, JA-4, JB-2), 중간형이 1 품종(JE-1)로 조사되

었다. 옆에 털이 있는 갓 품종은 JC-4, JD-2, JC-2, JC-3, JC-5

이었다. 추대성 조사에서도 보통, 만추, 극만추의 3개의 그룹

으로 나뉘어 졌는데 JC-5와 JD-4품종이 만추성을 나타내었고,

JD-2품종은 극만추성을 나타내었다(Table 1). JD-2품종의 주요

특성으로서는 i) 식물체는 중간형이며 자엽이 크고 배축의 안

토시아닌이 없거나 매우 약하였으며 ii) 엽색은 연록색이며 표

면의 물결이 약하면서 잎 수가 작고 털의 수와 엽장은 중간정

도, 결각의 크기가 작으며 도란형을 나타내었고 iii) 중륵은 반

원형으로 폭과 두께가 중간, 중륵과 엽병에 혹·꼬임이 없었으

며 iv) 엽병의 길이가 짧고 추대에 있어서 조기추대품종보다

온도와 일장에 아주 둔감하여 추대성이 30일이 늦은 극만추성

및 비결구성을 나타내었다. 따라서 이러한 특징을 나타내는

JD-2품종은 추대가 일찍 되어 수량이 떨어지지만 가격이 가장

높게 형성되는 시기로 판로 걱정이 없어 소득을 높일 수 있는

여름철 단경기 재배종으로 유리한 품종으로 판단되었다.

작물의 유전적 유연관계 분석 및 다양성 분석 방법으로 과

거에는 주로 작물의 육종기록과 식물의 형태적 특성 및 생화

학적 인자인 동위효소 다형화 분석에 근거를 두어 왔으나, 최

근에 다양한 분자생물학적 방법을 이용한 분석이 다양한 품종

의 육성과정에 활용되고 있는데[6-8], 이 중 Willams 등[15]에

의하여 개발된 RAPD 분석방법이 경제적 잇점으로 인하여 유

연관계 분석에 많이 활용되고 있으므로[2,7], 순계로 분리한

14 품종으로 부터 total DNA를 추출, 정제하여 RAPD 분석법

을 이용하여 이들 품종들 간의 유연관계를 분석하였다. 시판

의 random primer 39종(Operon Co, USA)을 사용하여 PCR을

수행하였으며, oligonucleotide의 염기서열과 G+C 함량은

Table 2에 나타냈다. 각각의 primer에 있어서 1.5% agarose

gel상에서 분획한 DNA 단편 수는 2개에서 27개로 다양하게

나타내었다. PCR 증폭된 DNA 단편의 크기는 0.2 kb에서 3.5

kb의 범위에 위치하였으며, 평균 8.7개의 단편이 증폭되었다

(Table 2). 본 실험에 사용된 random primer 39종은 모두 10

mer로써 기존에 보고된 갓[12], 순무[1]에서의 평균 단편수와

유사하였지만, 브로콜리[13]의 3.7개 보다는 평균 단편수가 많

았다.

39종의 Random primer에서 특이적 band로 검출 된 24종

의 primer를 찾을 수 있었다(Table 2). PCR 증폭 단편의 다형

성과 재현성이 확실하면서 단편의 구분이 뚜렷한 OPA-4,

OPA-7, OPA-8, OPA-11, OPA-14, OPB-6, OPB-18의 7종의

primer를 선발하였고, 이 중 4종의 primer를 이용하여 증폭한

PCR 산물을 1.5% agarose gel상에 분획한 것을 Fig. 1에 나타

냈다. 24종의 primer로부터 증폭된 52개 DNA 단편을 기초로

순계분리한 14 품종간의 Genetic similarity matrix를 분석하

Table 2. Primer sequences and number of amplified fragments

Primer
Oligonucleotide

sequence
(5’ to 3’)

G+C
contents

(%)

No. of
amplified
fragments

Detection
of specific

band
*

OPA

01

02

03

04

05

06

07

08

09

10

11

12

13

14

15

16

17

18

19

20

CAGGCCCTTC

TGCCGAGCTG

AGTCAGCCAC

AATCGGGCTG

AGGGGTCTTG

GGRCCCTGAC

TTCCCCCGCT

CCACAGCAGT

GGGTAACGCC

GTGATCGCAG

CAATCGCCGT

TCGGCGATAG

CAGCACCCAC

TCTGTGCTGG

TTCCGAACCC

AGCCAGCGAA

GACCGCTTGT

AGGTGACCGT

CAAACGTCGG

GTTGCGATCC

70

70

60

60

60

70

70

60

70

60

60

60

70

60

60

60

60

60

60

60

6

5

6

7

10

8

5

8

9

13

9

13

12

4

3

5

7

10

17

10

○

○

○

○

○

-

○

○

○

○

○

-

○

○

○

-

○

○

-

-

OPB

01

02

03

04

06

07

09

09

10

11

12

13

14

15

16

17

18

19

20

GTTTCGCTCC

TGATCCCTGG

CATCCCCCTG

GGACTGGAGT

TGCTCTGCCC

GGTGACGCAG

GTCCACACGG

TGGGGGACTC

TGCCGAGCTG

GTAGACCCGT

CCTTGACGCA

TTCCCCCGCT

TCGGCGATAG

GGAGGGTGTT

TTTGCCCGGA

AGGGAACGAG

CCACAGCAGT

ACCCCCGAAG

GGACCCTTAC

60

60

70

60

70

70

70

70

70

60

60

70

60

60

60

60

60

70

70

14

2

12

9

9

10

27

15

5

6

17

4

3

5

4

7

5

12

8

-

○

○

-

○

○

-

-

○

-

-

-

○

○

-

○

○

-

-

Total 341
*○: These primers are detected of specific band

-: These primers are not detected of specific band.

기 위하여 PCR 증폭된 밴드의 유, 무에 따라 유는 1, 무는 0으

로 데이터화하고 NYSYS Complete Program을 이용하여 유사

도 값을 구했다. 그 결과 돌산 갓 14 품종간의 유사도 계수는

0.49～0.86 사이로 나타났다. 분획된 단편의 종류(크기, 수)를

분석한 결과 14 품종의 돌산 갓은 Coefficient 0.535를 기준으

로 3개의 그룹으로 구분할 수 있었다. 그룹 Ⅰ은 JA-1, JA-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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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1. RAPD polymorphims of 14 accessions using OPA-04(A),

OPA-07(B), OPA-11(C), OPB-07(D) primers. The specific

bands are indicated by arrows.

Fig. 2. UPGMA dendrogram of genetic relationships among 14

leaf mustard accessions based on RAPD analysis.

그룹 Ⅱ는 JB-1, JC-1, JC-4, JD-2, JA-4, JB-2, JE-1, JD-4; 그룹

Ⅲ는 JC-2, JC-5, JD-4, JC-6로 그룹 지어졌고, JC-2와 JC-5는

86%의 높은 유사도를 나타내었다(Fig. 2). 그러나 양적 형질

조사와RAPD 분석과의 상관관계는 찾아 볼 수 없었다. 이러한

결과는 몇 개의 양적 형질의 유사도가 RAPD분석 결과와 일치

하는 것을 기대할 수는 없었지만 외부의 환경요인과 관계없이

유전적인 특성을 분류할 수 있는 방법으로는 RAPD분석이 유

용하다는 것을 알았다. 또한, F1 종자생산에 있어서 잡종강세

현상에 유리한 계통은 유전적으로 거리가 먼 원연인 계통을

이용할수록 유리하다. 본 실험에서는 I 그룹과 Ⅲ 그룹간의

유전적 거리가 가장 멀리 나타난 결과로 부터 F1 조합 작성을

위하여 I 그룹과 Ⅲ 그룹에 속하는 계통을 교배 조합으로 이용

하는 것이 가장 적합하다는 결론을 얻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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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록：RAPD 분석에 의한 여수 돌산갓의 유연관계 분석

이인호․박종인․정운섭
1
․정효진

2
․노일섭*

(순천대학교 원예학과,
1
여수시농업기술센터 특산품육성과,

2
전라남도농업기술원 원예연구소)

RAPD 방법을 이용하여 14의 돌산갓 품종의 유전적 다형성을 분석하였다. 39개의 random primer를 실험하여

그 중 7개의 다형성을 나타내는 primer를 선발 하였다. 증폭된 PCR 산물은 0.2～3.5 kb 사이에서 재현성 있는

밴드를 나타내었으며, 각 primer에 의해 증폭된 밴드의 수는 2～27개로 다양하였고, 평균 8.7개였다. UPGMA 분

석에 의해 14개 품종은 3개의 그룹으로 나뉘었다. 이 결과들로부터 갓의 유전적 다양성 검토 및 F1 품종 생산을

위한 교배 조합 작성에 RAPD 분석은 유용하다는 것을 나타내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