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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Objectives : The origin of Breeae Herba (So-gye) and Cirsii Herba (Dae-gye) is differently prescribed in Korean 

and Chinese modern pharmacopoeia. Since the similar morphological characteristics and chaotic plant names, 

moreover, the aerial part of Carduus crispus have been used as the Cirsii Herba. To develop a reliable method 

for correct identification of these herbal medicines and to evaluate the genetic relationship of these closely 

related plant species, we analyzed sequences of DNA barcode regions.

Methods : Thirty-one samples of 6 medicinal plants (B. segeta, B. setosa, C. japonicum var. maackii, C. setidens, 

C. chanroenicum, and C. crispus) were collected from different habitate and nucleotide sequences of DNA barcode 

regions (rDNA-ITS, matK, and rbcL) were analyzed after amplification using appropriate primers reported in 

previous studies. The nucleotides of species-specific authentic marker and phylogenetic relations were estimated 

based on the entire sequences of DNA barcodes by the analysis of ClastalW and UPGMA, respectively. 

Results : In comparative analysis of DNA barcode sequences, we obtained specific nucleotides to discriminate 

the medicinal plant of Breeae/Cirsii Herba in species level and evaluated the phylogenetic relationship of these 

species. Futhermore, we identified distinct marker nucleotides enough to authenticate respective species. These 

sequence differences at corresponding positions were avaliable genetic markers to determine the botanical 

origins of Breeae Herbal as well as Cirsii Herba.

Conclusions : These marker nucleotides would be useful to identify the official herbal medicines by providing of 

definitive information that can identify each plant species and distinguish from unauthentic adulterants and 

substitut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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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 론1)

소계(小薊)와 대계(大薊)는 각각 국화과의 다년생 초본인 

조뱅이(Breea segeta Kitam., 이명 Cephalonoplose 

segetum Kitam. 또는 Cirsium segetum Bunge) 및 큰조

뱅이(Breea setosa (Bunge) Kitam., 이명 Cephalonoplose 

setosum Kitam. 또는 Cirsium setosum (Wild.) M.Bieb.)

의 전초와 엉겅퀴(Cirsium japonicum var. maackii 

(Maxim.) Matsum., 이명 C. japonicum DC. var. 

ussuriense (Regel) Kitam.) 또는 기타 동속식물의 전초를 

여름과 가을에 꽃이 필 때 채취하여 음건한 것이다1,2). 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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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에서 대소계(大小薊)는 양혈(凉血), 지혈소종(止血消腫)의 효

능이 있어 토혈, 혈뇨, 대하, 간염, 신염, 고혈압 등의 치료에 

사용하며3), 대계(大薊)가 산어소종(散瘀消腫)작용이 소계(小

薊)보다 강하고 소계(小薊)는 파혈통림(破血通淋)이 우수한 것

으로 알려져 있다4). 대한약전외한약(생약)규격집은 소계(小薊)

의 기원식물로 조뱅이와 큰조뱅이를 중국약전은 큰조뱅이를 

수재하고 있으며2,5), 대계(大薊)는 대한민국약전외한약(생약)규

격집에서 엉겅퀴와 동속근연식물로 수재하고 있으나 중국약전

은 개엉겅퀴(Cirsium japonicum Fisch. ex DC.)의 지상부

로 그 기원을 달리하고 있다2,5). 우리나라와 중국이 기원을 

달리하고 있는 소계(小薊)와 대계(大薊)의 기원식물 중, 조뱅

이는 우리나라 각지에 분포하고 있으며 주로 밭 가장자리나 

빈터에서 자라지만 큰조뱅이는 중부이북지역에 자생하는 것으

로 알려져 있어 자생지 확인이 쉽지 않다. 대계(大薊)의 기원

식물인 국화과의 다년초인 Cirsium속의 엉겅퀴는 한반도에 7

∼12종이 분포하고 있는 것으로 정리하고 있으며6), Song 등

은 한국산 엉겅퀴속을 대상으로 61개의 외부형태학적 형질을 

측정하여 엉겅퀴류를 3절 8종 3변종 5품종으로 정리하였으나
7) 실질적으로는 형태적 유사성으로 인해 정확한 동정은 어려

운 실정이다. 특히 한약재로 사용되는 소계(小薊)인 조뱅이류

와 대계(大薊)인 엉겅퀴류의 건조된 전초는 그 형태가 유사하

여 정확한 종의 구별에는 어려움이 있다. 뿐만 아니라, 외래 

도입종인 Carduus속의 지느러미엉겅퀴가 Cirsium속의 엉겅

퀴 종류로 인식되어 대계(大薊)로 혼·오용되고 있어 체계적

인 분류와 정확하게 종을 동정하는 것이 필요하다.

서양에서 소계(小薊)는 creeping thistle로 대계(大薊)는 

milk thistles로 불리는 엉겅퀴속 식물에는 78종 이상의 

flavonoid, apigenin 등이 함유되어 있어 항암, 면역증진, 항

염증 등의 많은 분야에서 활발한 연구가 진행되고 있으며8), 

특히 실리마린(sylimarin)이란 물질이 간질환 치료 효과가 뛰

어나다고 알려지면서 다양한 종류의 엉겅퀴 종들이 널리 이용

되고 있는 실정이다9). 하지만 이러한 유효성분은 엉겅퀴의 종

에 따라 다르게 함유되어있어 그 이용에 주의가 요구 된다10). 

근래에 들어 분자생물학의 발달과 염기서열 분석의 대량화 및 

자동화로 인하여 국제사회는 지구상에 존재하는 모든 생물종

에 대한 DNA 바코드를 통해 그 종을 동정하고, 계통분류학

적인 유연관계를 분석하고 모니터링하기 위해 다양한 바코드 

유전자 부위를 탐색하고 있으며, 국제적으로 국제생물바코드 

컨소시엄(CBOL, Consortium for Barcode of Life)을 구성

하여 DB를 구축해 나가고 있다11,12). 이러한 식물 DNA 바코

드는 종의 동정, 모니터링, 종간유연관계 등의 연구 분야에 

다양한 DNA 바코드 부위가 제안되고 있으며13-16), 한약재와 

관련되어서는 핵의 리보솜 RNA 유전자(Nuclear Ribosomal 

RNA gene, rDNA)의 internal transcribed spacer(ITS) 부

위(rDNA-ITS)17,18), matK 유전자 부위19), rbcL 유전자 부

위20), trnL-F 유전자 부위21), psbA-trnH 부위 등을 이용한 

객관적인 식물분류체계 확립이나 한약재 감별을 위한 연구가 

진행되고 있다22). 특히 게놈상에 존재하는 rDNA-ITS 부위

는 다른 유전자의 코딩부위보다 빠르게 진화하고 일반성, 단

순성, 재현성 등의 이점으로 인해 계통분류나 종간 유전변이 

탐색 등을 위해 이용되는 염기서열로 알려져 있다23). 또한, 

matK 및 rbcL 유전자 부위는 대부분의 식물 종에서 잘 보존

되어있는 염기서열로 CBOL에서 식물 DNA 바코드 후보로 

활발하게 연구가 진행되고 있다11,12). 대소계(大小薊)의 기원

식물인 조뱅이류와 엉겅퀴류 식물의 분류학적 측면에서의 연

구는 2005년 한국 특산 엉겅퀴속 식물인 고려엉겅퀴, 정영엉

겅퀴 및 동래엉겅퀴에 대한 외부형태연구를 통한 분류학적 실

체검토6), 한국산 엉겅퀴군 식물의 수리분류학적 연구24)와 외

부형질에 의한 한국산 엉겅퀴속의 분류학적 연구를 수행하여 

종간비교 결과를 보고하였으나, 이들 분류체계에서의 종 감별

에는 현실적으로 어려움이 있다7).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대한약전외한약(생약)규격집과 중국

약전을 기준으로 본초학적인 측면에서 대소계(大小薊)의 기원

인 조뱅이(B. segeta), 큰조뱅이(B. setosa), 엉겅퀴(C. 

japonicum var. maackii, = C. japonicum var. 

ussuriense), 고려엉겅퀴(C. setidens), 정영엉겅퀴(C. 

chanroenicum) 및 지느러미엉겅퀴(C. crispus) 6종을 대상

으로 식물 DNA 바코드 부위 염기서열 분석을 통한 분자생물

학적인 감별법을 모색하고 이들의 종간 분자계통학적 유연관

계를 분석하여 대소계(大小薊) 기원식물 종 감별에 활용 가능

한 marker nucleotide들을 발굴하고 혼․오용 방지를 위한 자

료를 제공하고자 하였다.

재료 및 방법

1. 재료

유전자 분석에 사용한 조뱅이(B. segeta), 큰조뱅이(B. 

setosa), 엉겅퀴(C. japonicum var. maackii, = C. 

japonicum var. ussuriense), 고려엉겅퀴(C. setidens), 정

영엉겅퀴(C. chanroenicum) 및 지느러미엉겅퀴(C. crispus) 

시료는 국내·외 서로 다른 자생지에서 2010년부터 2012년

에 걸쳐 수집하여 액체질소에 급냉시켜–70℃ 초저온 냉동고

에 보관하여 이용하였다(Fig. 1, Table 1). 수집한 시료는 본

초학, 생약학, 식물분류학 등의 전문가로 구성된 분류·동정 

자문회의의 동정을 거쳐 그 종을 최종 확증하였으며, 각 시료

의 기원식물은 압착석엽표본을 제작하여 한국한의학연구원 한

약 표준표본관에 표본번호를 부여하여 보관하였다.

Figure. 1. A photograph of original plants used in this study. A: 
Breea segeta (Bunge) Kitam., B: Breea setosa (M.Bieb.) Kitam., C: 
Cirsium japonicum var. maackii (Maxim.) Matsum., D: Cirsium 
setidens (Dunn) Nakai, E: Cirsium chanroenicum (Nakai) Nakai, F: 
Carduus crispus L.. Inner boxes represent a flower and leaf of 
corresponding plant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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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1. Plant Materials and Specimen Information Used in This 
Study.

Herbal 

Name

Scientific  

Name
Locations collected Sample Name

Breeae 

Herba

Breea 

segeta 

Kitamura

Aewol, Jeju, Korea B. segeta JJ1

Aewol, Jeju, Korea B. segeta JJ2

Chungju, Chungbuk, Korea B. segeta SA1

Chungju, Chungbuk, Korea B. segeta SA2

Haenam, Jeonnam, Korea B. segeta BGD1

Pohang, Gyeongbuk, Korea B. segeta PH1

Sacheon, Gyeongnam, Korea B. segeta SC1

Breea 

setosa 

Kitamura

Yanji, Jilin, China B. setosa YJ1 (China)

Yanji, Jilin, China B. setosa YJ2 (China)

Yanji, Jilin, China B. setosa YJ3 (China)

Yanji, Jilin, China B. setosa YJ4 (China)

Cirsii 

Herba

-*

Cirsium 

japonicum 

var. 

maackii 

(Maxim.) 

Matsum.

Tongyeong, Gyeongnam, Korea C. japonicum var. maackii TY1

Yangpyeong, Gyeonggi, Korea C. japonicum var. maackii DW1

Jocheon, Jeju, Korea C. japonicum var. maackii JJ1

Tongyeong, Gyeongnam, Korea C. japonicum var. maackii YJD1

Yuseong, Daejeon, Korea C. japonicum var. maackii DJ1

Cirsium 

setidens 

(Dunn) 

Nakai

Yanggu, Gangwon, Korea C. setidens YG1

Yanggu, Gangwon, Korea C. setidens YG2

Pohang, Gyeongbuk, Korea C. setidens PH1

Geochang, Gyeongnam, Korea C. setidens GC1

Pyeongchang, Gangwon, Korea C. setidens PC1

Cirsium 

chanroenic

um (Nakai) 

Nakai

Jangsu, Jeonbuk, Korea C. chanroenicum JS1

Jangsu, Jeonbuk, Korea C. chanroenicum JS2

Sancheong, Gyeongnam, Korea C. chanroenicum GS1

Sancheong, Gyeongnam, Korea C. chanroenicum GS2

Carduus 

crispus L.

Hongcheon, Gangwon, Korea C. crispus HC1

Chuncheon, Gangwon, Korea C. crispus CC1

Yangpyeong, Gyeonggi, Korea C. crispus YP1

Inje, Gangwon, Korea C. crispus IJ1

Cheongwon, Chungbuk, Korea C. crispus CJ1

Yanji, Jilin, China C. crispus YJ1 (China)

* There is no official herbal name.

2. DNA 추출

국내․외 자생지에서 수집하여 -70℃에 보관중인 기원식물 

생체시료 및 약재 시료를 액체질소로 급냉시켜 막자사발을 이

용하여 분말상태가 되도록 마쇄한 후, DNeasy Plant Mini 

Kit(QIAGEN, CA, USA)을 이용하여 제작자가 제공한 

protocol에 따라 추출․정제하였다. 정제된 DNA의 순도와 질

을 확인하기 위하여 1.5% agarose gel을 이용하여 전기영동 

후, EtBr (Ethidium Bromide)로 염색하여 UV light 상에서 

DNA band를 확인하였으며, UV spectrophotometer 

(Nanodrop ND-1000, Nanodrop, DE, USA)를 이용하여 

260 nm와 280 nm에서 흡광도를 측정하여 정량 하였다.

3. DNA 바코드 부위 PCR 증폭

약 5~20 ng의 genomic DNA와 각 20 pmole의 정방향

과 역방향 primer와, ITS1 (5'-TCC GTA GGT GAA CCT 

GCG G-3')과 ITS4 (5'-TCC TCC GCT GAT TGA TAT 

GC-3’) primer25), matK-AF (5'-CTA TAT CCA CTT 

ATC TTT CAG GAG-3')와 matK 8R (5'-AAA GTT CTA 

GCA CAA GAA AGT CGA-3') primer26), rbcL F 

(5'-ATG TCA CCA CAA ACA GAA AC-3') 및 rbcL R 

(5'-TCC TTT TAG TAA AAG ATT GGG CCG AG-3') 

primer27), 1 unit의 DNA polymerase를 50 µL의 1×반응

용액 (75 mM Tris-HCl (pH 8.8), 20 mM (NH4)2SO4, 

0.1% (v/v) Tween 20, 20 µM dNTP, 200 µM MgCl2) 에 

각각 첨가하여 DNA Engine Dyad Thermal Cycler (MJ 

Research, MN, USA)를 이용하여 증폭하였다. 반응조건은 

95℃에서 5분간 predenaturation한 후 95℃에서 30초 

denaturation, 55℃에서 40초 annealing, 72℃에서 1분 

extension을 35회 수행하고 마지막으로 72℃에서 10분간 

extension 시켜 증폭하였다.

4. 염기서열 분석

DNA 바코드 부위 증폭산물의 DNA 염기서열 분석을 위하

여 각각의 total 증폭산물을 1.5% agarose gel상에서 100 

bp DNA ladder (Solgent, Daejeon, Korea)와 함께 전기영

동하고 EtBr로 염색하여 관찰한 후, 정확하게 증폭된 

rDNA-ITS, matK, rbcL 유전자 PCR 증폭산물을 agarose 

gel로부터 회수하여 Gel Extraction Kit (QIAGEN, CA, 

USA)를 이용하여 정제한 뒤 pGEM-Teasy Vector Systems 

(Promega, WI, USA)에 삽입하였다. 삽입된 증폭산물은 

XL1-Blue MRF' competent cell (Stratagene, CA, USA)

에 형질전환한 뒤 ampicillin과 X-gal/IPTG가 첨가된 LB 

agar 배지에 도말하여 약 20시간 배양하였다. 각 시료별로 

선별된 3개의 white colony를 액체배양하고 Plasmid mini 

preparation kit (SolGent, Daejeon, Korea)를 이용하여 

plasmid DNA를 분리한 후, T7과 SP6 primer를 이용하여 

ABI3730 automatic DNA sequencer (Applied 

Biosystems, CA, USA)에서 염기서열을 분석하고 각 시료별

로 분석된 3개 colony의 염기서열을 비교하여 최종 확정하였

다.

5. 종 판별용 marker nucleotide 탐색 및 종간 

유연관계 

최종 확증된 각 시료별 31개체의 rDNA-ITS, matK, 

rbcL 유전자 염기서열을 DNA 바코드 종류별로 BioEdit 

program(Version 7.0.9,)의 ClustalW 방법으로 multiple 

alignment를 수행하여 종내 개체 및 종별 염기서열을 정렬하

였다. 정렬된 rDNA-ITS, matK 및 rbcL 염기서열의 종내 

개체별 비교와 종별 비교를 통해 종 특이성을 갖는 염기의 삽

입(insertion), 결실(deletion) 및 치환(substitution)을 위치

별로 분석하여 정리하였다. 전체 분석대상 시료의 유연관계 

분석은 31 개체의 DNA 바코드 부위 전체 염기서열을 각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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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LC main workbench ver. 6.0 program (Insilicogen, 

Suwon, Korea)을 이용하여 UPGMA 방법으로 

Phylogenetic tree를 작성하고 군집의 형성 유무와 군집간의 

근연관계를 비교·분석하였다.

결 과

1. DNA barcode 부위 증폭 및 염기서열 분석

대계(大薊)와 소계(小薊)의 기원식물로 수재되어있는 조뱅

이 7개 시료, 큰조뱅이 4개 시료, 엉겅퀴 5개 시료, 고려엉겅

퀴 5개 시료, 정영엉겅퀴 4개 시료 및 지느러미엉겅퀴 6개 

시료를 국내·외 각기 다른 자생지에서 수집하고 각 시료의 

잎으로부터 추출한 게놈 유전자를 주형으로 DNA 바코드 부

위를 증폭하였다. rDNA-ITS 부위 증폭을 위해 ITS1과 

ITS4 primer로 PCR 증폭하여 약 750 bp의 증폭산물을 확

보하였으며, matK-AF과 matK 8R primer 쌍과 rbcL F와 

rbcL R primer 쌍을 이용하여 약 1,250 bp와 1,500 bp의 

DNA 증폭산물을 확보하고 이를 각각 rDNA-ITS, matK 및 

rbcL 바코드 부위로 정의하였다. 31개 시료로부터 확보한 

DNA 바코드 부위 증폭산물을 pGEM-Teasy vector에 삽입

한 뒤, 각 시료별 3개 이상의 삽입유전자 염기서열을 분석하

고 이들을 비교하여 DNA 바코드 부위 염기서열을 확정하였

다. 확정된 각 시료의 염기서열을 분석하여 종간 염기서열을 

비교한 결과, rDNA-ITS 부위는 조뱅이, 큰조뱅이 및 지느러

미엉겅퀴는 733 bp, 엉겅퀴는 732 bp, 그리고 고려엉겅퀴와 

정영엉겅퀴는 736 bp의 염기로 구성되어 있었다(Fig. 2). 대

황, 하수오 등의 기원종 감별19,28)에 이용된 matK 유전자 부

위의 경우는 조뱅이, 큰조뱅이 및 지느러미엉겅퀴가 1,268 

bp, 나머지 엉겅퀴, 고려엉겅퀴 및 정영엉겅퀴는 1,262 bp로 

구성되어 있었으며, rbcL 유전자 부위는 6종 모두 1,516 bp

로 구성되어 있음을 알 수 있었다(Fig. 2).

Fig. 2 (Continu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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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2. Comparison of rDNA-ITS sequences of B. segeta, B. setosa, C. japonicum var. maackii, C. setidens, 
C. chanroenicum, and C. crispus. Dots (·) indicate the identical sequences with B. segeta JJ1 sample and 
dashes (-) represent gaps that were introduced to maximize alignment.

분석된 31개 시료의 DNA 바코드 부위 염기서열의 종내 

개체간 변이와 종간 특이성을 분석한 결과, rDNA-ITS 부위 

전체에서 2개 위치의 삽입/결실(Indels)과 72개 위치의 염기 

치환(Substitutions)이 관찰되었으며, 이들 중 55개 위치에서 

종 특이적으로 염기서열의 차이를 나타내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Fig. 2, Table 2). 또한, 종내 개체별 변이를 

rDNA-ITS 전체 염기서열 분석을 통해 조사한 결과, 6종 모

두 ribosomal RNA 유전자 부위에서는 변이가 관찰되지 않

았고 ITS1과 ITS2 부위에서는 일부 개체에서 종내 변이가 

관찰되었으나 미미한 수준임을 알 수 있었다(Fig. 2). matK 

유전자 부위는 조뱅이를 제외한 나머지 시료에서는 종내 변이

가 관찰되지 않고 종간 특이성 분석에서 1개의 위치에서 삽

입/결실과 14개 위치에서 염기치환이 관찰되었으며, rbcL 유

전자 부위의 종내 변이와 종간 삽입/결실 없이 11개 위치에

서 염기치환이 관찰되었으며, 이들 중 종 특이적인 염기서열

은 Table 3과 4에서 정리한 바와 같이 matK 11개와 rbcL 

5개 위치에서 관찰되었다(Table 3-4). 따라서 3개의 DNA 

바코드 부위 염기서열을 분석한 결과, 국내․외 다양한 지역의 

자생지에서 수집한 시료로부터 확보한 대소계(大小薊) 기원식

물은 기 보고된 오미자류 rDNA-ITS 부위처럼 종내 변이가 

적고 안정적인 유전특성을 가지는 식물종임을 간접적으로 확

인할 수 있었으며29), DNA 바코드 염기서열을 이용하여 종 

판별이 가능한 염기서열을 확인할 수 있었으나 원산지 판별에 

활용 가능한 SNP (Single Nucleotide Polymorphism)는 확

인할 수 없었다(Fig. 2, Table 2-4).

2. DNA 바코드 부위 염기서열을 이용한 종 감

별용 marker nucleotide 발굴

소계(小薊)와 대계(大薊)의 구별과 이들의 각 기원식물 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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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별과 위품인 Caduus속의 지느러미엉겅퀴 구별을 위하여 

조뱅이류 및 엉겅퀴류 6종 31개 시료의 rDNA-ITS, matK 

및 rbcL 유전자 염기서열의 각 위치별 삽입/결실과 치환을 

종별로 비교·분석하였다(Fig. 2, Table 2-4). 6종 31개 시

료 rDNA-ITS 부위 전체 염기서열의 종 특이적 삽입/결실과 

치환을 토대로 marker nucleotide를 분석한 결과, 조뱅이는 

Table 2에 정리한 바와 같이 14개 위치에서 나머지 5종과 

다른 염기로 치환(137, 621, 638, 661번 염기의 C→T 치환, 

159번 및 504번 염기의 G→A 치환, 188번 및 462번 C→A 

치환, 226번 A→C, 242번 T→A, 493번 T→C, 548번 A→

T, 629번 A→G 및 670번 G→T 치환)되어 조뱅이 특유의 

염기서열로 구성되어 있음을 알 수 있었다(Fig. 2, Table 2). 

큰조뱅이는 조뱅이 염기서열을 기준으로 11개의 위치에서 다

른 5종과 구별되는 종 특이적인 염기의 치환(86번 G→C 치

환, 499번 T→A 치환, 633번 G→A 치환, 96번, 127번, 

158번, 256번, 314번, 454번, 534번 및 560번 C→T 치환)

이 확인되었으며, 대계(大薊)의 경우는 엉겅퀴가 5개 위치(79

번 염기의 결실, 80번 및 482번 T→C 치환, 136번 G→A 

및 214번 염기의 C→G 치환), 고려엉겅퀴가 2개의 위치(58

번 T→C 및 83번 C→T 치환), 그리고 지느러미엉겅퀴가 24

개의 위치에서 다른 5종과 구별이 가능한 염기의 삽입/결실이

나 치환을 확인할 수 있었으나, 정영엉겅퀴는 다른 5종과 구

별되는 단일염기 치환을 확인할 수 없었다(Fig. 2, Table 2). 

정영엉겅퀴의 경우 다른 5종과 구별되는 종 특이적인 염기의 

치환은 확인할 수 없었지만, 고려엉겅퀴와 정영엉겅퀴 두 종

에만 특이적인 염기의 삽입(494-496번 GTT 삽입)과 치환

(111번 및 264번 T→C, 473번 및 623번 C→T, 631번 G→

C)을 고려엉겅퀴 종 특이적 염기치환(58번 T→C 및 83번 C

→T)과 동시에 비교하여 정영엉겅퀴의 종을 구별할 수 있었

다(Table 2).

Table 2. Summary of Marker Nucleotides based on Comparison of rDNA-ITS Sequences among 31 Plant Samples of Breeae and Cirsii 
Herba in Species Level.

Sequence
Position no. 58 64 79 80 83 84 86 89 96 110 113 127 131 132 136 137 139 152 158 159 167 188 214 226 229 241 242 246

B. segeta T C G C C G G G C C C C C G G T A A C A T A C C G T A C

B. setosa · · · · · · C · T · · T · · · C · · T G · C · A · · T ·
C. japonicum
var. maackii · · - T · · · · · · · · · · A C · · · G · C G A · · T ·

C. setidens C · · · T · · · · · · · · · · C · · · G · C · A · · T ·

C. chanroenicum · · · · · · · · · · · · · · · C · · · G · C · A · · T ·

C. crispus · T · · · A A T · T T · T C · C T G · G C C · A T A T T

Sequence
Position no. 251 256 314 454 462 478 479 481 482 490 493 499 504 534 548 560 587 621 629 633 638 639 640 641 648 661 670

B. segeta C T C C A C C A C C C T A C T C T T G G T T A A C T T

B. setosa T · T T C · · · · · T A G T A T · C A A C · · · · C G
C. japonicum
var. maackii · · · · C · · · T · T · G · A · · C A · C · · · · C G

C. setidens · · · · C · · · · · T · G · A · · C A · C · · · · C G

C. chanroenicum · · · · C · · · · · T · G · A · · C A · C · · · · C G

C. crispus · G · · C A T C G T T · G · A · A C A · C C G T T C G

Hyphens (-) denote deletion of nucleotide for maximized alignment and dots (·) indicate sequence identity with B. segeta. Nuceotide positions indicate the 

aligned position, starting from the 5’ end of the rDNA-ITS gene.

CBOL에서 식물 DNA 바코드 부위 후보로 제안하고 있는 

matK 유전자 약 1,260 bp의 염기서열을 비교·분석하여 종 

판별여부를 확인한 결과, Table 3에서 보는 바와 같이 조뱅

이는 6개의 위치(339번 G→A, 345번 A→C, 478번 C→T, 

656번 C→G, 726번 A→G 및 1,089번 T→G)에서 나머지 5

종과 구별되는 염기의 치환을 확인 할 수 있었으며, 큰조뱅이

는 2개의 위치(70번 C→T 및 1,210 T→G)에서 그리고 지느

러미엉겅퀴는 3개 염기가 치환(450번 및 1,071번 C→G 및 

707번 G→T)되어 종 특이성을 갖는 SNP marker 

nucleotide를 확인할 수 있었으나, 엉겅퀴 종류인 엉겅퀴, 고

려엉겅퀴 및 정영엉겅퀴의 종을 구별할 수 있는 종 특이 

marker nucleotide는 확인할 수 없었다. 또한, 약 1,520 bp

의 rbcL 유전자 염기서열을 비교·분석하여 대소계(大小薊) 

기원식물 종 판별용 marker nucleotide를 탐색한 결과, 1개 

위치에서 조뱅이 특이적인 염기치환을 확인하였으며, 각 2개 

위치에서 큰조뱅이와 지느러미엉겅퀴 종 특이적인 marker 

nucleotide를 확인할 수 있었다(Table 4). matK와 rbcL 

DNA 바코드 부위는 rDNA-ITS와 달리, 분석한 6종 조뱅이

류와 엉겅퀴류의 종을 구별할 수는 없었지만 소계(小薊)와 대

계(大薊)의 기원종을 구별 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대계(大薊)

의 위품인 Carduus속의 지느러미엉겅퀴를 구별할 수 있었다. 

Table 3. Summary of Marker Nucleotides based on Comparison of 
matK Gene Sequences among 31 Plant Samples of Breeae and 
Cirsii Herba in Species Level.

Sequence Position no. 70 339 345 450 478 656 707 726 1,0711,0891,210

B. segeta C A C C T G G G C G T

B. setosa T G A · C C · A · T G

C. japonicum var. maackii · G A · C C · A · T ·

C. setidens · G A · C C · A · T ·

C. chanroenicum · G A · C C · A · T ·

C. crispus · G A G C C T A G T ·

Dots (·) indicate sequence identity with B. segeta. Nuceotide positions 

indicate the aligned position, starting from the 5’ end of the matK gene.

Table 4. Summary of Marker Nucleotides based on Comparison of 
rbcL Gene Sequences among 31 Plant Samples of Breeae and 
Cirsii Herba in Species Level.

Sequence Position no. 147 227 388 1,224 1,414

B. segeta G G T G G

B. setosa A · C · A

C. japonicum var. maackii · · C · ·

C. setidens · · C · ·

C. chanroenicum · · C · ·

C. crispus · A C T ·

Dots (·) indicate sequence identity with B. segeta. Nucleotide positions 

indicate the aligned position, starting from the 5’ end of the rbcL gene.

이상의 결과를 종합하면, 본 연구에서 비교·분석한 3가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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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류의 DNA 바코드 부위의 판별력은 rDNA-ITS, matK, 

rbcL 유전자 순으로 나타났으며, 이들은 소계(小薊)와 대계

(大薊)의 혼·오용 방지와 조뱅이류와 엉겅퀴류 식물의 동정

이나 한약재의 진위 판별을 위한 유전자 마커 유용하게 활용

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된다. 하지만 보다 다양한 종의 엉겅

퀴류 식물을 수집하고 분석하여 체계적이고 폭넓은 연구를 통

해 이들의 DNA 바코드 기반 marker nucleotide 발굴이 진

행되어야할 것으로 판단된다.

3. 종간 유연관계 분석

조뱅이, 큰조뱅이, 엉겅퀴, 고려엉겅퀴, 정영엉겅퀴 및 지

느러미엉겅퀴를 국내․외 다양한 자생지에서 수집하여 이들의 

유전다양성과 종간 유연관계 분석을 위하여 6종 31개체 시료

의 rDNA-ITS, matK 및 rbcL 유전자 각 염기서열과 CLC 

main workbench ver. 6.0 program(Insilicogen, Suwon, 

Korea)을 이용하여 UPGMA 방법으로 Phylogenetic tree를 

작성하고 종간 유연관계를 분석하였다. 6종 31개체의 유연관

계를 분석한 결과, rDNA-ITS 분석에서는 6종의 조뱅이와 

엉겅퀴가 모두 6개의 그룹을 형성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

으며, 그림 3에서 보는 바와 같이 각 그룹은 종별로 유집되는 

경향이 강하게 나타났다(Fig. 3). 특히, 엉겅퀴류 3종(Group 

Ⅱ∼Ⅳ)의 유전적 거리가 가장 가까웠으며, Carduus속인 지

느러미엉겅퀴(Group Ⅰ)는 별도의 그룹을 형성하였다(Fig. 

3).

Figure 3. Construction of phylogenetic tree assembled based on 
rDNA-ITS sequences of 31 plant samples of Breeae and Cirsii 
Herba using UPGMA analysis in CLC main workbench ver. 6.0. 
program.

matK와 rbcL 유전자 염기서열을 이용한 유연관계분석 결

과, 그림 4에서 보는바와 같이 크게 3개의 그룹으로 유집을 

형성하였다. matK 유전자는 엉겅퀴류(Group Ⅰ)와 조뱅이류

(Group Ⅱ, Ⅲ) 및 지느러미엉겅퀴(Group Ⅳ)로 크게 3개의 

그룹을 형성하였으며(Fig. 4A), rbcL 유전자 역시 엉겅퀴류

(Group Ⅳ)와 조뱅이류(Group Ⅰ, Ⅲ) 및 지느러미엉겅퀴

(Group Ⅱ)로 3개의 그룹을 형성하였다(Fig. 4B).

Figure 4. Construction of phylogenetic tree assembled based on 
matK and rbcL gene sequences of 31 plant samples of Breeae 
and Cirsii Herba using UPGMA analysis in CLC main workbench 
ver. 6.0. A: Phylogenetic tree based on matK gene, B: 
Phylogenetic tree based on rbcL gene.

고 찰

정확한 한약재 감별이나 한약 기원식물의 종 동정은 한약 

표준화에 있어서 매우 중요한 요소로 인식되고 있으나, 관능

적 평가에 의한 감별 기준은 식물의 서로 다른 생육환경에서 

발생하는 형태학적인 변이나 같은 속내에 형태가 유사한 종이 

있을 경우에는 정확한 감별이나 종을 구별하는데 어려움이 있

다. 따라서 유전자 마커 개발을 통한 한약재 감별법 구축은 

각 생물체가 가지고 있는 고유의 유전정보를 이용하는 객관적

이고 과학적인 감별법으로 형태, 재배기간, 환경적 요소, 수

확시기, 저장 방법 등에 영향을 받지 않는 장점을 가지고 있

다30). 다양한 유전자 분석기법이 한약재 감별에 이용되고 있

으나, 최근에는 생물 DNA 바코드를 이용하는 방법이 한약재

뿐만 아니라 다양한 생물의 종 판별에 널리 활용되고 있는 실

정이다16-22). 

본 연구에서는 이러한 유전자 분석법을 이용하여 소계(小

薊)로 이용되는 조뱅이와 큰조뱅이의 종 구분과 대계(大薊)로 

이용되는 엉겅퀴, 고려엉겅퀴, 정영엉겅퀴와 위품인 Carduus

속의 지느러미엉겅퀴의 종 감별을 위해 DNA 바코드 부위들 

중 종 판별능이 높은 부위인 rDNA-ITS, psbA-trnH, 

matK 및 rbcL 부위를 PCR 증폭하여 염기서열을 분석하였

다. 4개의 DNA 바코드 부위 염기서열 분석 결과, 중국내에

서 자생하거나 재배되는 다양한 지역의 하수오 18S rRNA와 

matK 유전자 염기서열 분석을 통해 하수오의 산지 구분에 

대한 가능성을 시사한 결과28)와는 다르게 조뱅이를 제외한 5

종에서는 지역별 특이성이 관찰되지 않았고 일부 시료에서 종

내 개체간 염기의 비특이적 치환만 관찰되었다. 하지만 조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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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matK 바코드 부위 염기서열의 경우에는 제주도 지역에서 

수집된 2개 시료에 대해 지역 특이성을 보이는 염기서열 치

환을 1개 위치에서 확인할 수 있었다. 하지만 시료를 수집한 

제주도 자생지가 다양하지 않고 시료의 수 또한 일반화시키기

에 충분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1개의 염기치환만 관찰되어 

제주도 지역 특이성으로 결론 내리기에는 부족함이 있었다.

이러한 결과는 DNA 바코드 부위 염기서열 분석을 통한 종

간 유연관계에서도 간접적으로 확인할 수 있었다. 비교적 많

은 염기서열의 차이를 보인 rDNA-ITS 부위의 경우는 6개의 

종이 명확하게 구분된 반면 지역적인 유집의 형성은 확인할 

수 없었다. matK나 rbcL 유전자의 경우에는 종별로 유집을 

이루는 형태를 보였지만 유전적 유사도에서 차이를 보이지 않

아 엉겅퀴, 정영엉겅퀴 그리고 고려엉겅퀴가 하나의 그룹으로 

유집되고 조뱅이와 큰조뱅이가 하나의 그룹으로 유집되었으

며, 지느러미엉겅퀴가 하나의 독립된 그룹을 형성하여 종간 

유집은 명확하지 않고 속단위로 유집되었다. 특히 matK 유

전자에서 지역적 특이 염기변이를 보였던 제주도 시료의 경우

도 지역적인 유집형성은 확인할 수 없었다. 이러한 결과는 국

내에 자생하는 대소계(大小薊) 기원식물인 조뱅이류와 엉겅퀴

류의 분류체계에 대한 분자생물학적인 자료를 처음으로 제공

하는 것으로 기존의 형태형질을 이용한 분류체계 및 종간유연

관계 분석결과7)와는 대상 종의 범위가 달라 직접적인 비교가 

어려웠다. 따라서 이들의 보다 정확한 분류체계 확립과 계통

학적 측면에서의 연구를 위해서는 Song 등7)이 분류하여 보고

한 3절 8종 3변종 2품종의 엉겅퀴류와 국외의 대표적인 근연

종을 대상으로 DNA 바코드 분석이나 genomic 

fingerprinting 등의 다양한 접근을 통해 보다 체계적인 추가

연구가 필요할 것으로 판단된다. 

DNA 바코드 염기서열을 이용한 대소계(大小薊)의 기원종 

감별에 있어서 matK와 rbcL 유전자는 대계(大薊)와 소계(小

薊)의 구별과 위품인 지느러미엉겅퀴를 구별할 수 있었으며, 

rDNA-ITS 부위는 기 보고된 시호18), 오미자29) 등과 같이 

대계(大薊)와 소계(小薊)의 구별은 물론 이들의 위품을 구별할 

뿐만 아니라 분석한 6종의 조뱅이류와 엉겅퀴류를 종단위에서 

정확하게 동정할 수 있음을 알 수 있었다. 즉, rDNA-ITS 

부위는 본 연구에서 분석한 6종 모두의 종을 판별할 수 있는 

가장 뛰어난 판별력을 가지는 것을 알 수 있었다. 이러한 결

과는 유통되는 약재에서 추출한 gDNA를 이용하여 

rDNA-ITS 부위 염기서열 비교·분석으로 토천궁, 일천궁, 

중국청궁의 감별용 분자마커를 제안한 기존의 연구결과31)나 

황금류 (Scutellaria baicalensis, S. amoena, S. 

rehderiana, S. viscidula) 기원식물과 유통약재로부터 

matK, rbcL, psbA-trnH 부위 분석을 통한 종 판별법 개발
32) 등의 결과와 비교하면 본 연구에서 발굴한 소계(小薊)와 

대계(大薊)의 marker nucleotide들은 전초로 유통되는 약재 

상태 대소계(大小薊)의 위품혼입여부 및 종 감별에 충분히 활

용할 수 있음을 시사한다. 이와는 달리, matK와 rbcL 유전

자 부위는 조뱅이와 큰조뱅이 그리고 위품인 지느러미엉겅퀴

의 종판별은 가능하였으나 엉겅퀴류인 엉겅퀴와 고려엉겅퀴 

그리고 정영엉겅퀴는 종단위에서 감별할 수 없음을 알 수 있

었다. 또한, 본 논문의 연구결과에서 제시하지는 않았지만 

psbA-trnH의 염기서열 비교에서는 분석한 6개 종 중에서 

소계(小薊)와 대계(大薊)의 구별은 가능하지만 종 단위의 구별

은 어려웠다. 이러한 결과는 matK나 rbcL 부위보다 

psbA-trnH 부위가 황금 유사품으로부터 정품의 황금(S. 

baicalensis) 감별에 적합한 DNA 바코드 부위라는 결과와는 

상반된 것으로 DNA 바코드 부위는 식물의 과(科)나 속(屬)에 

따라 그 유용성에서 차이를 보임을 알 수 있었으며32), 이들 

바코드 부위는 대소계의(大小薊) 종 판별에는 적합하지 않음

을 알 수 있었다. 본 연구에서는 소계(小薊)와 대계(大薊)의 

경우 이들 품목의 구별이나 위품인 지느러미엉겅퀴의 감별, 

그리고 다양한 엉겅퀴류의 종을 정확하게 판별하기 위해 효율

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DNA 바코드 부위는 rDNA-ITS 부

위로 판단되며 감별 가능한 엉겅퀴류의 종 범위에 대한 확실

한 결과를 얻기 위해서는 물(섬)엉겅퀴, 버들잎엉겅퀴, 큰엉겅

퀴, 바늘엉겅퀴, 버들잎엉겅퀴 등의 다양한 엉겅퀴류에 대한 

종별·지역별 시료의 수집을 통한 추가분석이 필요할 것으로 

사료된다.

결  론

본 연구는 국내·외에서 생산되어 혼․오용 될 수 있는 조뱅

이, 큰조뱅이, 엉겅퀴, 고려엉겅퀴, 정영엉겅퀴 및 지느러미엉

겅퀴를 대상으로 소계(小薊)와 대계(大薊)를 구별하고 대계(大

薊)의 위품인 지느러미엉겅퀴를 분자수준에서 감별할 수 있는 

객관적 방법을 개발하기 위하여 rDNA-ITS, matK, rbcL 3

개의 DNA 바코드 부위 염기서열 분석을 통해 다음과 같은 

유의적인 결과를 얻을 수 있었다.

1. 6종 31개체 대소계(大小薊) 기원식물의 DNA 바코드 부위 

염기서열 분석 결과, rDNA-ITS, matK 및 rbcL 부위는 

각각 732∼736 bp, 1,262∼1,268 bp, 그리고 1,516 bp

로 구성되어 있었으며, 종간 염기서열의 변이는 

rDNA-ITS에 비해 matK와 rbcL에서 매우 드물게 나타

난 반면, rDNA-ITS 부위는 비교적 빈번하게 변이가 발

생하여 31개체의 기원식물을 종단위에서 동정이 가능한 

종 특이적인 염기의 삽입/결실과 치환을 확인할 수 있었

다.

2. DNA 바코드 부위 염기서열의 종간 비교·분석 결과, 

rDNA-ITS, matK 및 rbcL 부위 DNA 바코드 분석을 통

한 대소계(大小薊) 기원식물의 종 판별능은 rDNA-ITS, 

matK, rbcL 유전자의 순이었으며, rDNA-ITS 부위 염기

서열 비교를 통해 대계(大薊)와 소계(小薊)의 기원종은 물

론 위품인 Carduus속의 지느러미엉겅퀴를 종단위에서 감

별할 수 있는 marker nucleotide를 발굴하여 대계(大薊)

와 소계(小薊)의 기원정립과 기원종 판별에 활용할 수 있

도록 정리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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