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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 론

전 세계적으로 유전자변형(Genetically Modified, GM) 작
물의 재배 및 이용이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으며, 2013년
에만 27개국에서 1,800만 농민에 의해 1억 7,520만 헥타르
에 걸쳐 GM 작물이 재배되었다(James, 2014). GM 작물의
재배는 생산량 증가, 농가 소득 증대, 농업 환경 피해 감소,

온실가스 감소 등 다양한 이점이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으
나(PG Economics, 2011), 이와 함께 GM 작물의 잠재적 위
해성에 대한 우려도 제기되고 있는 실정이다. GM 작물에
대한 우려 중 특히 자연 환경에 대해서 GM 작물의 잡초
화 가능성과 도입유전자의 근연종으로의 이동(gene flow),
꽃가루 및 종자를 통한 생태계 확산 등의 부정적 영향을
나타낼 수 있는데, 이러한 경우 새롭게 도입된 형질이 생

ABSTRACT. The cultivation area and use of genetically modified (GM) crops have been increased continuously over the world.

Seed distribution and transgenes to environmental ecosystem is one of the most important factors in risk assessment and risk man-

agement of GM crop. Safe management for the development and commercialization of GM crops is required according to The Act

on Transboundary Movements of Living Modified Organisms,etc (LMO Act) in Korea. This study was conducted to setup the

environmental monitoring system of GM zoysiagrass (event JG21 and JG21-MS). The monitoring was performed in 4 GMO con-

fined fields, Sungwhan, Ochang, Jeju University and Jeju Namwon. In the result of monitoring, we could not found any gene flow

and distribution of GM zoysiagrass in the 3 fields, but one spill of JG21 was found in the Namwon field in 2012. These results sug-

gest that continuous monitoring is necessary to detect the occurrence of GM zoysiagrass for preventing genetic contamination in

natural environmen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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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계에 교란을 일으킬 수 있으며, 방제가 어려워지는 등의
문제점을 야기할 수 있기 때문이다(Snow and Palma, 1997).
유전자변형생물체의 안전한 이용을 위해 UN은 2001년 1
월 국제협약인 바이오안전성의정서(Cartagena Protocol on
Biosafety)를 채택하였으며, 우리나라는 이 의정서의 국내
이행을 위해 ‘유전자변형생물체의 국가간 이동 등에 관한
법률(LMO법)’을 제정하여 2008년 1월부터 시행하였다
(Biosafety white paper, 2013). LMO법에 따라 GM 작물의
개발 및 생산 등에 대해 안전한 관리가 요구되고 있다. 특
히 LMO법 통합고시(2014년 7월 30일 개정)에서는 GM 작
물의 환경방출 실험에 있어 '환경방출실험 심사자료(별표
3-3)’, ‘격리포장 구비요건(별표 3-4)’, ‘관리방법과 조치사항
(별표 3-5)’ 등에서 GM 작물의 도입 유전자의 격리포장 외
부 식물체로의 이동을 최소한으로 제한하도록 규정하고 있
다. 또한 GM 작물의 상업화(환경방출) 승인을 위한 위해
성평가 자료에서도 환경모니터링에 대한 방법, 기간, 빈도
등에 대한 계획을 요구하고 있다(LMO법 통합고시 별표 10-1). 
국내에는 아직 GM 작물의 재배가 허용되고 있지 않지만
옥수수, 콩, 면화 등의 GM 작물이 식품 및 사료용으로 수
입되고 있으며, 대학, 연구소, 기업 등에서 개발 중인 벼, 유
채, 잔디 등 다양한 작물들이 격리포장에서 실험 중에 있다
(KBCH, 2014). 국내 GM 작물의 환경모니터링에 대한 연
구는 수입된 GM 작물의 환경 방출에 대해 주로 수행되어
왔으며(Kim et al., 2006; Lee et al., 2007; Park et al., 2007;
Lee et al., 2009; Park et al., 2010), 개발 중인 GM 작물의
환경방출 실험에 대한 격리포장 주변에서의 모니터링에 대
한 연구 보고는 Bae et al. (2008)과 Kim et al. (2012) 외에
는 보고되지 않은 실정이다.
잔디는 경사면 등의 토양침식 방지, 정원 및 공원의 미
적 가치 증진, 축구장, 골프장 등 스포츠 경기 기능 향상
등 다양한 용도로 이용되고 있으며, 최근 잔디의 이용 요
구 증가와 더불어 잔디관련 사업규모도 확대되고 있는 추
세이다(Kim, 2006; Sun et al., 2010). 이에 따라 다양한 형
질의 품종 육성이 요구되어 최근에는 기존의 전통육종 기
술에서 벗어나 생명공학 기술을 이용한 신품종 개발이 시
도되고 있으며, 유전자변형 기술을 이용한 제초제저항성
및 해충저항성 잔디의 개발이 보고되었다(Toyama et al.,
2003; Ge et al., 2006; Li et al., 2006; Zhang et al., 2007). 

Toyama et al. (2003)은 들잔디(Zoysia japonica Steud.)에
Agrobacterium법을 이용하여 완숙종자로부터 배발생 캘러
스를 유도하여 글루포시네이트 암모늄 제초제 저항성 들
잔디(이벤트명 Jeju Green 21, 이하 JG21)를 개발하였으며,
이후 Bae et al. (2009)은 JG21 들잔디에 감마선(60Co) 처리
를 통해 기존 제초제 저항성 형질에 추가적으로 웅성불임

및 왜성형질을 유도한 들잔디(이벤트명 JG21-MS)를 개발
하였다. 이들 JG21과 JG21-MS는 현재 상업화 승인을 위한
안전성평가 연구가 진행 중에 있다(Bae et al., 2007, 2008,
2010, 2011). 

본 연구는 JG21과 JG21-MS 들잔디의 안전성평가 연구
의 한 일환으로 GM 잔디의 환경방출 모니터링 방법 구축
및 안전관리 체계구축을 목적으로 3년간에 걸쳐 4개 지역
의 GM 들잔디 격리시험포장 주변을 중심으로 유전자변형
들잔디의 도입유전자 이동성 및 산포에 대한 조사를 위해
수행하였다. 

재료 및 방법

실험재료 및 포장조성

GM 들잔디의 환경방출 실험을 위해 2011년에 4개 지역
LMO 격리포장에 2종의 GM 들잔디(JG21, JG21-MS)를 재
식하였다. 재식 지역 및 재식일은 다음과 같다; 한국생명공
학연구원 오창 분원(충북 오창읍, 7월 26일), 국립축산과학
원 축산자원개발부(충남 성환읍, 7월 27일), 제주대학교 아
라캠퍼스(제주도 제주시, 7월 26일), 제주대학교 남원읍 격
리포장(제주도 남원읍, 7월 26일). 실험 포장은 재식 전 완
숙퇴비(4 kg m-2)를 시비하고 잔디가 적당히 생육할 수 있
도록 토양을 평탄하게 경운하였다. 오창 및 성환 포장의 경
우 plot은 1×1 m2가 되도록 로프를 이용하여 조성하였으며
plot 간 거리는 0.5 m가 되도록 하였다. 실험구 배치는 4반
복 완전임의배치법을 사용하였다. 들잔디는 제주대로부터
지름 10 cm 코어 상태로 분양을 받았으며 plot 정 중앙에
이식하였다. 제주대 포장과 제주 남원읍 격리포장에서는
1×1 m2가 되도록 plot을 조성하였으며 plot 간은 건축용 블
록을 이용하여 분리 시켰고, 남원 포장에는 지름 90 cm 흉
관을 이용하였다. 실험구는 3반복 라틴방각법을 사용하였
다. 잔디의 초기 생장을 동일하게 하기 위해 이식 후 10일
에 높이 5 cm만 남기고 잘라낸 후 관행방법으로 잔디를 관
리하였다.

GM 들잔디 조사방법

GM 들잔디의 환경방출 조사는 크게 종자 및 영양번식
체에 의한 산포 조사와 화분에 의한 유전자이동 조사로 나
누어 수행하였다. JG21 들잔디 종자의 1000립중은 약 0.6 g
으로 가벼워 바람에 의한 확산 가능성이 있으며, 종자의 자
연발아율은 약 4%로 보고되어 있다(Bae et al., 2011). 또한
들잔디는 종자외에도 영양번식체인 포복경(creeping stem)
에 의한 확산이 가능한 특징이 있다. 따라서 산포 조사 수
행을 위해 재배포장을 중심으로 반경 10-100 m에 대해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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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중인 들잔디를 집중 조사하였으며, 만약 GM 들잔디가
발견될 경우 반경 범위를 넓혀 조사를 진행하도록 계획되
었다. 특히 빗물에 의한 종자 및 영양번식체의 이동 가능
성이 높을 것으로 사료되어 경사면 및 배수로 주변에 대해
서는 모니터링 거리를 연장하여 조사하였다. 화분에 의한
유전자이동 조사는 재배지 주변에 생육 중인 들잔디 군락
을 대상으로 1 m 반경에서 생육중인 개체수에 따라 1-10
개의 샘플을 채취하여 GM 들잔디 여부를 조사하였다. 조
사가 수행된 지점은 모니터링 수행지역 파악과 향후 재방
문을 통한 사후 모니터링 수행을 위해 정밀 GPS (Magellan,
Triton 2000)를 이용하여 위치를 기록하였으며 GPS 소프트
웨어(VatagePoint)를 이용하여 위치를 분석하였다.

GM 들잔디 검정

JG21 및 JG21-MS 들잔디는 모두 bar 유전자 도입에 의
한 PAT 단백질을 생성한다(Bae et al., 2010). 현장에서 쉽
고 빠르게 GM 들잔디 여부를 검정하기 위해 PAT 단백질
을 검사할 수 있는 SDI (Strategic Diagnistic Inc.)사의 진단막
대(LL ImmunoStrip Test Kit)를 사용하였다. 실험방법은 1 cm
크기의 잔디 샘플을 채취하여 1.5 ml micro-tube에 넣고 증
류수 1 ml을 첨가한 후 플라스틱 봉을 이용하여 샘플이 균
일하게 으깨질 수 있도록 분쇄한 후 검정용 진단막대를 넣
어 두었다. 5분 뒤 진단막대를 관찰하여 대조용 검정선
(control line)과 측정용 검정선(test line)에서 모두 적색선
이 나타날 경우 양성(GM 들잔디)으로 판정하였다. GM 들
잔디에 대한 진단막대의 검출여부 및 민감도를 파악하기
위해 비변형 들잔디에 포함된 GM 들잔디 포함 비율을 1/
1, 1/5, 1/10의 조건에서 실험한 결과 진단막대는 9개의 비
변형 들잔디 중 1개의 GM 잔디가 포함된 경우까지 판별
이 가능하여 이후 환경모니터링 실험에 적용하여 사용하
였다(Fig. 1).

결과 및 고찰

오창 LMO 격리포장 GM 들잔디 환경모니터링

오창 LMO 격리포장 주변 GM 들잔디의 산포 조사는
2012년 6월에 수행되었다. 격리포장 내 GM 들잔디 재배
시험포장을 중심으로 반경 10 m 이내에서 자생 중인 잔디
를 조사하였으며, 특히 배수로를 따라 빗물 등에 의한 종
자 및 영양번식체의 이동을 면밀히 조사하였다. 조사결과
자생 중인 GM 잔디가 발견되지 않아 종자 및 영양번식체
에 의한 이동 및 확산은 없는 것으로 사료되었다(data not
shown). 오창 포장의 경우 GM 들잔디 재배포장 주변에 경
사면 피복용 들잔디가 20-100 m 거리에 존재하여 화분에

의한 유전자이동 가능성이 존재하였다. 화분에 의한 GM
들잔디 도입유전자의 이동을 조사하기 위해 주변의 피복

용 잔디를 1지점 당 10개체씩 20지점, 총 200개체에 대해
진단막대를 이용하여 GM 들잔디의 존재 여부를 조사한 결
과 GM 들잔디는 발견되지 않았다(Fig. 2).

성환 LMO 격리포장 GM 들잔디 환경모니터링

성환 LMO 격리포장의 GM 들잔디 환경모니터링은 GM

Fig. 1. ImmunoStrip test to detect PAT protein in GM zoysia
grass leaf samples. The test was performed with samples of only
GM: 1 GM and 4 WT; 1 GM and 9 WT; only WT.

Fig. 2. A: Monitoring site for gene transfer of GM zoysiagrass in
Ochang confined field. The base means GM zoysiagrass planted
site; B: A part of ImmunoStrip test results. PC means positive
contro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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들잔디 재배 후 약 2년 간인 2012년 6월과 2013년 5월 두 차
례에 걸쳐 수행되었다. 성환 포장 GM 들잔디 재배지의 반
경 100 m 이내지점에 대해 자생 중인 GM 잔디를 조사한 결
과 자생 중인 잔디가 발견되지 않았다(Fig. 3). 또한 빗물 등
에 의한 종자 및 영양번식체의 이동 가능성이 높은 경사면
부위에 대해서는 조사거리를 300 m 까지 연장하여 조사하
였지만 GM 잔디가 발견되지 않아 종자 및 영양번식체에 의
한 이동 및 확산은 없는 것으로 사료되었다(Fig. 3). 성환 포
장의 경우 GM 잔디 재배지 주변에 들잔디가 분포하지 않
아 일반 들잔디로의 유전자이동성 조사는 수행하지 않았다. 

제주대학교 GMO 포장 및 온실 주변 환경모니터링

제주대학교 GMO 포장에 대한 환경모니터링 조사는 2013
년과 2014년에 수행되었다. GM 들잔디의 종자 및 영양번
식체에 의한 산포 조사는 GM 들잔디가 재배 중이거나 재
배되었던 격리포장과 격리온실을 대상으로 반경 10 m 이
내의 존재하는 들잔디에 대해 GMO 여부를 확인하였다.
조사된 샘플은 각 지점당 1개체씩 이었으며, 2013년의 경
우 격리포장 주변 18개 지점과 2곳의 GMO 격리온실 주
변 7개 지점 등 총 25개체 이었고, 2014년에는 격리포장 주
변 10개 지점과 격리온실 주변 13개 지점 등 총 23개체 이
었다(Fig. 4). 진단막대를 이용하여 GMO 여부를 검사한 결
과 GM 들잔디는 발견되지 않았다. 

GM 들잔디로부터 일반 들잔디로의 유전자이동성 조사
를 위해 GM 들잔디 재배포장 주변으로부터 약 100 m 거
리의 들잔디 군락을 대상으로 샘플을 수집하여 조사하였

다. 샘플 수집은 들잔디 군락 1개 지점 당 1 m 반경에 존
재하는 들잔디 개체 수에 따라 1개체에서 10개체까지 수
집하였다. 수집된 33개 지점의 183개체(2013년)와 15개 지
점의 138개체(2014년)에 대해 진단막대를 이용하여 GMO
여부를 검정한 결과 GM 들잔디는 발견되지 않았다. 
또한 GM 들잔디 운송 중 도로변으로의 유출 가능성을
조사하기 위해 격리온실과 격리포장 간의 이동로 주변에
자생하는 들잔디를 대상으로 2013년 9개 지점 9개체와 2014
년 16개 지점 16개체를 채집하여 GM 들잔디 여부를 조사
한 결과 모두 음성으로 판명되었다(Fig. 4). 

제주 남원읍 GMO 포장 환경모니터링

제주대학교의 남원읍 GMO 포장(제주특별자치도 서귀포
시 소재)에 대한 환경모니터링은 2012년 6월과 2013년 5월,
2014년 4월 등 3년에 걸쳐 수행되었다. 제주 남원읍 GMO
포장은 JG21-MS 들잔디 환경평가 시험을 위해 2011년에 조
성된 실험구 외에도 JG21 들잔디가 2009년부터 13,000 m2의

넓은 면적에서 재배되고 있었다.
GM 들잔디의 종자 및 영양번식체에 의한 확산 조사를
위해 격리포장 주변 10 m 거리내에 존재하는 들잔디를 대
상으로 진단막대를 이용하여 GMO 여부를 확인하였다.
2012년 조사에서 20개 지점에서 자생중인 들잔디를 발견
할 수 있었으며, 그 중 격리포장에서 약 2 m 떨어진 지점
의 한 개체에서 진단막대에 양성을 나타내는 GM 들잔디
가 발견되었다(Fig. 5). GM 들잔디가 발견된 지점은 격리
포장으로부터 경사면 하부에 위치하여 빗물 등에 의해 종
자나 영양번식체의 이동 가능성이 높을 것으로 사료되었
다. 발견된 개체는 형태상 키가 작고 자색을 띄는 웅성불
임 이벤트(JG21-MS)가 아닌 일반적인 들잔디 외형을 나타
내어 제초제저항성 이벤트인 JG21일 것으로 사료되었다. 발

Fig. 3. Survey site for distribution of GM zoysiagrass in
Sunghwan confined field trials performed in 2013. The box
means a downward slope, and the base means GM zoysiagrass
planted site.

Fig. 4. A: Monitoring site for distribution and gene transfer of
GM zoysiagrass in confined field of Jeju university. The box
numbered means confined fields and greenhouse of GM
zoysiagrass planted. The doted line means transportaion routes
from greenhouse to confined field; B: A part of results of GM
zoysiagrass test using ImmunoStri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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견된 개체에 대한 향후 조사를 위해 발견 위치를 GPS 시
스템을 이용해 기록한 후 글라이포세이트계 제초제 처리
를 통해 완전히 제거하였다(Fig. 5D). 
이후 2013년과 2014년에 사후 모니터링을 위해 GM 들
잔디가 발견된 지점에 대한 집중적인 조사와 격리포장 주
변 10 m 반경에 대한 지속적 환경방출 모니터링이 수행되
었으며, 2013년 조사의 경우 12개 지점, 2014년의 경우 21
개 지점에서 발견된 자생 중인 잔디를 검정한 결과 GM 잔
디는 발견되지 않았다(data not shown). 
제주 남원읍 격리포장의 경우 GM 들잔디의 유출 발견
뿐 아니라 GM 들잔디의 시험재배가 다른 격리포장에 비
해 더 넓은 면적에서 더 오랜 기간 수행되어 GM 들잔디
화분에 의한 일반 들잔디로의 유전자이동 가능성이 높을
것으로 사료되었다. 따라서 유전자이동 모니터링을 위해
조사지역을 GMO 격리포장 1 km 반경으로 확대하여 수행
하였다. 샘플 수집은 격리포장 주변을 중심으로 도보 또는
자동차로 이동하여 자생중인 들잔디를 발견하면 1지점 당
1개에서 10개체씩 채집하여 GMO 여부를 검정하였다. 수
집된 샘플은 2012년 조사의 경우 47개 지점 362개체 이었
으며, 2013년 35개 지점 219개체, 2014년 47개 지점 265개
체 등 총 129개 지점 846개체 이었다. 채집된 샘플에 대해
진단막대를 이용하여 GMO 여부를 조사한 결과 GM 들잔
디는 발견되지 않았다(Fig. 6). 비록 2013년 이후 제주 남
원읍 GMO 포장 주변 모니터링에서 GM 들잔디의 산포 및

유전자이동은 발견되지 않았으나 넓은 면적에서의 GM 들
잔디 재배와 2012년 조사에서 GM 잔디의 이동 발견 등
GM 잔디의 유출에 대한 가능성이 상대적으로 높기 때문
에 지속적인 환경 방출 모니터링이 필요할 것으로 사료되
었다. 또한 2013년부터 GMO 격리포장 주변 약 10 m 지
점에 일반 들잔디가 다수 포함된 공영 주차장이 만들어져
안전관리에 대한 더 많은 노력이 요구될 것으로 사료되었
다(Fig. 6C). 

GM 들잔디의 환경모니터링에 대해 전체적으로 고찰해
볼 때 비록 2012년 조사에서 제주 남원읍 포장에서 1개체
의 GM 들잔디 유출이 발견되었지만 다른 지역과 다른 시
기에서는 GM 들잔디의 산포 및 확산은 발견되지 않았으
며, 모든 격리포장에서 화분에 의한 GM 들잔디의 유전자
이동 역시 발견되지 않아 GM 들잔디의 환경생태계로의 확
산 능력은 크지 않은 것으로 사료되었다. 이는 JG21 들잔디
화분의 짧은 생존능력(일광조건 아래에서 약 30분 이내)과
6 m 이내의 교잡거리, 그리고 약 4%의 낮은 종자 자연발
아율 등이 원인으로 작용한 것으로 생각되었다(Kang et al.,
2009; Bae et al., 2011). 그러나 Bae et al. (2011)은 재배 면
적이 넓어질수록 교잡율과 교잡거리가 증가하여 유전자이
동성이 높아질 것으로 예상하였으며, 종자와 영양번식체
등에 의한 유출 역시 증가될 수 있을 것이다. 따라서 GM
들잔디 상업화에 따른 대규모 면적의 재배에 따른 격리거
리 설정과 안전관리 체계 확립에 대한 지속적인 연구가 요
구된다. 

Fig. 5. Environmental monitoring for distribution of GM
zoysiagrass in confined field in Namwon. A: Monitoring site for
distribution and gene transfer of GM zoysiagrass in confined
field trials. The red box means the site detected GM zpysiagrass
and base means GM zoysiagrass planted site; B: Positive
reaction by ImmunoStrip test; C: The place detected GM
zoysiagrass. The blue net in upper side is a boundary of GMO
confined field; D: Extinction of detected GM zoysiagrass by
herbicide.

Fig. 6. A: Investigation sites for gene transfer of GM zoysiagrass
in confined field in Namwon. The red box means the GM
zoysiagrass planted site; B: A part of investigation places for
detecting GM zoysiagrass using ImmunoStrip; C: Parking place
covered zoysiagrass near confined fiel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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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연구에서 사용된 GM 들잔디의 검출 방법과 환경모
니터링 기법들은 GM 들잔디 개발을 위한 포장시험 연구
와 상업화 후 환경모니터링을 위한 기초자료로 활용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

요 약

유전자변형(genetically modified, GM)작물의 종자 및 꽃
가루를 통한 환경 생태계로의 확산은 안전성평가와 안전
관리에 있어 매우 중요한 요소이며, 국내에서는 LMO법에
따라 GM 작물의 개발 및 생산 등에 대한 안전관리와 GM
작물의 상업화를 위한 환경모니터링에 대한 방법, 기간, 빈
도 등에 대한 계획을 요구하고 있다. 본 연구는 제초제저
항성 들잔디(zoysiagrass)의 야외환경모니터링을 수행을 통
한 환경모니터링 시스템 기반 구축을 위해 수행되었다. 연
구에 사용된 GM 들잔디는 제초제저항 형질의 JG21과 JG21
에 방사능처리로 웅성불임을 유도한 JG21-MS 등 2개의 이
벤트를 이용하였다. 환경모니터링은 충남 성환, 충북 오창
, 제주대 및 제주 납원읍 등 4개 격리포장 주변에서 2011
년부터 2013년까지 종자 및 영양번식체에 의한 산포 조사
와 화분에 의한 유전자이동에 대해 수행되었다. 모니터링
수행 결과 3개 지역에서 유전자이동 및 산포가 발견되지
않았으나, 2012년 제주 남원읍 지역 조사에서 격리포장 주
변 2 m 부근에서 JG21 들잔디 1개체의 유출이 발견되어 보
고 및 안전관리 조치를 수행하였다. 본 연구에서 사용된
GM 들잔디의 검출 방법과 환경모니터링 기법들은 GM 들
잔디 개발을 위한 포장시험 연구와 상업화 후 환경모니터
링을 위한 기초자료로 활용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 

주요어: 유전자변형, 들잔디, 환경모니터링, 종자 산포, 안
전성평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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