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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This study was carried out to construct a DNA profile database for 102 watermelon cultivars through the comparison 

of polymorphism level and genetic relatedness using genomic microsatellite (gMS) and expressed sequence tag (EST)-microsatellite 

(eMS) markers. Sixteen gMS and 10 eMS primers showed hyper-variability and were able to represent the genetic variation 

within 102 watermelon cultivars. With gMS markers, an average of 3.63 alleles per marker were detected with a polymorphism 

information content (PIC) value of 0.479, whereas with eMS markers, the average number of alleles per marker was 2.50 and 

the PIC value was 0.425, indicating that eMS detects a lower polymorphism level compared to gMS. Cluster analysis and Jaccard’s

genetic distance coefficients using the unweighted pair group method with arithmetic average (UPGMA) based on the gMS, eMS, 

and combined data sets showed that 102 commercial watermelon cultivars could be categorized into 6 to 8 major groups 

corresponding to phenotypic traits. Moreover, this method was sufficient to identify 78 out of 102 cultivars. Correlation analysis 

with Mantel tests for those clusters using 3 data sets showed high correlation (r ≥ 0.80). Therefore, the microsatellite markers 

used in this study may serve as a useful tool for germplasm evaluation, genetic purity assessment, and fingerprinting of watermelon 

cultivar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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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  언

박과식물(Cucurbitaceae)중 수박속(Citrullus) 식물은 남

아프리카가 원산인 Citrullus lanatus, 북아프리카와 중동 원

산인 Citrullus colocynthis, 서남 아프리카 원산인 Citrullus 

ecirrhosus와 Citrullus naudinianus, 인도 원산인 Citrullus 

fistulosus으로 분류되고, Citrullus lanatus는 var. lanatus와 

var. citroides 2종의 변종군으로 나누어지며, 우리가 식용으

로 이용하는 수박은 C. lanatus var. lanatus에 속한다(Bates 

and Robinson, 1995). 우리나라의 수박 재배 면적은 2013년 

기준 14,885ha(노지:2,586, 시설:12,299ha)이며, 생산량의 경

우 672,914톤에 이를 정도로 박과작물 중에서 경제적 가치 

면에서 중요도가 가장 크다(http://www.mafra.go.kr). 우리나

라에서 육성된 수박 품종은 2014년 기준 수입생산판매 신고

된 658 품종과 품종보호 출원된 130 품종 및 품종보호등록 

설정된 69 품종이 유통되고 있다(http://www.seed.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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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1. Watermelon cultivars assayed for genetic characterization using microsatellite markers.

No. Cultivars Seed companies No. Cultivars Seed companies

1 Speedggul Nongwoobio 11 Gohyangggul Dongbu Farm Hannong

2 Wonderfulggul Nongwoobio 12 Well-being Dongbu Farm Hannong

3 Bravoggul Nongwoobio 13 Jijonggul Dongbu Farm Hannong

4 Megaspeedggul Nongwoobio 14 KP-4 Dongbu Farm Hannong

5 Uriggul Nongwoobio 15 Miinggul Dongbu Farm Hannong

6 Hwangsanggul Nongwoobio 16 Daebakggul Dongbu Farm Hannong

7 Heuimanggul Nongwoobio 17 Gangreoksambokggul Dongbu Farm Hannong

8 Ggulbodan Nongwoobio 18 Joeunggul Dongbu Farm Hannong

9 Taeyanggul Nongwoobio 19 Chogangsambokggul Dongbu Farm Hannong

10 Kkoma Nongwoobio 20 Mudeungoldan Dongbu Farm Hannong

우리나라의 수박 품종 육성 방법은 잡종강세를 이용한 F1 

품종 개발이 주류를 이루고 있다. 주요 품종 육성 목표는 

당도, 내병성, 과형, 저온 적응성의 개선에 주력하고 있으며, 

최근에는 소비자의 기호도가 다양해짐에 따라 씨 없는 3배

체 수박, 과피와 과육의 색깔이 노란 수박, 과피가 흑색이거

나 진한 녹색인 품종이 육성되어 농가에 재배되고 있다. 그

러나 ‘Sambokggul’과 같이 높은 당도를 가진 단타원형 수박

에 대한 소비자의 선호도가 높아지면서 품종 육종 목표도 

이와 같은 방향으로 이루어져 왔기 때문에 종자회사에서 육

성 및 판매되고 있는 수박 품종은 유전적으로 아주 가까운 

것으로 추정되어 형태적 특성 및 유전자 분석에 의한 유전

자원의 특성평가 및 품종 지문화 작업은 단순하지 않은 것

으로 알려지고 있다(Che et al., 2003; Jarret et al., 1996; Lee 

et al., 1996). 

식물의 genome 내에 존재하는 단순반복 염기서열의 차

이를 이용하는 microsatellite 마커가 2000년대 초반부터 수

박에서도 개발되기 시작하여 이를 유전자원 특성평가에 활

용하는 연구결과가 보고되기 시작하였다(Guerra-sanz, 2002; 

Joobeur et al., 2006; Mujaju., et al., 2010). 최근, 차세대 자

동 염기서열 분석기를 활용한 작물별 유전체 해독에 대한 연

구가 활발해지면서 수박의 경우도 698개의 simple sequence 

repeats (SSR) 마커를 개발하여 정밀도 높은 유전자 지도 작

성 및 수박 유전자원의 특성평가에 활용한 연구 결과도 보

고되고 있다(Ren et al., 2012; Zhang et., 2012). 그리고 스페

인에서 국제 박과 작물 유전체 연구가 수행되면서 expressed 

sequence tag (EST)에서 유래된 SSR 마커를 개발하여 그 정

보를 공개하고 있다(http://www.icugi.org). 

우리나라의 경우 국립종자원에서 멜론, 오이에서 유래된 

SSR 마커와 기 보고된 수박 SSR 마커를 활용하여 수박 시

판 품종 식별 체계를 구축하여(Kwon et al., 2007; Kwon et 

al., 2010), 이를 품종보호 출원품종에 대한 비교품종 선정 

및 품종진위성과 관련된 종자분쟁의 해결 수단으로 활용하

여 왔다. 그러나 마커의 다형성 정도가 높지 않아 많은 수의 

마커를 활용하기 때문에 분석 기간과 노력 및 비용이 많이 

소요될 뿐만 아니라 형태적 특성 차이가 있는 몇몇 품종들

은 식별이 되지 않은 문제점이 제기 되었다. 따라서 최근에 

개발된 수박 EST 및 genomic microsatellite 마커를 이용하

여 수박 품종식별용 신규 마커를 개발하고 이를 활용한 수

박 시판 품종에 대한 정밀도 높은 데이터베이스 구축은 품

종보호 재배 심사의 정밀도 제고, 품종 진위성과 관계된 종

자 분쟁, F1 종자의 순도검정 등 여러 가지 분야에 매우 유용

하게 활용될 수 있을 것이다.

본 연구에서는 우리나라에서 최근에 육성되어 판매되고 

있는 수박 99개 F1 품종과 농촌진흥청 원예특작과학원에서 

육성된 자식 계통 3개 품종에 대한 정밀도 높은 DNA 프로

파일 데이터베이스를 구축하고자, 최근에 개발된 genome과 

EST에서 유래된 microsatellite를 활용하여 두 마커의 형태 

간 다형성 정도의 비교 분석과 품종간 유연관계를 활용한 

품종식별력 검정에 대한 일련의 연구를 수행하여 얻어진 결

과를 보고하고자 한다.

재료 및 방법

공시품종 및 DNA 추출 

본 연구에서는 국내에서 유통되고 있는 있는 수박 99개 F1 

품종과 농촌진흥청 원예특작과학원에서 육성된 자식 계통 3

개 품종을 공시하여 품종별 microsatellite 마커를 이용한 데

이터베이스 구축에 활용하였다(Table 1). 공시 품종의 종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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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1. (Continued).

No. Cultivars Seed companies No. Cultivars Seed companies

21 Aceggul Dongbu Farm Hannong 62 Myungsanggul Myungsan

22 Onsesang Dongbu Farm Hannong 63 Royal-jelly Myungsan

23 Jeongtonggul Dongbu Farm Hannong 64 Manbokggul Jeil

24 Mini-yellow-queen Dongbu Farm Hannong 65 Bestggul Jeil

25 Hwanheuiggul Dongbu Farm Hannong 66 Chilbokggul Jeil

26 Gyeoulae Dongbu Farm Hannong 67 Chamjoabok Jeil

27 Sambokggul Dongbu Farm Hannong 68 Ssggul-plus Samsung

28 Mamedeun Dongbu Farm Hannong 69 Chodanggul Samsung

29 Dangdanghan Dongbu Farm Hannong 70 Heukmi Samsung

30 Haedonggul Nonghyup 71 Bokjunggul KS

31 Shindonggul Nonghyup 72 Ongolchan KS

32 Ggulnara Nonghyup 73 Daebok Gonong

33 Superggul Nonghyup 74 Hajiggul Gonong

34 Dragon Nonghyup 75 Gononggyeoul Gonong

35 Saeronaggul Nonghyup 76 Seeners Yiseo

36 Heukbo Nonghyup 77 Blackball Yiseo

37 Goldmat Nonghyup 78 Blackhall Yiseo

38 Kinglyco Nonghyup 79 Codiwon Rural development administration

39 Haechanggul Nonghyup 80 Sosowon Rural development administration

40 Danggul Syngenta 81 Seediwon Rural development administration

41 Dalgona Syngenta 82 Lycosweet1 Partner

42 Manidara Syngenta 83 Lycosweet2 Partner

43 Chammatggul Syngenta 84 Lycofresh1 Partner

44 Myungaggul Syngenta 85 Haemilggul Jeollabuk-do

45 Bok Syngenta 86 Hwangtoae Jeollabuk-do

46 Heukho Syngenta 87 Hwangae-plus Jeollabuk-do

47 Ssizero Syngenta 88 Hwalgichanggul Hyundae

48 Century Asia 89 Hyundaeggul Hyundae

49 Smartggul Asia 90 Gamsuggul Hyundae

50 Seotaeja Asia 91 Samboknodaji Dongwon

51 Seolgang 102 Asia 92 Bulyi Dongwon

52 Number-one Asia 93 Dongbanggul Dongwon

53 Super-gold Asia 94 Firstggul Jenong

54 Baekmagang Koregon 95 Jindalkomggul Jenong

55 Jewanggul Koregon 96 Saecheonnyeonggul Jangchun

56 Alchantonggul Koregon 97 Sparkggul Jangchun

57 Daehwang Koregon 98 Nodajiggul Jinheung

58 Manna Koregon 99 Satto II Hanteo

59 815ggul Myungsan 100 Business Daeyeon

60 Bitgoeuldan Myungsan 101 Semiggul Sakata 

61 Yamujinggul Myungsan 102 Miraeggul Taki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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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립을 무작위로 추출하여 마쇄한 다음 NucleoSpin
®
Plant 

II(Macherey-Nagel Cat. 740 770.250, Germany) 키트를 이

용하여 게놈 DNA를 분리 하였다. 분리된 DNA는 2.5% 아

가로스 젤에서 전기 영동하여 DNA 농도를 확인한 후 μL당 

20ng의 농도로 희석하여 microsatellite 분석에 이용하였다. 

Microsatellite 분석 

수박 품종식별에 효과적인 microsatellite 마커를 선발하

기 위하여, ‘Hwalgichanggul’, ‘Miinggul’, ‘Megaspeedggul’, 

‘Gyeoulae’, ‘Jijonggul’, ‘Saecheonnyeonggul’, ‘Ssizero’, 

‘Haechanggul’, ‘Sambokggul’, ‘Speedggul’, ‘Heukmi’ 품종

을 대상으로 하여 중국과 미국에서 공동으로 개발하여 유전

자 지도에 위치시킨 microsatellite primer 220개(Ren et al., 

2012)와 국제 박과작물 게놈프로젝트(http://www.icugi.org)

에서 개발된 EST 유래의 microsatellite primer 80개를 대상

으로 염색체상의 위치, 반복염기서열 정도 등을 고려하여 

수박 11품종에 대한 microsatellite primer별 다형성 정도를 

조사하였다. 

Polymerase chain reaction(PCR)을 통한 유전자 증폭 산물

은 Genetic Analyzer(HDA-GT12
TM 

System, eGEnE, USA)

를 이용하여 전기 영동하고 컴퓨터 프로그램(Biocalculator 

2.0)을 활용하여 각 품종별 대립 유전자의 차이를 분석하였

다. 반복 재현성이 높고 밴드의 패턴이 깨끗한 나타난 프라

이머의 정방향에 FAM, VIC, NED, PET의 화학 물질(Cat. 

450056, Life Technology, USA)중 한가지로 형광 표지한 다

음 수박 102품종(Table 1)에 대한 DNA 프로파일 데이터베

이스 구축에 이용하였다.

PCR 반응은 게놈 DNA 60ng, 0.1μM의 SSR primer, 2.0μL 

dNTP mixture(2.5mM), HS prime taq polymerase(Cat. G-7002, 

Genet Bio, Korea) 1.0U, 2.5μL의 10×PCR buffer(50mM 

KCl, 20mM Tris-HCl, pH 8.0, .0mM MgCl2)에 증류수를 첨

가하여 전체 부피를 25μL로 조절하였다. PCR(Cat. C1000, 

BioRad, USA) 증폭은 94°C에서 30초간 denature 한 후, 

55°C에서 30초 annealing, 72°C에서 45초간 extension을 40 

cycle 수행하였다. PCR이 완료된 후 3.0μL의 증폭산물을 

2.5% 아가로스 젤에서 전기 영동하여 증폭 여부를 확인한 

다음, 초순수 150μL에 PCR 산물 1.5μL를 희석하였다. 희석

된 PCR 증폭 산물 1.5μL는 Hi-Di formamide(Cat. 4311320, 

Life technology, USA) 10μL, GeneScan LIZ500 size standard 

(Cat.4322682, Life technology, USA) 0.25μL를 혼합한 다음 

94°C에서 2분간 변성시켰다. 변성시킨 PCR 증폭 산물은 자동

염기서열분석기(Genetic Analyzer 3130XL, Applied Biosystem, 

USA)를 활용하여 전기 영동한 다음 GeneMapper(version 3.7) 

컴퓨터 프로그램(Applied Biosystem, USA)을 이용하여 분

자 마커별 대립 유전자의 크기를 결정하였다. 

EST 및 genome 서열에서 유래된 microsatellite 마커의 다형

성 정도를 비교하기 위하여 아래의 공식을 이용하여 Polymorphism 

information content(PIC) 값을 산출하였다. 아래 식에서 n은 

마커당 분석되어지는 대립유전자의 수, Pij는 마커 i의 밴드

들 중에서 j번째 공통 밴드 패턴의 빈도수이다(Anderson et 

al., 1993).




 






유전적 유연관계 분석을 통한 품종식별력 검정 

Microsatellite 분석을 통하여 재현성이 높고 다형성을 보

이는 대립유전자를 마커로 선발하여 대립유전자의 유무

(dominant marker scoring; present = 1. absent = 0)에 따라 

NTSYSpc(version 2.10b)(Rohlf, 2000) 컴퓨터 프로그램에 

입력하고 Jaccard 방법(Jaccard, 1908)에 준하여 유전적 유사

도 값을 계산한 다음 unweighted pair-group method with 

arithmetical average(UPGMA)(Sneath and Sokal, 1973) 방

법으로 집괴 분석하고 계통도를 작성하여 microsatellite 마

커의 품종 식별력을 비교 분석하였다. 그리고 Mantel matrix 

분석 방법(Mantel, 1967)에 의하여 EST와 genomic에서 유

래된 microsatellite를 근거로 작성된 계통도 및 2종류의 마

커를 병합하여 작성된 계통도와 상관 정도를 분석하였다.  

결  과

Microsatellite 분석

수박의 품종별 microsatellite 데이터베이스 구축에 효과적

인 분자 마커를 선정하기 위하여, ‘Hwalgichanggul’ 외 10개 

품종을 활용하여 genomic에서 유래된 microsatellite(gMS) 프

라이머 220개와 EST에서 유래된 80개의 microsatellite(eMS) 

프라이머에 대하여 다형성 정도를 조사한 바(Fig. 1), gMS 

프라이머 220개 중에서 204개는 다형성을 보이지 않거나 3

배체 수박인 ‘Ssizero’나 수박의 과피색이 흑색인 ‘Heukmi’ 

품종과 같이 형태적 특성이 다른 1-2개 품종에서만 다형성

을 나타내는 프라이머는 수박 품종별 데이터베이스 구축에 

제외시켰다. 나머지 16개는 공시된 품종 내에서 높은 다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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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1. Polymorphism of four microsatellite markers, BVWS1734 (A), BVWS00441 (B), BVWS00106 (C) and BVWS01843 (D). 
The PCR products were analyzed using a HAD-GT12

TM
 Genetic Analyzer System. M; QX DNA size marker (25-450 bp), Lane 

1, ‘Hwalgichanggul’; 2, ‘Miinggul’; 3, ‘Megaspeedggul’; 4, ‘Gyeoulae’; 5, ‘Jijonggul’; 6, ‘Saecheonnyeonggul’; 7, ‘Ssizero’; 8, 
‘Haechanggul’; 9, ‘Sambokggul’; 10, ‘Speedggul’; 11, ‘Heukmi’.

성을 나타낼 뿐만 아니라 우리나라 수박 대표 품종인 동부

팜한농의 ‘Sambokggul’과 농우바이오의 ‘Speedggul’ 품종

에 대하여 뚜렷한 대립 유전자의 차이를 나타내었다. 한편, 

국제 박과작물 게놈 프로젝트에서 개발된 eMS 프라이머 80

개를 11품종에 대하여 검정하였을 때 79개의 프라이머가 다

형성을 나타내지 않았고 1개의 프라이머(WMU3039)만이 

다형성을 보였다. 따라서 수박의 유전적 유연 관계를 통한 

품종 식별력 검정에 gMS 마커와 eMS 마커 간에 비교 분석

이 어려웠기 때문에 Kwon(2013)이 300개 eMS 마커를 분석

하였을 때 국내 수박 F1 품종에 다형성이 높다고 보고한 9

개와 본 연구에서 선발된 1개 프라이머를 활용하였다. 따라

서 총 26개의 microsatellite 정방향 프라이머의 5’-말단에 형

광물질인 FAM, VIC, NED, PET를 각각 표지하여 수박 102

품종의 genomic DNA와 PCR하고 증폭 산물은 자동염기서

열분석기를 이용하여 전기 영동한 다음 다형성 정도를 조

사한 바(Table 2), gMS 마커는 대립유전자의 수가 2-9개로 

다양하게 나타났으며 총 58개의 대립유전자가 검출되었고, 

마커 당 평균 대립유전자의 수는 3.63개로 나타났다. 한편 

각 마커 별 공시 품종의 유전적 다형성 정도를 나타내는 

지수인 PIC 값은 0.257-0.640의 넓은 범위에서 분포하였으

며, 평균값은 0.479로 나타났다. 그리고 16개의 microsatellite 

프라이머 가운데 9개 프라이머(BVWS00155, BVWS00297, 

BVWS01734, BVWS00441, BVWS00233, BVWS01897, 

BVWS00433, BVWS00209, BVWS00288)는 0.5 이상의 높

은 PIC 값을 나타내었다. 그러나 eMS 마커의 경우 대립유

전자의 수는 2-6개의 범위에 분포하는 것으로 분석되었지만 

8개의 마커에서 2개의 대립유전자만이 검출되어 평균 대립

유전자의 수가 2.5개에 불과하였다. 평균 PIC 값은 0.425로 

나타났고, 0.5이상의 PIC 값을 가지는 microsatellite 마커는 

1개(WMU0056)에 불과하였다. 따라서 gMS 마커가 eMS 마

커보다 대립유전자의 수와 PIC 값에서 높은 경향을 나타내

었다.

gMS 마커를 이용한 품종식별력 검정

수박 11품종을 활용하여 선발된 다형성 정도가 높은 16개

gMS 마커를 이용하여 수박 102개 품종에 대한 유전적 유사

도 및 품종식별력을 조사한 바(Fig. 2A), 공시 품종의 전체 

유사도 지수는0.27-1.00의 범위에 속하였고, 유전적 유사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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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2. Repeat motifs, the number of alleles, and polymorphism information content (PIC) values of microsatellite markers 
selected for genetic characterization of 102 watermelon cultivars.

Microsatellite 
designation

Primer sequence
z Linkage 

group
Repeat motif

Annealing 
temp

Product 
size (bp)

No. of 
alleles

PIC 
value

Genomic microsatellites

BVWS00155 F: FAM-TGGATCATTTGACAGATTTAGCGA
R: CATCACAGTTAACGATCACAAGGC

1 - 55 157-165  4 0.544

BVWS00297 F: VIC-ACAACTTTGATTGATTGCACGATG
R: AAGTGAAAGACCCTTTTCCCAAAC

2 (TC)20 55 138-149  3 0.532

BVWS00048 F: NED-TCAAAAGGTTTGCCCTAAATGAAA
R: TGCTGATCTCCCATTCTTAACCTC

3 (TA)23 55 149-167  4 0.375

BVWS01734 F: FAM-AAAATTACATCTTAAATGCGCC
R: GGAACATTGACTTCAATCAGCA

4 - 55 219-236  3 0.516

BVWS00441 F: VIC-TGGTTGAAATCAATAAAAAGTGAA
R: TGGATGTTTTTGGCATTTGA

5 - 55 163-179  2 0.498

BVWS00658 F: NED-TTAGCCTAAGCAAGGGTTTTT
R: AAGTACACATTTTAAACAATCAATCCA

5 (CT)13 55 272-285  2 0.438

BVWS00106 F: PET-TGGCCTAGAAGATTATTGAGCTGC
R: CATTATCACATGGCAGATAATGGAAA

5 (AG)13 55 149-197  3 0.466

BVWS00233 F: FAM-AAACCATGATTTTACAGGGGATCA
R: TTTCTGTCTTCTTTTGACCAATGC

6 (AG)26 55 153-161  3 0.541

BVWS01897 F: VIC-TTCTTGAAACTCAACCCTCAAA
R: AAAGCGTGTCGAGTGTGAGA

6 - 55 201-249  4 0.640

BVWS00433 F: NED-TCTTTTAAGTTTTGAGGGAGAGC
R: TTCCCAAGCTAGCCTTTTCA

7 (AGA)10AGG(AGA)10 55 254-299  9 0.538

BVWI00170 F: PET-AACGCACGATAGTTAGAAGG
R: TGACTAATTAAACTACACTCAGACT

7 55 126-131  2 0.257

BVWS00369 F: FAM-TGAGAAAATGGAAGATGCAAATGA
R: TTCTTCTCACTCTCTCCTAAGATTTTGC

8 (AG)19 55 125-158  3 0.338

BVWS00209 F: VIC-TGCTTCAAAATCTATTCACAATTTGC
R: TTCTTGGTTTCGGGTTTCTTTACA

9 (GA)17 55 108-122  4 0.495

BVWS00333 F: NED-TGTTGAGATTCTTTGATTTCAACTGT
R: TGGGTCAAAGTATTTTTGCTTTTT

9 (CT)20 55 118-127  2 0.449

BVWS01843 F: PET-CCCCCGCCAAAATTAAAA
R: CACCCGTGTAAAGGTGGTAAA

9 - 55 166-196  4 0.456

BVWS00288 F: VIC-GGAAGAGTGAGGTGATAAATCAATATGT
R: AATTGGCCCAAATATCCATATGAC

11 - 55 142-168  6 0.577

Subtotal 58.00 7.659

Mean  3.63 0.479

EST microsatellites

WMU3039 F: PET-GTATTCGATAGCGAACGGGA
R: ATCAAGCACATTCCTCCACC

- (AT)9 55 263-283  3 0.125

WMU0029 F: NED-TACCGGTGATTCCATTAGGC
R: TTAATTTCTCCCGTGGGTTG

- (GCA)11 55 152-158  2 0.465

WMU0056 F: PET-TGTTTGGAACGTTTGCTCAG
R: AAAACACAAAATATAGGGACTAAAACG

- (TA)12 55 259-279  6 0.538

WMU0071 F: FAM-GTTGCCGGTACTGCTCATCT
R: TGCAAAAGGAAGCATCATCA

- (CA)11 55 161-166  2 0.438

WMU0580 F: VIC-CCAGCAGTGACCAACAAGAA
R: CCTTCAGTCACCTTCAAGCA

- (AAG)12 55 181-187  2 0.382

WMU1211 F: NED-TTCATCAACGACGGTTGAAA
R: CATATACATGAAAGCAGCCAAG

- (CT)17 55 254-260  2 0.431

WMU0400 F: FAM-GCGAAGCTTGAAGTTGATCC
R: AAGCTTATTGCAACCATCCG

- (CT)19CCTTCTTTTTGTGGATC
TCTCCTTCCAGTTTTTC(CT)8

55 204-212  2 0.464

WMU4136 F: VIC-CGCAATCTCGTGTGACATCT
R: TTACAAACAAGGTCCCAGGC

- (AGA)8 55 140-155  2 0.472

WMU4488 F: NED-TACCGGTGATTCCATTAGGC
R: TTAATTTCTCCCGTGGGTTG

- (GCA)11 55 151-157  2 0.465

WMU4643 F: PET-TTTAGGCTTTACACACGGCA
R: CCATTCTAGTGGGGACTTTCA

- (TA)10 55 257-263  2 0.471

Subtotal 25.0 4.252

Mean  2.50 0.425

Total 83.0 11.911

Mean  3.19  0.458
z

Forward primers were labeled with fluorescent dy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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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Fig. 2. Dendrogram depicting the classification of 102 watermelon cultivars constructed using UPGMA and based on genomic 
microsatellite (gMS) (A), EST microsatellite (eMS) (B) and gMS + eMS markers. The numbers (1 to 102) at the right side 
refer to the list of cultivars in Table 1. The scale at the bottom is Jaccard’s coefficient of similarit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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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

Fig. 2. (Continu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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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

Fig. 2. (Continu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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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수 0.57에서 8개의 대그룹으로 구분되었다. 

I 그룹은 ‘Speedggul’ 등 80품종이 속하였고 유전적 유사

도 지수 0.61에서 3개의 소그룹으로 구분되었으며 I-1 소그

룹에는 ‘Speedggul’ 등 29품종이 속하였으며 농우바이오에

서 육성된 ‘Speedggul’과 ‘Hwansanggul’, 농협종묘에서 육

성된 ‘Haedongggul’과 삼성종묘의 ‘SSggul-plus’, 아시아종

묘의 ‘Smartggul’과 고농종묘의 ‘Gononggyeoul’ 및 제농종

묘의 ‘Firstggul’은 95% 이상의 높은 유전적 유사도를 나타

내었으며, 특히 ‘Smartggul’과 ‘Firstggul’은 본 연구에서 활

용된 분자마커에 의해 식별이 되지 않았다. I-2 소그룹은 

‘Sambokggul’ 등 46품종이 그룹화되었는데 이 품종들 중에

서 24개 품종의 식별이 가능한 것으로 분석되었다. 유전적 유

사도가 100%를 나타낸 ‘Sambokggul’ 등 14품종군, ‘Gohyanggul’ 

등 4품종군 ‘Superggul’ 등 3품종군, ‘KP-4’와 ‘Hwanheuiggul’, 

‘Joeunggul’ 등 4품종군들의 경우 특정 품종을 계통 분리하

여 품종 육성 재료로 이용했기 때문이라고 추정되며 이들 품

종에 대해서는 형태적 특성 조사 등을 활용한다면 품종의 구

별성 여부를 명확하게 판단할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된다. 한

편, 2010년 품종보호 출원된 ‘Hwanheuiggul’의 경우 본 연구

에 활용된 분자 마커로 검정하였을 때 ‘KP-4’와 구분이 되지 

않았는데 이 두 품종의 경우 형태적 특성조사에서도 뚜렷한 

구별성을 나타내지 않아 품종보호 출원된 ‘Hwanheuiggul’의 

품종보호 등록이 거절된 바 있다. I-3 소그룹은 ‘Bravoggul’ 

등 5품종이 속하였고 분자 마커의 유전자형에 의해 모든 품

종이 뚜렷하게 구분이 되었다. 

II 그룹은 과실의 형태가 원형이면서 과실 표면의 색깔이 

진한 녹색이거나 검은색인 ‘Heukbo’, ‘Heukho’, ‘Blackball’, 

‘Blackhall’, ‘Kinglyco’, ‘Lycosweet1’, ‘Lycosweet2’, ‘Lycofresh1’ 

8품종이 그룹화 되었으며 모든 품종이 뚜렷하게 식별되었으

나 ‘Blackball’과 ‘Blackhall’은 95% 이상의 유전적 유사도를 

나타내어 이 두 품종의 경우 형태적 특성 조사를 통한 품종

의 유사성 여부가 검토되어져야 될 것으로 사료된다. 

III 그룹은 동부팜한농의 ‘Well-being’, ‘Dalgona’, ‘Manidara’, 

‘Myungaggul’ 품종이 그룹화 되었고, 품종보호 등록된 ‘Well- 

being’과 ‘Dalgona’의 경우 100%의 유전적 유사도를 나타내

어 DNA 검정의 추가적 실시와 형태적 특성 조사를 통해 

품종의 구별성 여부를 재검토 해야 될 것으로 사료된다. 

IV 그룹은 농촌진흥청에서 육성된 품종으로서 과형이 원형

에 가까우면서, 과피색은 녹색이고 과육색이 적색인 ‘Codiwon’

과 ‘Seediwon’이 속하였으며, V 그룹은 ‘Goldmat’과 ‘Jijonggul’ 

두 품종이 포함되었다. VI그룹은 미니형 수박인 ‘Kkoma’, 

‘Bok’, ‘Chamjoabok’ 3개의 품종이 분포하였고, VII 그룹은 

과실 바탕색의 녹색이 짙고 줄무늬가 매우 넓은 긴 장타원

형의 중대과종이면서 과육색은 노랑색인 ‘Super-gold’가 속

하였다. VIII 그룹은 농촌진흥청에서 육성된 수박으로 과형

이 단타원형으로 과피는 회록색에 줄무늬가 없으며 황적색 

과육을 가지는 ‘Sosowon’ 1개의 품종이 위치하였다. 

eMS 마커를 이용한 품종식별력 검정

10개의 eMS 마커를 이용하여 검출된 대립유전자의 크기

를 근거로 수박 102개 품종에 대한 품종식별력을 조사한 바

(Fig. 2B), 공시 품종의 전체 유사도 지수는0.50-1.00의 범위

에 속하였고, 유전적 유사도 지수 0.57에서 6개의 대그룹으

로 크게 구분됨을 확인할 수 있었다. 

I 그룹은 ‘Speedggul’ 등 53품종이 포함되었고 유전적 유

사도 지수 0.61에서 2개의 소그룹으로 구분되었으며 I-1 소

그룹에는 ‘Speedggul’ 등 50품종이 속하였고 I-2 소그룹은 

농우바이오에서 육성된 ‘Wonderfulggul’, ‘Megaspeedggul’, 

‘Bravoggul’ 3품종이 포함되었다. 총 53품종중 27품종만이 

microsatellite의 유전자형에 의해 식별이 가능한 것으로 나

타났다. 

II 그룹은 ‘Sambokggul’ 등 41품종이 속하였고 유사도 지

수 0.62에서 2개의 소그룹으로 그룹화되었으며 41품종중에

서 품종 특이적인 유전자형은 13개에 불과할 정도로 품종

식별력이 낮은 경향을 나타내었다. III 그룹은 농촌진흥청

에서 육성된 ‘Codiwon’과 ‘Sosowon’이 100%의 유전적 유

사도를 가지면서 그룹화 되었고, IV 그룹은 농협종묘에서 

육성된 ‘Kinglyco’ 품종이 속하였다. V 그룹은 미니수박인 

‘Bok’과 ‘Chamjoabok’ 및 ‘Kkoma’ 품종이 그룹화 되었으며, 

VI 그룹은 과육의 색깔이 황색 계열인 ‘Mini-yellow-queen’

과 ‘Sosowon’이 속하였다. EST 유래된 microsatellite 마커를 

활용하여 작성된 계통도를 볼 때 과피색이 흑색인 ‘Heukmi’ 

품종이 일반형 수박과 구분이 되지 않을 정도로 품종식별력

이 낮은 것으로 분석되었다.

gMS와 eMS 마커의 병합시 품종식별력 검정 및 마커 간 

상관분석

시판중인 수박 품종에 대하여 높은 다형성을 보인 gMS 

마커 16개와 eMS 마커 10개를 이용하여 통합화된 계통도를 

작성하였을 때(Fig. 2C), 유전적 유사도는 0.33-1.00의 범위

에 속하였다. 품종식별력의 경우 gMS 마커 분석에서 100% 

유전적 유사도를 나타낸 품종군들은 gMS와 eMS 유래의 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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커를 병합하였을 경우에도 품종의 식별이 가능하지 않은 것

으로 분석되었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 활용된 gMS에서 유

래된 16개의 마커만 활용하여도 우리나라에서 시판되는 대

부분의 수박 품종 식별이 가능할 것으로 분석되었으나, 품

종간 유전적 유연 관계의 정밀도를 높이기 위해서는 품종식

별력이 높은 eMS 마커 10개를 추가적으로 활용해야 될 것

으로 판단된다.

한편, gMS와 eMS 마커를 이용하여 추정된 수박 102개 

품종의 유전적 유사도를 이용하여 작성된 계통도의 상관 정

도를 Mantel test(Mantel, 1967)에 의해 분석하였을 때, r = 

0.713으로 나타났으며, EST와 genomic microsatellite를 병

합하여 작성된 계통도를 EST(r = 0.846) 및 genomic 유래의 

유사도(r = 0.928)와 각각 비교하였을 때 상관계수는 0.80이

상 높게 나타났다. 위의 3가지 계통도(gMS, eMS, gMS + 

eMS)를 비교해 볼 때, 계통도 상에 위치하는 품종의 순서 

및 유전적 유사도는 다르게 나타났지만 전체적인 계통도의 

형태는 유사한 것으로 분석되었다.

이상의 결과를 종합해 볼 때 우리나라에서 유통중인 수박 

102품종에 대하여 26개의 microsatellite 마커를 이용하여 분

석할 경우 대부분의 수박 품종 식별이 가능하였을 뿐만 아니

라 수박의 과형, 과육색, 과피색 등과 같은 형태적 특성에 따

라 품종들이 그룹화되는 경향을 보였다. 특히, ‘Sambokggul’ 

등 14개 품종은 26개의 microsatellite 마커에 의해 식별이 

되지 않았는데 이는 수박의 품종 육성에 다양한 유전자원을 

활용하지 않고 특정 품종을 순계 분리하여 양친으로 활용하

였기 때문에 나타난 결과라고 추정된다. 

고  찰

Genomic 및 EST에서 유래된 microsatellite 마커의 다형

성 정도를 나타내는 대립유전자의 수 및 PIC 값이 다르다는 

것이 오이(Hu et al., 2011), 밀(Gadaleta et al., 2011), 목화

(Tabbasam et al., 2014) 등의 작물에서 보고되고 있다. 대부

분 연구자의 일치된 견해가 gMS 마커가 eMS 마커보다 다

형성 정도를 나타내는 요소인 대립유전자의 수도 많고 PIC 

값도 높다는 것이다(Kalia et al., 2011; Varshney et al., 

2005). 수박의 경우도 gMS 마커가 eMS 마커보다 높은 다형

성 정도를 나타내어 오이(Hu et al., 2011), 밀(Gadaleta et 

al., 2011), 목화(Tabbasam et al., 2014) 등과 유사한 연구 

결과를 나타내었다. 한편, 본 연구에서 다형성을 보인 26개

의 microsatellite 마커를 이용하여 102품종을 분석하였을 때 

평균 대립유전자의 수가 3.19개, PIC 값이 0.458로 나타나 

Kwon et al.(2010)이 멜론과 수박에서 유래된 SSR 마커 30

개를 활용하여 미국에서 수집된 유전자원 9점과 시판중인 

40품종을 분석하였을 때 보다 다형성 정도(평균 대립유전자

의 수가 4.03개, 평균 PIC 값; 0.502)가 다소 낮게 나타났는

데 이는 대립유전자의 검출 방법과 공시품종의 유전적 조성

이 다르기 때문에 비롯된 결과라고 사료된다. 본 연구에 최

종 선정된 수박 microsatellite 마커 26개는 반복 재현성이 

높을 뿐만 아니라 대립유전자의 패턴이 복잡하지 않기 때문

에 향후 품종의 진위 확인 및 F1 종자의 순도 확인 등과 같은 

실용적인 분야에 매우 유용하게 활용될 수 있을 것으로 판

단되었다.

우리나라에서 시판되고 있는 수박은 F1 품종이 대부분이

며 품종 개발에 활용되는 양친의 유전적 거리가 아주 가깝

기 때문에 분자 마커에 의한 품종 지문화는 단순하지 않다. 

Kwon et al.(2010)은 수박 과형, 과피색, 과육색이 상이한 

F1 40품종과 미국에서 수집한 유전자원 9점을 대상으로 멜론

에서 유래된 SSR 마커 2개와 28개의 수박 유래의 SSR 마커

를 활용하여 품종식별 체계를 구축하였으나 ‘Speedggul’

과 ‘Haedonggul’, ‘Sambokggul’과 ‘Chilbokggul’ 등은 95% 

이상의 높은 유전적 유사도를 나타내었다. 그러나 본 연구

에서 선정된 수박 품종식별용 마커의 경우 ‘Speedggul’과 

‘Haedonggul’은 26개의 마커 중에서 5개의 마커(BVWS00155, 

BVWS00048, BVWS00233, BVWS01897, WMU058)에서, 

‘Sambokggul’과 ‘Chilbokggul’도 2개의 마커(BVWS00208, 

BVWS00209)에서 뚜렷한 대립유전자의 차이를 나타내었

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 선정된 분자 마커가 기존의 연구 

결과보다 품종식별력이 높을 뿐만 아니라 자동염기서열분

석기를 활용하여 대립유전자를 검출하였기 때문에 정밀도 

또한 아주 높을 것으로 판단된다. 그리고 본 연구에 활용된 

수박 102품종은 우리나라에서 현재 시판되는 대부분의 품

종이기 때문에 이들 품종에 대한 DNA profile 정보를 종자

업체에 이전한다면 F1 종자의 순도검정에도 매우 유용하게 

활용되리라 사료된다.

국제 식물 신품종 보호 동맹(UPOV: International Union 

for the Protection of New Varieties of Plants) 에서는 식물 

신품종 보호 제도와 품종식별에 분자 마커를 활용하기 위해

서는 논문 등을 통하여 모든 연구자에게 알려져 있고 염색

체상에 고르게 분포되어 있으며 공우성을 나타내는 SSR이

나 single nucleotide polymorphism(SNP) 마커의 활용을 제

안하고 있다(UPOV, 2010). 지금까지 우리나라 수박 품종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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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에 활용된 microsatellite 마커는 염색체상 위치가 불분명

하기 때문에 유전적 유사도 분석 시 다소간의 문제점을 내

포하고 있다. 그러나 본 연구에 활용된 microsatellite 마커 

26개 중에서 염색체상 위치가 확인된 16개 마커는 수박 12

개의 염색체중에서 10번 염색체를 제외한 11개 염색체상에 

고르게 분포된 다형성 높은 마커를 활용하였기 때문에 국내 

수박 품종에 대한 유전적 유사도의 추정 및 품종 지문화에 

있어서 가장 적합한 분자 마커라고 사료된다.  

분자 마커를 이용한 작물에 따른 품종별 데이터베이스 구

축은 네덜란드에서 토마토 500품종 이상에 대한 연구가 최

초로 보고된 이래(Bredemeijer et al., 2002), 영국에서 감자

(Reid et al., 2011), 중국에서 옥수수(Wang et al., 2011) 등

의 작물에서 여러 가지 연구성과가 발표되고 있다. 우리나

라에서도 국립종자원에서 오이(Kwon and Choi, 2013), 멜

론(Kwon and Hong, 2014), 상추(Hong et al., 2015), 무(Bae 

et al., 2015), 딸기(Hong et al., 2014) 등의 작물에서 주요 

시판품종에 대한 데이터베이스를 구축하여 이를 품종보호 

출원 품종과 DNA특성이 가장 가까운 품종을 대조품종으로 

선정하고 형태적 특성 검정에 의한 결과와 비교 분석하는 

기법을 활용하여 품종보호 출원품종에 대한 구별성 심사의 

보조 자료로 활용하고 있다. 그리고 품종보호 출원품종의 

균일성과 안정성이 의심될 경우 본 연구에서 선정된 분자 

마커로 DNA 검정을 수행하고 검정 시료간 동일성 여부를 

확인한다면 심사 자료로 유용하게 이용될 수도 있을 것이다. 

또한 본 연구에서 선정된 수박 품종식별용 microsatellite 마

커 세트를 활용하여 실험실과 분석기기간 교차 분석 및 블

라인드 테스트를 통한 검정 기술의 표준화는 신품종 육성 

시 유전거리의 사전 예측이 가능하여 품종 육성 효율을 향

상시킬 수 있을 것이다. 

최근 경제적으로 중요도가 높은 작물에서 차세대염기서열

분석기를 활용하여 대량의 염기서열 정보가 생산되고 있으

며 이를 통해 SNP, insertion/deletion(INDEL), genome-wide

염기서열 변이의 탐색이 용이해졌다. SNP 마커는 자동화를 

통한 high-throughput 분석이 가능하여 분자유전학 연구에

서 최근에 가장 많이 활용되고 있으며, quantitative PCR 보

다 multiplexing이 향상된 digital PCR의 개발과 함께 품종식

별용 마커로 관심이 증폭되고 있다. 또한 농촌진흥청을 중

심으로 구성된 국내 연구진은 벼와 콩에서 resequencing을 

통한 genome-wide variation block에 대한 분석 방법을 개발

하여(Kim et al., 2014), 염색체별 variation block들을 대표할 

수 있는 INDEL 마커들을 선발한 다음 이를 품종 식별을 위

한 barcode system구축과 관련된 기술을 개발 중에 있다. 향

후, 이러한 분석 방법들을 품종보호권이 설정된 수박 품종

의 복제를 방지하기 위한 수단으로 활용한다면 검정에 소요

되는 시간, 비용, 노력 절감에 크게 기여할 뿐만 아니라 신뢰

도 또한 크게 높일 수 있을 보인다. 

초  록

국내에서 시판되고 있는 수박 102 품종에 대한 DNA 프로

파일 데이터베이스를 구축하기 위하여 genomic microsatellite 

(gMS)와 expressed sequence tag(EST) microsatellite(eMS) 

마커의 다형성 정도의 비교와 유전적 연관성 분석을 통한 

품종식별력 검정 등에 대한 일련의 연구를 수행하였다. 수

박 gMS 마커를 이용하여 국내에서 시판되고 있는 수박 102 

품종을 검정하였을 때 마커당 3.63개의 평균 대립유전자가 

검출되었으며, 평균 PIC 값은 0.479로 나타났다. 이에 반해 

eMS 마커는 평균 대립유전자의 수가 2.50개, PIC 값이 

0.425로 나타나 gMS 마커보다 다형성 정도가 낮게 나타났

다. gMS와 eMS 및 이들 두 종류의 마커를 병합하여 작성된 

계통도는 microsatellite 마커의 다형성에 따라 수박 102개 

품종을 6-8개의 그룹으로 구분하였고 대부분의 품종의 식별

이 가능하였다. 3가지 마커 유형에 따라 작성된 계통도를 

Mantel test에 의해 상관 정도를 분석하였을 때 높은 상관(r 

≥ 0.80)을 나타내었다. 따라서 본 연구에 활용된 microsatellite

마커는 수박 유전자원의 특성평가, 순도검정 및 품종의 지

문화 작업의 수단으로 유용하게 활용될 수 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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