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콩 RIL 집단의 한발조건에서 엽면적 변이 분석 및 관련 QTL 탐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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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론]

잎과 관련된 형질들은 수량 및 내한발성과 연관되어 있는 것으로 보고되어 있다. 특히 엽면적은 식물의 생육과 생산성에 영향

을 주는 주요 요인 중 하나이다. 본 연구는 콩을 한발 및 일반조건에서 재배하고 엽면적에 대한 표현형 변이를 분석하고 콩 엽면

적과 관련된 QTL과 해당 유전체 부위에 포함되어 있는 유전자를 탐색하여 콩 내재해성 증진을 위한 유전 정보를 제공하기 위

하여 수행되었다.

[재료 및 방법]

‘PI416937’을 모본으로 ‘천상’을 부본으로 하여 2013년 인공교배하고 SSD방법으로 동계온실 및 하우스를 활용하여 2017년 

F7세대 140 재조합자식계통(RIL) 집단을 양성하고, 2018년 F8세대 개체에 대하여 Soya 180K SNP chip을 활용한 유전형 분석

을 수행하였다. 시험 설계는 한발 및 대조구 등 2처리, 각 처리별 2반복으로 하였다. 2018년 국립식량과학원 남부작물부 하우

스에서 30×30cm, 1주 1본, 계통 당 5개체로 전개하고, 한발 처리구는 V4-R6 시기에 관수를 중지하여 재배하였다. 엽면적은 

R2-R3시기에 상위 3번째 마디에 착생하는 본엽의 3엽을 채취하여 엽면적 측정기를 활용하여 측정하였다. 유전형 분석 결과 

180,375개 SNP 마커 중 모·부본간 19,259개 마커에서 다형성이 나타났으며, 그 중 7,199개 마커를 이용하여 20개 염색체에 

대하여 총 3299.8cM, 마커 간 평균 0.5cM의 연관군 지도를 작성하였다. QTL 분석을 위해 IciMapping 4.1을 이용하였다.

[결과 및 고찰]

분산분석 결과 처리, 계통, 처리 및 계통 상호작용에서 고도로 유의한 차이가 있었다. 엽면적에 대한 광의의 유전력은 70.4%로 

본 시험에서는 환경변이보다 유전에 의한 변이가 큰 형질인 것으로 계산되었다. 대조구의 엽면적 조사 결과는 ‘PI416937’이 

65.5cm2, ‘천상’이 54.3cm2, RIL 집단은 평균 55.3cm2, 범위 27.9 ~ 84.8cm2, 표준편차 10.9, 분산 119.0, 첨도 –0.3, 왜도 0.1로 

조사되었다. 한발 처리구에서는 ‘PI416937’이 42.9cm2, ‘천상’이 29.6cm2, RIL 집단은 평균 32.4cm2, 범위 15.8 ~ 56.3cm2, 표

준 편차 8.8, 분산 77.0, 첨도 –0.2, 왜도 0.5로 조사되어 한발 처리 시 엽면적이 전반적으로 감소하였다. 대조구에 대한 한발처

리 비율은 ‘PI416937’이 65.5%, ‘천상’이 54.5%, RIL 집단은 평균 59.1%, 범위 23.5 ~ 96.7%로 나타나 내한발성으로 알려진 

모본의 감소율이 더 작은 것으로 조사되었다. QTL 분석결과 한발 처리구, 대조구에서 유사한 부위에서 1개의 QTL이 탐색되

었다. qLA20-1은 한발 처리구에서 20번 염색체의 AX-90480041(34,931,931bp) ~ AX90348926(34,966,812bp)에 근접하며, 

LOD 21.5, PVE(%) 40.6, 대조구에서 AX-90480041(34,931,931bp) ~ AX90368119(34,959,120bp)에 근접하며, LOD 12.2, 

PVE(%) 35.3으로서, 표현형 변이에 대하여 높은 수준으로 작용하였다. 해당 마커 근접 부위에서는 기공 개폐, 생장 저해 등에 

관여하는 ABA 호르몬을 조절하는 Glyma.20g106800 등 4개의 유전자가 탐색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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