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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ED 광원의 다양한 광질이 배추 유묘의 유전자 발현에 미치는 영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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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Light with two faces, beneficial and harmful effects is an important signal for every living cell. Optimal 
adaptation to light environment enhances the fitness of an organism and survival in nature. Understandings 
of light quality and plant growth provide with the economical guides for artificial light sources like LEDs. 
Compared with those under white light, the 1 week seedlings of Chinese cabbage (Brassica rapa) under 
monochromic red and blue light showed normal development and growth. In contrast to extremely long and 
etiolated hypocotyls of the seedlings under dark, those under far-red etiolated were extremely short. Based 
on the microarray analysis, blue light induced the vigorous development and growth and two fold changes 
of transcripts than red light condition. To have insight of gene products under different light qualities conditions, 
GO term enrichments were calculated and each gene according to their GO terms were categorized. The 
blue and red lights affected the expressions of genes related to biological process. Especially, the genes related 
to metabolic process and developmental process and plastid and chloroplast in the cellular component category 
were induced under blue light. This study provided the molecular biological evidence for various light qualities 
on the growing process of B. rap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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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위 환경에 대한 정보를 얻는 것은 모든 살아 있는 유기

체의 생존에 있어 매우 중요하다(Molas et al., 2006). 식물

에게 있어 광은 중요한 환경 신호이며, 일차적인 에너지원

으로서 광의 강도, 광질과 광 조사 기간은 대부분의 식물 발

달 단계를 조절하고 광합성 효율을 유지시키는 역할을 한다

(Hangarter, 1997). 종자 발아, 하배축 신장, 자엽의 확장, 엽록

체 발달, 개화 시기, 식물의 형태 형성 등은 모두 광의 조절을 

받는 과정들이며(Chen et al., 2004), 조사되는 광질은 양분의 

흡수와 동화작용에도 영향을 미친다(Blum et al., 1992).
폐쇄형 온실이나 비가림 시설 등에서 작물을 재배하는 경

우 시설물에 가려 광이 부족한 경우가 종종 있는데 고압나

트륨등, 메탈할라이드등, 형광등과 같은 다양한 인공광원을 

이용하여 보광을 한다(Kim, 2010). LED등(light emitting 
diode)은 무 수은으로 환경친화적이고 전력절감이 탁월하며 

수명이 길면서도 구동회로가 간단하여 최근 수요가 늘고 있

다(Hwang et al., 2004). 특히 특정 광질을 선택적으로 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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할 수 있는 LED등은 작물 재배 목적과 시기에 따라 맞춤식 

광질 제어가 가능하므로, 이를 더 효과적으로 이용하기 위

해 LED 광원과 작물 발아, 생장 및 기능성물질의 함유량과

의 상관관계를 밝히려는 연구들이 많이 시도되고 있다(Heo 
et al., 2010). LED등과 작물 생육에 대한 연구결과에 의하

면, 적/청/녹색광을 함께 조사할 경우 단일 파장의 광이나 자

연광보다 방울토마토 유묘의 생육이 더 짧고 강하며 광합성 

색소 및 광합성 효율이 높았다(Liu et al., 2011). 또한 기능성

물질과 LED와의 상관관계에 대해서는, 단일 청색광이나 적/
청 혼합광을 함께 조사한 경우 아마란서스 새싹의 총페놀함

량이 형광등 조건에서 발아한 경우보다 더 높았으며(Cho et 
al., 2008), Heo et al.(2010)은 청/적 혼합광을 처리하여 관

엽식물인 피커스 ‘멜라니’(Ficus elastica ‘Melany’) 식물체 내 

질소 흡수 및 이용을 증가시켰고 단일 적색 및 적/청 혼합광 

처리가 디펜바키아 ‘카멜라’(Dieffenbachia amoena ‘Cmella’)
의 카로티노이드 함량을 증가시킴을 보고하였다.

식물체에 조사된 여러가지 파장의 광은 파이토크롬(phyto-
chrome), 크립토크롬(cryptochromes), 포토트로핀(phototropins)
과 같은 수용체에 의해 감지되고(Lin and Shalitin, 2003; 
Molas et al., 2006; Takemiya et al., 2005), 이 광 신호는 

많은 신호전달 유전자를 통해 단계적으로 전달되어 식물체

의 다양한 반응을 유도한다. 최근 연구에서 신호전달 유전자

가 많이 동정되었으며 각각의 요소들의 역할을 규명하여 광

과 식물의 반응과의 상호작용을 연구하려는 노력이 수행되

고 있다(Molas et al., 2006). 또한 다양한 광질 조건에서 발

달한 벼와 애기장대 유묘의 유전자 발현 양상을 연구한 Jiao 
et al.(2005)은 벼와 애기장대 전체 제놈의 20%가 백색광에 

의해 조절되며 대부분의 대사 기작과 광형태형성 관련 유전자 

발현에 대한 광질의 효과는 두 종간에 비슷하게 나타났으나 

전사인자의 발현 양상은 서로 많이 다르다고 보고한 바 있다.
본 연구에서는 광질과 배추 초기 유묘 생육과의 상관관계

에 대해 관심을 두고 표현형과 연관된 유전자 발현 변화를 

추적하였다. 배추는 제놈 서열분석이 완료(Wang et al., 2011)
되어 광에 따른 식물의 형태적, 생리적 변화를 유전자 수준

에서 해석할 수 있는 좋은 재료이며, 유채, 브로콜리, 갓 등 

새싹채소로 각광받고 있는 작물(Lee et al., 2007)과 같은 배

추 속(Kim et al., 2012; Nagaharu, 1935)에 속하여 연구 결

과의 응용성이 높을 것으로 사료된다.

재료 및 방법

식물 생장 및 광조건

18시간 동안 물에 침지시킨 배추(Brassica rapa L. ssp 
pekinensis) 종자를 파종한 칼라포트를 LED(light emitting 

diode) 전구가 장착된 30cm × 40cm × 30cm 생장상에 넣고 

단일광을 조사하였다. 배추 종자는 동부한농㈜에서 제공받

은 순계(inbred line), DH03을 이용하였다. 적색광은 632nm, 
청색광은 460nm, 초적외광은 730nm로 오차범위가 0.5nm
이하로 조절하였으며, 대조구로 백색광(458nm)과 암배양을 

함께 수행하였다. LED 처리조건은 종자시료의 약 30cm 높
이에 광원을 설치하여 조광 16시간, 암조건 8시간으로, 온도

는 주간 25°C, 야간 18°C로 조절하였다.

시료 채취 및 RNA 분리

각각의 광조건에서 7일간 재배한 배추 유묘의 지상부를 

채취한 후 즉시 액체질소에 얼려 막사사발로 마쇄하였다. 
마쇄한 시료는 RNeasy plant mini kits(Qiagen, Germany)를 

이용하여 총 RNA를 추출하고 마이크로어레이 분석에 적합

하도록 1μg･μL-1 이상으로 농도를 맞추었으며 각 처리에 대

해 2반복으로 준비하였다.

마이크로어레이 분석

총 RNA로부터 cDNA를 합성하기 위해 RevertAidTM 
H Minus First Strand cDNA Synthesis Kit(Fermentas, 
Lithuania)를 사용하였다. MinElute Reaction Cleanup Kit 
(Qiagen, Germany)를 사용하여 cDNA를 정제하고 1μg의 

cDNA에 30μL의 Cy3-9mer primers(Sigma-Aldrich, U.S.A.)
를 넣고 98°C에서 10분간 열처리하여 Cy3 표지된 DNA를 

합성하였다. 10μL의 50X dNTP mix(각 10mM)와 2μL의 

Klenow fragment(50U･μL-1, Takara, Japan)를 넣고 37°C에

서 2시간 동안 반응시킨 후, 표지된 DNA를 isopropanol로 

침전시켜 13μL의 물로 녹였다. Spectrophotometer로 농도를 

측정하여 10mg의 DNA만을 마이크로어레이 혼성화에 이용

하였다. 각 샘플에 혼성화 완충액(Nimblegen, U.S.A.)를 넣

고 마이크로어레이와 함께 42°C에서 16-18시간 동안 MAUI 
chamber(Biomicro, U.S.A.) 내에서 혼성화반응을 진행하였

다. Wash I, II, III(Nimblegen, U.S.A.)로 세척하여 남아있는 

Cy3를 제거하고 건조시킨 후, GenePix scanner 4000B(Axon, 
U.S.A.)로 Cy3 신호를 스캔하였다. 분석에 사용된 마이크로어레

이는 NimbleGen Inc(http://www.nimblegen.com/)에서 제작되었으

며 혼성화 반응과 데이터 분석은 GGBIO(http://www.ggbio.com)
에서 수행되었다.

데이터 분석

혼성화 반응은 Nimblescan(Nimblegen, U.S.A.)로 분석하

였다. 데이터의 정규화 및 분석은 cubic spline normalization
와 Rubust Multi-Chip Analysis(RMA)를 이용하였다(Irizarry 
et al., 2003; Workman et al., 2002). 다중분석(Smyth, 20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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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1. Light-regulated morphological changes of B. rapa seedlings: B. rapa seeds were sown in soil and cultivated under 4 different 
light quality and dark conditions during 1 week (A). Pots and samples were arranged from left, white, blue, red, far-red and 
dark condition. The growth of seedlings under white, red, and blue light conditions was shown in detail (B). The lengths of 
aerial part (C) and leaf areas (D) were measured with 5 (C) and 3 (D) biological replications. Vertical bars represent means 
± standard errors. 

수행 후 P-Value 0.05 이하인 값을 취하고 다른 광 조건에서의 

데이터와 비교하여 2배 이상 발현 증가 혹은 2배 이하 발현 

감소 한 유전자만을 선별하여 Acuity 3.1(Axon Instruments)
로 통계분석을 하였다. Arabidopsis thaliana TAIR9(http:// 
www.arabidopsis.org/)를 기반으로 하여 배추 유전자와 match
된 유전자 수는 총 18,725개 이며, GOMINER(Ashburner et 
al., 2000; Zeeberg et al., 2003)(http://www.geneontology.org/, 
http://discover.nci.nih.gov/gominer/)로 유의한 GO(Gene 
ontology) term을 분석하였는데 GO term과 expression mode 
(Under, Over, Change)에 따라 각 유전자를 분류하였다. 
One-sided Fisher의 유의성 검정방법으로 P-value를 계산하

였고, 100개를 무작위로 취해서 False discovery rate(FDR) 
값이 0.05 미만인 GO term을 추출하였고, 생물학적 과정 

(biological processes), 분자 기능(molecular function), 그리

고 세포 요소(cellular component) 세 가지로 분류하였다.

유전자 발현 정량분석

마이크로어레이 분석에서 선발된 유전자들에 대해 정량

분석을 수행하였다. 배추 EST 데이터베이스에서 해당 유전

자 서열을 추출한 뒤 특이 프라이머를 디자인하여 RT-PCR 
및 qRT-PCR을 수행하였다(Table 2). EcoDry™ Premix 
(TAKARA, 일본)를 이용하여 총 RNA 5μg을 42°C에서 60
분간 반응시켜 cDNA를 합성한 뒤 Tag DNA polymerase 
(GeNet Bio, 한국)로 각 유전자를 증폭하였다. 증폭 조건은 

94°C에서 5분간 이중나선분리; 94°C에서 30초, 58°C에서 

30초, 72°C에서 1분의 증폭 조건으로 25번 반복; 72°C에서 

10분간 반응시킨 후 EtBr로 염색하여 전기영동하였다. 또
한 백색, 적색 및 청색광 조건에서 자란 유묘에 대해서는 

qRT-PCR을 수행하였는데 Bio-Rad 시스템과 SYBR Green 
I master mix를 사용하여 20μL로 맞춰 3반복으로 실험을 수

행하였다.

결과 및 고찰

배추 유묘 발달에 영향을 주는 광질의 효과

초기 1주 동안 단일 광질에 노출된 배추 유묘의 생장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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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2. Light-regulated Gene expression changes: Numbers show expressed genes up-regulated (white square) and down-regulated 
(black quality) more than two fold by each light quality condition (P value < 0.05). Expressed genes in 7-day old seedlings 
of B. rapa under red (R), blue (B), and far-red (FR) were compared to dark (D) (A) and white (W) (B). W/D, continuous white 
light versus dark; R/D, continuous red light versus dark; B/D, continuous blue light versus dark; FR/D, continuous far-red light 
versus dark; D/W, continuous dark versus white light; R/W, continuous red light versus white light; B/W, continuous blue light 
versus white light; FR/W, continuous far-red light versus white light.

보면 백색광과 적색광 조건에서 생장한 유묘의 하배축 길

이가 비슷한 반면, 청색광 조건에서는 하배축이 길었다

(Figs. 1A and 1C). 암상태에서 자란 묘는 키가 크고 황화

(etiolation)되었으나 초적외광에서 자란 유묘는 암상태의 식

물과 같이 황화되었음에도 하배축이 거의 신장하지 않았다. 
이러한 결과는 초적외광이 하배축의 신장, 정단 후크 열림, 
자엽 확장, 안토시아닌 축적 등을 저해하고 잎이 녹화되는 

것을 막는다는 기존의 보고와 일치하며(Wang et al., 2002; 
Whitelam et al., 1993), 가시적으로 보이는 광은 거의 없으

나 초적외광 고유의 효과가 있음을  보여주는 것이다. 또한 

청색 단일광 조건에서 자란 유묘는 자엽이 넓게 발달하고 

본엽이 가장 먼저 발달하기 시작하여 총 엽면적과 자엽면적

이 다른 광 조건에 비해 컸다(Figs. 1B and 1D). 이러한 청색

광의 효과는 청색광이 광 포획과 CO2 고정 효율을 높여 광

합성을 최적화하며, 애기장대 청색광 수용체인 phototropin 
유전자가 기능을 잃은 돌연변이체의 경우 잎 말림현상이 심

해 광에 노출되는 옆면적이 50%까지 감소되며 광합성 효율

이 낮아진다는 보고와 상응한다(Takemiya et al., 2005). 

다양한 광질 조사에 의한 유전자 발현 양상

암조건과 비교하여 적, 청, 초적외광 및 백색광에서 자란 

유묘의 유전자 발현 변화를 보면 백색, 적색, 청색 및 초적외

광에서 발현이 2배 이상 증가 또는 감소하는 유전자의 수는 

각각 1662, 3531, 2432, 1187개이며 마이크로어레이 상의 

전체 배추 제놈 유전자(47553개)의 18.5% 정도의 유전자가 

광에 반응하는 것을 알 수 있었다. 광질에 따라서는 백색광 

조건에서 보다 적, 청색광에서 발현변화를 보인 유전자 수

가 더 많았다(Fig. 2A). 또한 초적외광 조건에서는 발현억제

된 유전자가 많았지만 단일광 조건에서는 발현이 증가한 유

전자들이 더 많았다. 단일광에 의해 발현 조절된 유전자들

을 암조건과 비교하여 계층군집화(Hierarchical clustering)
한 결과를 보면 백색, 적색, 청색광에서 발현 유도 및 억제되

는 양상이 세 조건간에 매우 비슷하며 초적외광 조건의 경

우 암조건에 비해 발현 양상의 차이가 크지 않은 것으로 나

타났다(Fig. 3A). 암조건과 비교 분석한 결과는 광질 고유의 

효과 보다는 광 조사 여부에 따른 유전자 발현 효과를 반영

할 수 있을 것이라고 판단되어 각각의 단일광과 암조건을 

자연광과 가장 유사한 백색광 조건과 비교하였다. 적, 청, 
초적외광의 단일 광조건과 백색광 조건을 비교하면, 적색광

의 경우는 총 137개 유전자가 발현이 변화하였고, 청색광 

조건에서는 256개 유전자가 발현 변화를 보인 반면, 암조건

과 초적외광의 경우는 각각 1047개, 2227개 유전자가 발현 

변화를 보였다(Fig. 2B). 적색광은 유묘의 생장에 주로 이용

되는 광으로 식물은 주변의 적색광/초적외광 비율을 감지하

여 낮과 밤을 인지하며 발아, 그늘회피(shade avoidance), 개
화 등의 다양한 반응을 유도한다(Neff et al., 2010). 본 실험

에서도 초기 유묘 생장기 동안에는 적색 단일광에서 자란 

유묘의 생장이 백색광 조건에서 자란 유묘에 비해 전체적으

로 크기는 작았으나 형태적인 차이가 거의 없었으며 발현 

변화된 유전자의 수도 가장 적었다. 특히 청색광의 경우는 

발현 증가한 유전자의 수가 적색광 조건보다 2배 이상 많았

고, 유묘의 하배축이 길고 떡잎이 잘 발달되었으며 본엽도 

가장 먼저 발달하였다(Figs. 1B and 2B). 계층군집화 결과 

역시 적색광에서는 발현이 유도 또는 억제되었으나 청색광

에서는 변화가 없거나 반대로 청색광에서 발현 변화를 보인 

유전자들이 적색광에서는 변화가 없는 유전자들이 뚜렷이 

구분되었는데(Fig. 3B), 유전자들의 발현 양상이 광질에 따

라 다르게 나타난 것으로 보아 식물의 발달과 생장에 대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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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3. Overview of light-regulated genome expression by cluster display: Hierarchical clustering analysis was performed with genes 
up or down regulated more than twofold by each light quality condition. Genes of P Value below 0.05 were collected. For hierarchical 
clustering analysis, we used average log2 ratios. The color scales were shown at the bottom. Positive numbers represented 
fold of up-regulation (red color) and negative numbers represented fold of down-regulation (green color). Expressed genes in 
7-day old day seedlings of B. rapa under red (R), blue (B), and far-red (FR) were compared to dark (D) (A) and white (W) 
(B). D/D, continuous dark versus dark; W/D, continuous white light versus dark; R/D, continuous red light versus dark; B/D, 
continuous blue light versus dark; FR/D, continuous far-red light versus dark; W/W, continuous white light versus white light; 
D/W, continuous dark versus white light; R/W, continuous red light versus white light; B/W, continuous blue light versus white 
light; FR/W, continuous far-red light versus white light.

Table 1. GO analysis of genes significantly regulated by each light quality condition. The number of B. rapa genes which have 
orthologues in Arabidopsis TAIR9 genes were calculated. With False Discovery Rate < 0.05, GOMINER categorize each gene 
according to mode of gene expressions either up- or down- regulation. 

Sample setz Up regulation Down regulation Total significant genes 
D/W 340 707 1,047
R/W 87 50 137
B/W 226 30 256
FR/W 600 1,627 2,227
zD/W, continuous dark versus white light; R/W, continuous red light versus white light; B/W, continuous blue light versus white 
light; FR/W, continuous far-red light versus white light.

광 파장 고유의 영향이 있을 것으로 판단되었다. 초적외광 

조건에서의 유전자 발현 변화를 암 조건과 비교한 경우 386
개, 백색광 조건과 비교한 경우 816개의 유전자가 발현이 

증가하였다(Figs. 2A and 2B). 또한 계층군집화 결과에도 

초적외광에서만 발현이 증가 또는 억제되는 유전자들이 있

었고 암조건과 비교하여서도 발현 조절된 유전자들이 많았

는데(Fig. 3A), 가시적인 빛이 없고 생육도 매우 저조했으나 

초적외광이 내는 파장은 식물의 유전자 발현에 영향을 주는 

것으로 추정되며 이러한 영향이 식물의 발달과 어떻게 연결

되는지에 대한 연구가 더 필요할 것으로 생각된다.

발현 유전자 기능 비교

단일광에서 유도 또는 억제된 유전자들을 기능별로 분류

하여 광질에 영향을 받는 생리기작을 유추하고자 GO(gene 
ontology) 분석을 수행하였다. 백색광과 비교하여 각 광질 조

건에서 발현이 증가하거나 억제되는 유전자들을 애기장대 

유전자 데이터베이스(Arabidopsis TAIR9)와 서열을 비교하

여 이종상동성 유전자(orthologs)를 조사한 후, GOMINER
를 이용하여 FDR 값이 0.05 미만인 GO term을 추출하였다. 
적색광 조건에서는 87개 유전자가 발현 유도되었는데, 청색

광 조건에서는 226개로 적색광 조건과 비교해 3배 정도 많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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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4. GO term enrichments analysis of genes regulated by each 
light quality condition: GO term enrichments were calculated 
with GOMINER (Ashburner et al., 2000; Zeeberg et al., 2003; 
http://discover.nci.nih.gov/gominer/). The 18,725 genes were 
used as total gene set in GOMINER for Arabidopsis. GO 
terms of which FDR are less than 0.05 at least are collected. 
Analysis was performed in comparison with White to D, R, 
B, and FR. GOMINER categorize each gene according to 
their GO terms, biological processes, cellular component, and 
molecular function and mode of gene expressions either up- 
or down- regulation. Modes of expressions are denoted as 
Under, Over, and Change. We described the total number 
of change which contained up- and down- regulation by light 
conditions. Each color bar indicated biological processes (white 
square), cellular component (grey square), and molecular 
function (black square), respectively.

았다. 또한 초적외광 조건과 암배양 조건에서는 각각 600
개, 340개의 유전자가 발현 유도되었다(Table 1). GO 분석

을 통해 추출된 유전자들을 기능별로 생물학적으로 다양한 

목적에 대하여 다루는 생물학적 과정(biological process), 
생화학 수준에서 유전자 생산물에 대하여 다루는 분자 기

능(molecular function), 그리고 유전자 생산물의 위치에 대

하여 다루는 세포 요소(cellular component) 이렇게 세 가지

로 분류하였다. 각각의 단일 광 조건에서 자란 배추 유묘의 

발현 유전자 변화 양상을 기능별로 보면 광 반응이나 광합

성, 2차 대사산물 생산 기작 등 생물학적 과정에 관여하는 

유전자의 변화가 가장 컸는데, 암조건에서는 136개, 적색광

과 청색광에서는 각각 28개와 85개였고, 세포막이나 세포 

소기관 형성에 관여하는 세포요소로 분류되는 유전자와 효

소 활성 등에 관여하는 분자 기능으로 분류되는 유전자의 

발현 변화는 상대적으로 적었다(Fig. 4). 특히 적색광 조건

에서는 세포요소와 분자기능으로 분류된 유전자가 각각 5개
와 6개로 백색광 조건과 비교해 유전자의 발현 변화는 거의 

없었다(Fig. 4). 유전자 발현 변화로 보면 단일 적색광은 배

추 초기 유묘 재배에 있어 백색광을 대신하여 이용할 수 있

는 광 조건으로 보이며, 실제로 적색광에서 1주간 자란 유묘

는 초장이 조금 짧았으나 형태와 발달 양상이 다른 광 조건

에 비해 백색광에서 자란 1주째 유묘와 가장 비슷했다. 또한 

발아, 화아분화와 측지 형성 등 다양한 기작에 영향을 주는 

것으로 알려진 초적외광에 대해서는 다른 단일 파장 광 조

건 보다 총 유전자 발현 변화 수도 많았는데 그 중 분자 기능

에 관여하는 유전자의 변화(434개)가 두드러졌고, 이 밖에

도 다양한 대사기작에 관여하는 유전자들이 발현 변화하는 

것으로 분석되었다(Fig. 4 and Table 1).
종자 발아와 유묘의 생장을 촉진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는 

적색광과 본 실험에서 유묘의 생육에 가장 큰 영향을 준 청

색광 조건에서 발현이 증가한 유전자들의 GO term을 웹사

이트 기반 프로그램인 BAR(Bio-Array Resource for Plant 
Biology; http://bar.utoronto.ca/ntools/cgi-bin/ntools_classification_ 
superviewer.cgi)을 이용하여 세분해 보면 두 광 조건에서 

모두 외부 자극(abiotic or biotic stimulus, stress)에 반응하

는 유전자들의 발현 변화가 두드러진 것을 알 수 있으며, 그 

외에도 전반적으로 발현 변화된 유전자들의 경향이 비슷했

다(Figs. 5A and 5B). 그러나 생물학적 과정 중 대사과정

(metabolic process)과 발달과정(developmental process) 등
의 변화는 청색광이 적색광 조건에서 보다 더 많았으며, 세
포 요소 그룹에서도 색소체(plastid)나 엽록체(chloroplast)
관련 유전자들의 변화가 더 많았다(Fig. 5B). 청색광은 균

류의 카로티노이드 대사를 촉진시키는 신호로 알려져 있으

며(Avalos and cerda-Olmedo, 2004; Avalos et al., 1993), 
식물의 경우도 아마란서스의 새싹 생산 시 총페놀화합물의 

함량과 항산화 활성을 증가시켰고(Cho et al., 2008), 피커스 

‘멜라니’ 분화 식물의 체내 당 함량을 높이는데 영향을 주었

다(Heo et al., 2010). 청색광 조건에서 2배 이상 발현 증가

된 유전자들 중 대사기작에 관여할 것으로 추정되는 유전자

를 선발하여 RT-PCR 분석을 수행하였다(Table 2). Brapa_ 
ESTC001112는 phenylpropanoid 합성 기작에 관여하는 애

기장대 AT2G37040와 상동성을 보인 유전자로서 백색광 조

건에서보다 청색광과 적색광에서의 발현량이 각각 2배와 4
배 증가하였다. 또한 식물 발달과 대사 및 스트레스에 반응

하는 전사인자로 알려진 Myb39(AT5G61420)(Dubos et al., 
2010)와 상동성을 보인 Brapa_ESTC033197 역시 적색광과 

청색광 조건에서 백색광 보다 발현양이 증가하였다(Figs. 6A, 
6B, and 6C). 이러한 결과는 적색광과 청색광이 2차 대사산

물 대사에 관여하는 유전자의 발현을 유도하거나 촉진한다

는 것을 보여준 것이며, 토마토의 안토시아닌 함량이 청색

광에 의해 증가되었으며(Giliberto et al., 2005), 적색광은 

ß-carotene 발현을 유도하였다는(Wu et al., 2007) 이전의 생리

학적 연구와도 상응한다. 적색광 조건에서보다 청색광과 백색

광에서 발현량이 더 많았던 Brapa_ESTC000682는 FeSOD 
(iron-superoxide dismutase)의 이종상동성 유전자(AT4G25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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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5. GO term enrichments analysis of genes induced by red (A) and blue (B) light conditions: Functional distribution, normalized 
frequency, and bootstrap standard deviation (SD) of genes in 7-day old day B. rapa seedling changed by red light relative to 
Arabidopsis was determined using the categories classification from the classification SuperViewer from bio-array resource for 
Arabidopsis functional genomics for gene ontology (Provart and Zhu, 2003).

Table 2. List of genes used in RT-PCR analysis. Putative genes were significantly up-regulated by blue light condition.

ID of B. rapa gene A. Thaliana 
homolgue Swiss_protein_id Description Forward primer 5′-3′

Reverse primer 5′-3′
Brapa_ESTC001112 AT2G37040 P35510|PAL1

_ARATH
Phenylalanine 

ammonia-lyase 1
5′-ACGACAACCCTTTGATCGAC-3′
5′-TCCTCGAAGCGGTTAGGTTA-3′

Brapa_ESTC033197 AT5G61420 Q8GWP0|MYB39
_ARATH

Transcription 
factor MYB39

5′-GCAAAGATGGGACACCAGTT-3′
5′-CTTCATTGCGAATCTGCTCA-3′

Brapa_ESTC000682 AT4G25100 P21276|SODF
_ARATH

Superoxide dismutase [Fe], 
chloroplast precursor

5′-TGGAGGAAAACCATCAGGAG-3′
5′-GGGTTCACAGCATTTGGAGT-3′

Brapa_ESTC017042 AT2G28470 Q9SCV4|BGAL8
_ARATH

Beta-galactosidase 
8 precursor

5′-TCACGAGCCTGAGAAGAACA-3′
5′-CGCCTTAAATGGTTCGTTGT-3′

로 엽록체에 주로 존재하며 광합성, 호흡, 산화스트레스, 그
리고 호르몬 신호전달 동안 발생하는 전자의 산화, 환원 반

응에 관여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Katyshev et al., 2006; 
Morgan et al., 2003; Raven et al., 1999)(Table 2). 적색광에

서보다 청색광과 다양한 광질이 섞인 백색광에서 더 발현량

이 많았던 것으로 미루어 Brapa_ESTC000682의 발현에 청

색광이 영향을 주었을 것으로 추정된다(Fig. 6D). 본 실험의 

결과가 청색광의 광합성 촉진에 기인한 것인지 고에너지광

에 대한 유묘의 스트레스 반응인지에 대해서는 좀 더 많은 

연구가 필요할 것이다. Brapa_ESTC017042는 애기장대 Beta- 
galactosidase 8 precursor(AT2G28470)의 이종상동성 유전자

로 과일의 숙성과 노화 동안 세포벽의 다당류(polysaccharides)
의 가수분해에 관여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는데 화분과 같은 

기관의 형성에도 관여하며 식물의 발달 동안 세포벽을 느슨

하게 하여 세포의 신장에도 관여한다(Minic and Jouanin, 
2006; Rogers et al., 2001)(Table 2). 이 유전자 역시 백색광

과 청색광 조건에서 발현량이 많았고 적색광에서는 발현이 

저조하였다(Fig. 6E). 적색광 조건보다 백색광과 청색광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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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6. Quantitative PCR analysis of genes expressed by light conditions: genes listed in Table 2 were quantitatively analyzed. 
RT-PCR products for genes up-regulated by five light quality, white, red, blue, far-red, and dark (A). Quantitative RT-PCR of 
mRNA by regulated by white, red, and blue light quality; Brapa_ESTC001112 (B), Brapa_ESTC033197 (C), Brapa_ESTC000682 
(D), Brapa_ESTC017042 (E). qRT-PCR were carried qRT-PCR reaction were performed with 3 technical replication using Bio-Rad 
system and the SYBR Green I master mix in a volume 20 μL.

떡잎과 본엽이 넓게 발달하였는데 이러한 현상에 관여하는 

유전자 중에 하나인 것으로 추정된다. Brapa_ESTC000682
와 Brapa_ESTC017042 두 유전자 모두 청색 단독광이나 청

색광 파장을 포함하고 있는 백색광에서 발현이 증가한 것으

로 보아 유전자 발현에 영향을 준 광이 청색광일 가능성이 

있다고 사료된다. 청색광 조건이 대사과정과 색소체 관련 

유전자들의 발현에 영향을 주었음을 확인한 본 실험의 결과

는 이전의 연구결과를 분자생물학적으로 뒷받침한 것으로, 
유묘 재배에 청색광을 적절히 활용한다면 초기 유묘의 생장

을 촉진하면서 동시에 2차 대사산물의 대사를 촉진하여 유

묘의 영양성분 함량에도 유리한 변화를 유도할 수 있음을 

보여주었다. 
본 연구는 배추 유묘의 초기 생육 동안 다양한 광질에 반

응하는 유전자들을 분석하여 기능별로 분류함으로써 광질

과 연관된 배추의 생리기작을 알아보고자 수행되었다. 이 

결과들은 생육 단계와 목적형질에 적합한 광질을 선택하는

데 분자생물학적 근거를 제공할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된다. 
온실이나 식물 공장에서 주, 조보 광원으로 이용이 늘고 있

는 LED 광원은 다양한 파장의 광을 선택적으로 이용할 수 

있다. 식물의 생육단계와 목적하는 대사물의 생산 시기에 

맞춰 관련 유전자들의 발현을 향상시킬 수 있는 광질과 조

사 시기 및 조사량에 대한 연구와 함께 구체적인 대사 기작

과의 관계를 규명하는 실험이 더 필요할 것이며, 이러한 연

구들은 기존의 LED 광 이용 효율을 더 높이고 고품질의 균

일한 작물을 생산하는데 도움을 줄 것이다. 

초   록

광은 모든 살아 있는 세포에 있어서 매우 중요한 신호이

며 생물체에게 이익이 되면서 동시에 해가 되기도 하는데, 
광 환경에 잘 적응한 유기체는 자연에서의 경쟁에서 더 잘 

살아남을 수 있다. 광질과 식물 생육에 대한 정보는 LED와 

같은 인공광을 효율적으로 사용하게 하여 경제적인 손실을 

줄일 수 있다. 초기 1주 동안 단일 광파장에 노출된 배추 

유묘의 생장을 보면 백색광 조건에서 생장한 묘와 비교했을 

때 적색광과 청색광 조건에서는 유묘의 발달과 생육이 정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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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었다. 암조건에서 자란 유묘는 하배축이 길고 황화된 반

면, 초적외광 조건에서 자란 유묘는 황화되었으나 하배축이 

거의 신장하지 않았다. 마이크로어레이를 이용하여 유전자 

대량 발현분석 실험을 수행한 결과, 청색광 조건에서 유묘

의 생육이 가장 왕성하였으며 적색광 조건과 비교하여 발현

변화를 보인 유전자의 수가 2배 많았다. 각각의 광질 조건에

서 발현 증가 된 유전자들을 기능별로 분류해 보면(GO 분
석) 적색광과 청색광은 생물학적 과정(biological process)과 

관련된 유전자의 발현에 영향을 많이 주었다. 특히 대사과

정(metabolic process)과 발달과정(developmental process) 
그리고 세포 요소(cellular component) 중 색소체(plastid)나 

엽록체(chloroplast)관련 유전자들의 발현이 청색광 조건에

서 더 많이 증가하였다. 또한 초적외광 조건에서도 다양한 

유전자들이 발현 변화를 보였다. 본 논문은 다양한 배추 유

묘의 생장에 대한 광질의 영향을 분자생물학적으로 증명하

기 위해 수행되었으며 유묘의 배양에 LED 광원이 효율적으

로 이용될 수 있음을 보여 주었다.

추가 주요어 : 배추, 유전자, GO(gene ontology), microarra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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