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Abstract The objective of this study was to use ‘Danta PR’, 

NGS (Next Generation Sequencing) technology for genome 

resequencing to develop polymorphic makers between Chinese 

oriental melon, ‘Hyangseo 1’ and Korean oriental melon. 

From the resequencing data that covered about 81 times of 

the genome size, 104,357 of SSR motifs and Indel, and 

1,092,436 of SNPs were identified. 299 SSR and 307 Indel 

markers were chosen to cover each chromosome with 25 

markers. These markers were subsequently used to identify 

genotypes of ‘Danta PR’ BC1 (F1 x ‘Danta PR’) population 

and a genetic linkage map was constructed. SSR, Indel, and 

SNPs identified in this study would be useful as a breeding 

tool to develop new oriental melon varieti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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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 론

참외(Cucumismelo L. var. makuwa Makino)는 박과류에 속하는 

중앙아시아의 고운 건조 지역에서 자라며, 현재 우리나라를 

포함하여 중국, 일본 지역에서 재배되고 있다. 우리나라에 

참외 연간생산량은 약 166M 톤(2017년 기준) 정도이며, 재배

면적은 약 3,500 헥타 정도(2017년 기준)로 알려져 있다

(www.mafra.go.kr). 참외는 엽산, 인, 칼슘 등의 무기질과 비타

민 A와 C의 함량이 많고 특히 당도가 높아 피로 회복에 도움

을 주며, 이러한 많은 식품영양학적 이점 때문에 생산성과 

상업적 가치를 높이기 위해 지속적인 품종 개량이 선도되고 

있다. 

  새로운 품종의 개발에는 많은 시간과 노력을 필요로 하는

데, 이는 분자마커를 이용한 육종 기술로 노력과 비용을 줄

일 수 있다(Bae et al. 2015; Han et al. 2016; Lim and Ha 2013; 

Sboner et al. 2011; Sim et al. 2015; Varshney et al. 2009). 지금까

지 여러 작물 종에서 마커를 이용한 품종 선발을 위해 유전

적 다양성 분석, QTL 연관 지도 작성, 다양한 PCR 기반 마커

가 개발되고 이용 되어왔으며(Aka Kacar et al. 2012; Argyris et 

al. 2015; Esteras et al. 2013; Fukino et al. 2008; Ramamurthy and 

Waters 2015), 현재 멜론과 참외에서 분자마커 개발을 위한 

많은 유전체 연구가 진행되고 있다(Bang et al. 2016; Park et al. 

2015).

  유전체 분석 방법 중 하나인 차세대염기서열분석(NGS) 

기술에 의한 유전체 혁명은 생물체의 유전 구성에 대한 이해

를 크게 진전시켰으며, 식물 육종에 있어 새로운 혁명을 초

래하고 있다(Barabaschi et al. 2016; Perez-de-Castro et al. 2012). 

최근에는 NGS를 이용하여 작물 유전체의 해독과 재해석

(resequencing), 전사체 분석, 전장유전체 연관분석(GWAS), 

후성유전체 분석, 유전체 선발(genomic selection) 등이 활발

히 수행되고 있으며, 특히 NGS에 의한 유전체재해석(re-

sequencing)은 진화 분석과 구조유전체, 기능유전체, 그리고 

분자육종 연구에 효율적으로 이용되고 있다(Guo et al. 2014).

  멜론에서 resequencing을 통한 유전체 분석 연구가 계속해

서 진행되고 있으며(Sim et al. 2018), 최근 이 NGS기술을 이용

하여 SSR 마커를 개발한 연구 보고가 있으나(Park et al. 2013), 

Park 등은(2013) 국내 참외 계통들에 한정된 다형성 마커를 

개발하였다. 따라서 중국 참외 계통들이 가지는 형질 도입

을 통한 새로운 품종 개발을 하는데에 있어서, 중국의 참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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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통과 국내 참외 계통들에 유전체 비교연구는 필요한 시점

이다. 그에 따라 본 연구에서는 중국 참외 계통인 ‘향서1호’ 

참외와 한국 참외 계통인 ‘단타 PR’ 참외 사이에서 다형성 마

커를 개발하고자 하였다. 두 참외 계통간 유전체 비교와 분

석을 통해 새로운 유전적 차이를 조사하였고, SSR 및 Indel다

형성 후보군과 SNP를 확인하였으며, 이러한 결과를 이용하

여 새로운 참외 품종 육성에 기여할 정보를 제시하고자 한다.

재료 및 방법

식물 재료 및 DNA 정제

한국 참외 계통인 ‘단타 PR’과 중국 참외 계통인 ‘향서 1호’

의 참외 종자를 장춘종묘사(Jangchun Seeds, Gyeongsangbuk-do, 

Korea)로부터 제공받아 발아시켜 키운 후, ‘단타 PR’ 참외와 

‘향서1호’ 참외의 교배로 얻은 F1 집단을 다시 ‘단타 PR’ 참

외와 교배한 여교배 분리 집단(90개체)을 생산하였다. 트레

이[540 mm(가로) × 280 mm(세로) × 65 mm(높이), 폴리프로필

렌]에 파종을 하고, 2~3주 지난 어린 식물의 두 번째 본 잎을 

채취하였다. 수확한 두 번째 본 잎을 섭씨 –70°C 냉동고에 보

관한 다음, CTAB method를 통해 DNA를 추출하였다(Winne-

pennincks 1993). DNA 시료의 양은 Nanodrop (Thermo Scientific, 

Wilmington, DE 19810, USA)을 사용하여 측정 하였다.

염기서열 분석

‘단타 PR’ 참외와 ‘향서 1호’ 참외에 대한 게놈 resequencing

을 Macrogen사(Macrogen, Seoul, Korea)에 의뢰하였다. 게놈 

resequencing은 NGS의 대표적인 플랫폼 중에서 Illumina 

(http://www.illumina.com) 방식을 이용하여 진행하였다. NGS 

시퀀싱을 통해 염기 결정(base calling) 과정을 거친 후, 레퍼

런스 어셈블리(reference assembly) 과정을 거쳐 참외의 전체 

유전체를 분석하였다(Table 1). 레퍼런스 어셈블리에 사용

된 멜론의 서열은 MELONOMICS (http://www.melonomics. 

cragenomica.es/)에 등록된 Melon genome v3.5.1의 서열을 이

용하였으며, genomic DNA로부터 paired-end library를 만들어 

Hiseq2000 (Illumina) 장비로 염기서열 분석을 수행했다. ‘단

타 PR’ 참외와 ‘향서 1호’ 참외의 NGS 염기서열들(reads)을 

세 가지 도구 [Alignment Software:BWA v0.6.2 (http://bio-bwa. 

sourceforge.net/), Remove PCR Duplicates, Variant Detection : 

Samtools v0.1.18 (http://samtools.sourceforge.net/), Sequencing 

Data Analysis Tool : GATK v1.4.11 (http://www.broadinstitute. 

org/gsa/wiki/index.php/The GenomeAnalysisToolkit)]에 사용하

여 표준유전체서열에 대한 mapping과(Table 1) SSR및 indel탐

색을 수행하였다(Table 2). 참외 간의 변이를 분석하기 위해 

‘향서1호’ 참외를 레퍼런스로 하여 ‘단타 PR’ 참외와 비교 하

였다.

유전형 분석

‘단타 PR’ 여교배 분리 집단에 유전형 분석은 polymerase 

chain reaction(PCR) 분석을 기반으로 진행되었다. PCR 반응

액의 총 부피는 15 µL로, 6.12 µL의 D.W, 5 µL의 DNA template 

(4 ng/µL), 1.5 µL의 10x Taq buffer, 각각 1 µL의 forward, reverse 

PCR primer (1.5 ng/ µL), 0.3 µL의 dNTP (10 mM each), 0.08 µL의 

Taq polymerase (5 unit/µL)로 구성했다. PCR 반응은 Hush Run 

Thermal cycler (Biofact, Seoul, Korea)모델을 이용하여 진행했

Table 1 Summary of resequencing data from the two oriental melon lines

Danta PR Hyangseo 1

Raw sequencing data

Total bases 22,792,255,294 23,855,250,196

Read count 225,665,894 236,190,596

GC (%) 35.28 35.09

Q20 (%) 95.07 95.5

Results of reference assembly

Sites (Ref. length) 406,928,820 406,928,820

Mapped sites (≥1x) 331,457,208 331,876,571

Coverage (≥1x) 81.45 81.56

Total read 225,665,894 236,190,596

Mapped read 191,072,937 200,137,193

Mapped read (%) 84.67 84.74

Mapped bases 16,709,612,561 17,487,688,855

Mean depth 41.06 42.9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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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PCR반응 조건은 94°C의 온도에서 10분간 pre-denaturation

과정을 진행한 다음 94°C에서 60초 변형, 55°C에서 60초 결

합, 72°C에서 60초 신장 과정까지 총 3가지 과정을 40번 반복

했다. 마지막 최종 신장과정은72°C에서10분간 진행했다. 

PCR 산물은 Ethidium bromide가 첨가된 2.0%의 아가로스 겔

에 로딩하여 0.5%의 TBE 버퍼에서 300V 전압으로 전기영동 

한 다음, WiseDoc (Dehan, Seoul, Korea)에 설치된 디지털 카메

라로 촬영하여 확인했다.

유전자 연관 지도 작성

본 연구에서 개발된SSR마커의 예상되는 위치는 Melon genome 

v3.5.1와 비교하여 mapchart 2.2 (Roeland E.Voorrips, 2002) 소

프트웨어를 통해 제작하였다. ‘단타 PR’ 참외 여교배 집단의 

연관 지도는 소프트웨어 JoinMAP 4.0 (Van Ooijen, 2006)를 이

용하여 진행하였다. Haldane mapping function을 마커의 재조

합 빈도에 대한 genetic distance를 계산하기 위해 사용하였고,  

Table 2 Summary of SSR motif data from the two oriental melon lines

Motif Line
Repeat numbers No. of total 

SSR motif6 7 8 9 10 >10

Mononucleotide

A DantaPR 768017 310837 190374 103967 75519 78284 1526998

Hyangseo1 835992 351210 212054 115304 84365 92668 1691593

C DantaPR 75099 42273 6298 4150 4706 128 132654

Hyangseo1 74325 40937 7340 4902 5384 154 133042

Dinucleotide

AC DantaPR 79 56 28 14 15 22 214

Hyangseo1 66 34 23 16 10 27 176

AT DantaPR 7317 2589 581 490 366 1308 12651

Hyangseo1 8547 3127 577 451 317 1288 14307

CG DantaPR 10 - - - - - 10

Hyangseo1 3 1 - - - - 4

AG DantaPR 177 100 52 40 47 138 554

Hyangseo1 161 77 58 37 31 133 497

Trinucleotide

ATC DantaPR 10 8 1 2 - 26 47

Hyangseo1 15 5 - 4 1 54 79

AAC DantaPR 12 20 8 2 3 214 259

Hyangseo1 15 11 6 6 4 152 194

AGC DantaPR 3 1 1 - - - 5

Hyangseo1 1 1 1 - - - 3

AAT DantaPR 337 135 84 71 41 190 858

Hyangseo1 274 154 111 76 26 172 813

ACT DantaPR 3 2 2 2 2 23 34

Hyangseo1 2 4 2 - 1 3 12

CCG DantaPR 6 27 2 4 3 2 44

Hyangseo1 4 24 2 - - - 30

AAG DantaPR 53 28 33 18 13 116 261

Hyangseo1 68 25 26 20 6 93 238

AGG DantaPR 16 2 3 - - - 21

Hyangseo1 5 2 1 1 2 - 11

ACC DantaPR 2 3 1 - - - 5

Hyangseo1 1 - - - - - 1

ACG DantaPR 1 - - - - - 1

Hyangseo1 2 1 1 - - -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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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부터10.0까지 LOD 값의 따라 분리된 linkage group들 중 

LOD값 3의 linkage group을 유전자 연관 지도 작성에 사용하

였다.

결 과

참외 염기서열 분석

Illumina hiseq 2000 장비를 이용하여 얻어진 ‘단타 PR’ 참외와 

‘향서 1호’ 참외의 염기서열 데이터는, 단타 PR 참외에서 약 

225 × 10⁶reads에 약 22.7 × 10⁹bp의 염기서열이었으며, 향서 1

호 참외에서 약 231 × 10⁶reads에 약 23.4 × 10⁹bp의 염기서열

이었다. 염기 결정 과정 시에 에러율(정확도)를 보여주는 지

표인 Q20(정확도 99%를 의미)이 95%가 넘는 높은 수치를 보

여주고 있는 것이 확인되었다(Table 1).

  염기 결정 과정이 완료된 이후, 참외의 유전체 분석을 위

해 Melon genome v3.5.1를 이용하여 어셈블리를 진행하였다. 

‘단타 PR’ 참외에서 약 191 × 10⁶reads에 약 16.7 × 10⁹bp의 염

기서열이 mapping되어 약 41.06의 mapping depth를 나타내었

으며, ‘향서 1호’ 참외에서 약 200 × 10⁶reads에 약 17.4 × 10⁹bp

의 염기서열이 mapping되어 약 42.97의 mapping depth를 나타

내었다(Table 1). 두 참외 모두 어셈블리 과정에서 mapped 

read가 약 85%를 나타내고 있고, 약 15%의 reads가 어셈블리 

되지 않았으며, 약 81배의 genome coverage를 보였다(Table 1).

  어셈블리 과정에서 ‘단타 PR’ 참외와 ‘향서 1호’ 참외의 

SSR에 대한 데이터를 분석했다(Table 2). ‘단타 PR’ 참외의 

경우 SSR의 분석결과, 전체 SSR 분포에서 mononucleotide 

type의 SSR motif들이 차지하는 비중이 가장 높게 나타났다

(Table 2). 약 99%가 이에 해당되며, 전체 비중에 약 1%정도를 

dinucleotide type 이상의 SSR motif들이 차지하고 있다(Table 

2). Mononucleotide type의 SSR motif들 중에서도 4가지 종류

의 염기 중 아데닌(A)이 차지하는 비중이 가장 높았으며, 

dinucleotide type의 SSR motif에서는 AT의 반복이, trinucleotide 

type의 SSR motif에서는 AAT가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Table 2). ‘향서 1호’ 참외의 SSR 분석에 경

우에도, ‘단타 PR’ 참외와 비슷한 양상을 나타냈다(Table 2). 

다형성마커 개발

‘향서1호’ 참외의 염기서열을 레퍼런스로 하여 ‘단타 PR’ 참

외 염기서열과SSR motif들을 비교 분석하였다. 두 참외의 염

기서열 비교 분석 결과, 각 염색체 별로 SSR및 Indel 다형성 

후보군104,357개와 1,092,436개의 SNP를 확인하였다(Table 3). 

염색체 11번에서 SSR및 Indel의 다형성 후보군과 SNP의 수

는 각각 15,318개와 197,453개로 가장 많은 수를 보였으며, 염

색체 4번에서 SSR및 Indel 다형성 후보군의 수는 4984개, 염

색체 9번에서의 SNP의 수는 33,453개로 12개의 염색체 중에

서 가장 적은 수를 보였다(Table 3).

  확인된 SSR및Indel다형성 후보군들 중에서 총299개의 

SSR다형성 마커와 307개의 Indel 다형성 마커를 선별하였다

(Supplementary Tables 1 and 2). 마커 선별에 있어서 mononucleotide 

motif의 SSR 다형성 후보군들은 제외하였다. 제작된SSR 마

커들의 염색체상에서의 예상되는 위치는 그림으로 제시하

였다(Fig. 1). Indel다형성마커의 경우는 1번 염색체에서 2개, 

2번 염색체에서 57개, 3번 염색체에서 58개, 4번 염색체에서 

19개, 5번 염색체에서 21개, 6번 염색체에서 37개, 7번 염색체

에서 27개, 8번 염색체에서 10개, 9번 염색체에서 6개, 10번 

염색체에서 9개, 11번 염색체에서 29개, 12번 염색체에서 32

개를 제작하였다(Supplementary File 2). 제작된 SSR 다형성 

마커는 ‘단타 PR’ 참외와 ‘향서 1호’ 참외의DNA에 PCR 하여 

전기영동을 통해 증폭되는 DNA 길이 차이에 따른 다형성 

분석을 진행하였고, 그 결과 138개의 SSR 마커와 37개의 

Indel마커가 두 참외 사이에서 다형성을 보였다(Table 4). 염

색체 2번의 경우 다형성을 보인 마커의 수는 0개, 6번 염색체

에서는 3개, 11번 염색체에서는 3개로 다른 염색체 들에 비

해 적은 수의 다형성 마커가 발견 되었다(Table 4).

연관지도

‘단타 PR’ 참외 여교배 분리 집단(BC1)에 138개의 SSR 마커

와 38개의 Indel마커로 유전형 분석을 진행하였다. ‘단타 PR’ 

참외 여교배 분리 집단(BC1)에서 분리를 보이는 SSR 마커의 

수는 87개, Indel마커의 수는 15개로 나타났으며, 이 102개의 

마커를 분리 집단 연관 지도 작성에 이용하였다(Fig. 2). 2.0

부터 10.0까지 LOD 값의 따라 분리된 linkage group들 중에서 

LOD값 3을 가지는 12개의 linkage group을 사용하여 ‘단타 

Table 3 Number of SSR, Indel and SNP in two oriental melon 

lines

Chromosome
Number of SSR 

motifs and Indel 
Number of SNPs 

Chr1 12876 135252

Chr2 14608 166083

Chr3 5277 60188

Chr4 4984 35597

Chr5 5400 39140

Chr6 14172 160285

Chr7 6863 103913

Chr8 7963 74321

Chr9 6051 33453

Chr10 5210 47656

Chr11 15318 197453

Chr12 5635 3909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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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1 The expected locations of the developed SSR markers on the chromosomes

Fig. 2 Genetic linkage map of ‘Danta PR’ BC1 popul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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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4 SSR and Indel marker list in the two oriental melon lines

Type Chromosome Name

SSR

1

chr1-258815, chr1-631524, chr1-2170754, chr1-2348625, chr1-3458710, chr1-3814868, chr1-4096239, 

chr1-4375720, chr1-5306726, chr1-6811131, chr1-7269073, chr1-7737685, chr1-8518817, chr1-9126140, 

chr1-10204486, chr1-16140754, chr1-32767815, chr1-33815824

3
chr3-1147252, chr3-1578661, chr3-29344911, chr3-28998489, chr3-28385612, chr3-25891257, 

chr3-6562088, chr3-6129040, chr3-3175876, chr3-3910475, chr3-5136967, chr3-22722267

4
chr4-1477765, chr4-3815029, chr4-11525549, chr4-13711663, chr4-14305540, chr4-14923731, 

chr4-15489521, chr4-15902926, chr4-3219870, chr4-26971523, chr4-27135515

5

chr5-8749961, chr5-22664135, chr5-22985420, chr5-23093336, chr5-23595700, chr5-24526142, 

chr5-24990491, chr5-25732996, chr5-26698984, chr5-20636593, chr5-20978973, chr5-21357954, 

chr5-21852737, chr5-25800076

6 chr6-739535, chr6-3824409, chr6-7389324

7

chr7-2825823, chr7-3270418, chr7-8177507, chr7-8645267, chr7-8879254, chr7-10295360, 

chr7-12055367, chr7-12679328, chr7-13863498, chr7-14291015, chr7-14591470, chr7-14889037, 

chr7-22137785, chr7-23248577, chr7-24120290, chr7-25084270, chr7-26384747, chr7-26676125

8

chr8-1904003, chr8-2368086, chr8-3759642, chr8-4145166, chr8-4380990, chr8-5020833, chr8-5401654, 

chr8-5835319, chr8-6773258, chr8-7992119, chr8-10022313, chr8-15692671, chr8-21223700, 

chr8-21603881, chr8-21935642

9

chr9-1924820, chr9-2563493, chr9-5771284, chr9-7711825, chr9-18354598, chr9-19338172, 

chr9-19934092, chr9-20788594, chr9-21257019, chr9-21604475, chr9-22041839, chr9-22308903, 

chr9-23160713, chr9-23478144, chr9-23844060

10

chr10-958550, chr10-1755073, chr10-2136238, chr10-2982492, chr10-3475479, chr10-3844299, 

chr10-4600408, chr10-6126207, chr10-13248855, chr10-18234755, chr10-18627928, chr10-19070643, 

chr10-21076549, chr10-21468992, chr10-24925811, chr10-855846, chr10-2543442, chr10-23062238

11 chr11-29652640, chr11-30004000, chr11-30602909

12
chr12-19814217, chr12-19973755, chr12-20102306, chr12-20466961, chr12-22553517, chr12-22669466, 

chr12-22941880, chr12-24925121, chr12-25190987, chr12-25441090, chr12-25587584

Indel

2 chr2-id21, chr2-id31, chr2-id34, chr2-id38, chr2-id42, chr2-id50

3 chr3-id04

5 chr5-id03, chr5-id15

6 chr6-id03, chr6-id04, chr6-id22, chr6-id26, chr6-id27, chr6-id33, chr6-id35

7 chr7-id01, chr7-id02, chr7-id05, chr7-id07, chr7-id15, chr7-id23, chr7-id24, chr7-id27

8 chr8-id03, chr8-id05, chr8-id06, chr8-id07

10 chr10-id04, chr10-id06, chr10-id07

11 chr11-id14, chr11-id18, chr11-id21, chr11-id22, chr11-id24

12 chr12-id13, chr12-id28

Table 5 Genetic linkage map information

Linkage groups Length (cM) No. of markers Average distance (cM)

A 87.0 10 13.5

B 29.2 4 9.73

C 93.4 8 15.56

D 20.8 7 4.16

E 19.5 4 6.5

F 74.5 15 6.77

G 13.3 4 13.3

H 96.6 15 8.05

I 55.3 10 6.14

J 21.1 3 10.55

K 27.3 7 5.46

L 56.6 10 9.43

Total 594.6 97 9.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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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R’ 참외 여교배 분리 집단의 연관 지도를 작성하였다(Fig. 2). 

102개의 마커들 중 qroup을 형성하여 실질적으로 연관 지도

에 포함된 마커의 수는 97개 였다(Table 5). 97개의 마커들은 

총 594.6cM길이를 구성하며 연관 지도가 작성 되었다. 마커 

간 평균 거리는 9.09cM이였으며, 가장 많은 수의 마커를 위

치한 지도의 마커 개수는 15개로 linkage group F와 H였고, 가

장 적은 수의 마커를 위치한 지도의 마커 개수는 3개로 

linkage group J였다. 각 linkage group 간 가장 긴 거리 차이를 

가지는 group은 linkage group G와 H로 73.3cM의 차이를 가졌

다(Table 5).

결 론

본 연구는 중국 참외 계통과 국내 참외 계통 사이에서 다형

성 마커를 개발하기 위한 것이 목적으로 중국 참외인 ‘향서 1

호’와 국내 참외인 ‘단타 PR’을 비교 대상으로 선별 하였다. 

두 참외 계통 간 염기서열 비교 결과에서 SSR및 Indel다형성 

후보군들을 확인하였고, 그 중 mononucleotide motif의 SSR이 

가장 많이 존재하는 것을 확인하였다. 그러나 mononucleotide 

motif의 SSR의 경우 일반적으로 다형성을 보이지 않은 경우

가 많이 존재한다고 알려져 있다(Chen et al. 2013). 짧은 motif

는 PCR과정에서 slipped-strand mispairing (stuttering)이 일어나 

genotyping에 오류를 일으킬 수 있다. 따라서 mononucleotide 

motif의 SSR이 가장 많은 SSR 분포를 보이고 있지만 두 참외 

계통간 다형성을 보이기에는 어려울 것으로 판단되어, 마커

를 제작함에 있어 mononucleotide motif의 SSR들은 제외하고 

dinucleotide motif의 SSR과 trinucleotide motif의 SSR을 선별하

여 마커를 제작하였다. 

  SSR마커들을 제작함에 있어, 전체 염색체에 골고루 위치

하도록 하기 위하여 각 염색체 당 약 25개의 마커를 제작하

였다. ‘단타 PR’ 참외와 ‘향서 1호’ 참외 사이에서 제작한 

SSR 마커들의 다형성을 확인한 결과, 염색체 2번과 6번, 11

번에 해당하는 염색체는 다른 염색체들에 비해 SSR motif를 

대상으로 적은 변이를 가지고 있기에 적은 수의 마커가 다형

성을 보인 것으로 판단된다. 두 계통의 참외 사이에서 다형

성을 보인 Indel 마커의 수는 38개로 비슷한 수로 제작한 SSR

다형성 마커의 수 138개에 비해 상대적으로 적은 수를 보였

다. 이것은 일루미나 시퀀싱이 가지는 에러율이 높기 때문

이라 생각된다(Manley et al. 2016). 일루미나 시퀀싱 에러의 

이유에는 잘못된 염기의 첨가나 PCR에 의한 부정확한 증폭, 

잘못된 형광강도에 의한 잘못된 산출 등이 있고, 이러한 에

러 때문에 Indel이 존재하는 것으로 보였을 것이라 생각된다.

유전자 연관 지도 작성 결과, linkage group D 와 E 에서 염색

체 5 번이, linkage group F 와 G 에서 염색체 7 번이, linkage 

group J 와 K 에서 염색체 10 번이 연관 지도 형성에서 나누어

지는 것이 확인 되었다. 이는 linkage group 을 형성하는데 충

분히 가까운 거리의 마커가 없어 독립적으로 group 을 형성

하였기 때문이라 생각된다. 염색체 2 번과 6 번, 11 번에 해당

하는 유전자 지도가 형성되지 않음을 보였는데, 이것은 해

당 염색체에 다형성 마커의 수가 적기 때문이라고 판단된다.

  본 연구는 중국과 국산 두 참외 계통의 게놈을 resequencing

하여 299 개의 SSR 과 307 개의 Indel 다형성 마커를 확보했

고, 유전자 연관 지도를 작성할 수 있었다. 그러나 연관 지도 

작성 결과, 충분한 마커로 확보하지 못한 염색체가 존재했

다. 이러한 부분을 보안하기 위해서는 추가적인 SSR 및 

Indel 마커를 개발하거나, SNP 후보군들을 이용하여 유전자 

지도의 부족한 부분을 채워줄 새로운 마커를 개발하는 것이 

도움이 될 것이라 생각한다. SSR 마커의 경우 유전체 상에서 

반복서열의 횟수에 따라 다형성을 보이며 근연 종 내에서 마

커의 호환성을 갖는다고 알려져 있다(Um et al. 2016). 따라서 

본 연구에서 개발된 299 개의 SSR 마커는 ‘향서 1 호’와 ‘단

타 PR’ 참외 이외의 참외 계통에도 적용할 수 있을 것이라 판

단되며, 새로운 참외 품종을 개발하기 위한 분자 마커로서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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