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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 언 

1. 연구의 필요성 

가， 복분자(Rubus coreanus Miq.)는 우리나라에서 자생하는 나무딸기의 일종이며 재 

래종과 유사한 외 래종으로는 black raspberry(Rubus occiden띠lis L.), red 

raspberry(Rubus idaeus L), blackberry(Rubus laciniatus Willd} , 산딸기 (Rubus 

cra따egifolius Bunge)퉁이 있다. 구미 지역에서는 black raspberry, red 

raspberry, blackberry 퉁이 소형과수로 재배되고 있으며 과실에 함유된 기능성 

성분의 항산화 및 항암 효능이 알려지면서 재배면적과 소비가 지속적으로 중가 

하고 있다(Narayanan et al. , 1999; Liu et al., 2002; Wedge et al., 2001). 

나. 복분자는 전통적 한약재로서 뿐만 아니라 최근 기능성식품 소재로서의 우수성이 

인정되어 유망 소득 작물로서의 개발 가능성이 확인되고 있다 이에 따라 복분자 

의 재배와 복분자 상품의 개발이 활발해지면서 생산 지역 간 치열한 경쟁양상올 

보이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재래종(Rubus coreanus Miq.) 복분자의 경우는 

외래종(Rubus occidentalis L.) 복분자 보다 색택이 약하고， 수량성이 떨어지며 

과실이 작아 널리 이용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이러한 일련의 문제점들로 인 

해 우리나라 대부분에서 재배되고 있는 복분자 나무는 외 래종이 주류를 이루고 

있으며 재래종 복분자에 대한 과학적 연구는 거의 전무한 실정이다 

다 기술적 측연 

(1) 복분자에는 카본(C따vone)， 당류 및 소량의 비타민 C가 함유되어 있다. 청량(淸 

째) . 지갈(止喝) . 강장약(행배:藥) 둥으로 사용되며， 신기허약， 음위， 정력중진， 강 

정， 당뇨， 조갈， 퉁에 효능이 있으며， 건조품은 정력강퇴， 신경쇠약， 이명 동에 효 

능이 있으며， 생것은 여성의 피부미용， 시력장애， 둥에 효능이 있는 것으로 알려 

져 있다(정보섭과 신민교， 1998}. 특히 복분자는 당뇨병과 성기능 감퇴에 사용되 

며， 탄닌(tannin) ， 디테르펜(비teπ>ene) ， 카테킨 (catechin) 성분이 분리되어서 보고 

된 바 있다. 또한 고전문헌， 즉 명의별록， 당본본초， 약성론， 본초종신록 퉁에도 

복분자는 기성성뿐만 아니라 약효가 뛰어난 것으로 알려져 한약재로 이미 널리 

사용되고 있는 식물로서 주로 미숙과를 이용하고 있으나 최근 식품으로서 가장 

먼저 완숙과를 이용하여 술을 개발하여 폭발적인 인기를 누리고 있는 실정으로 

현재는 주로 알코올 강화 포도주만올 개발하여 시판하고 있다. 한편 과거 소득 

작물 개발정책 차원에서 외국으로부터 도입하여 재배되고 있는 외래종 복분자 

는 작물육종학적 특성이 재래종과 전혀 비교 조사되어 있지 않다. 따라서 현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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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나라에서 재배되고 있는 외래종 복분자와 유연관계를 조사하여 우리나라 

재래종 복분자의 작물적 기원올 정확히 동정하는 동시에 재래종 복분자가 가지 

는 고부가가치 유전자 정보 구축이 절실히 필요한 실정이다. 

(2) 작물의 기원 식물중에 대한 정확한 정보는 생산물의 유통과 유전저원의 관리 

및 품종개량 연구에 필수적인 매우 중요한 기초 정보이다 현재 복분자는 대부 

분 영양번식을 통하여 육성한 묘가 분양되어 재배되고 있다 따라서 복분자의 

작물적 기원을 조사하기 위해서는 영양번식 식물로의 유전특성도 함께 고려하 

여 핵질뿐만 아니라 세포질 유전체의 특성을 조사하여 작물적 기원쓸 구명하여 

야 한다 아울러 복분자 재배단지 놓업인과 관할 농업기술센터 관계자들도 합리 

적인 복분자 다수확 방법의 확립과 다양한 우수형질도입 품종 개발의 필요성을 

호소하고 있다. 특히， 복분자 수확시 가장 큰 문제점으로 지적되고 있는 가시， 

복분자 가공 시 문제가 되는 단단한 씨를 비롯해 재래종이 갖는 낮은 색택과 

당도퉁이 시급히 해결할 문제로 지적되고 있다 

(3) 복분자와 유사한 소형과수인 나무딸기 (raspbeny 류)의 대표적인 기능성 성분은 

phenyl propanoids(caffeiate) , flavonoids(anthocynin, rutin)와 수용성 탄닌 

(ellagic acid)이 다(Narayanan et 머， 1999; Liu et al. , 2002; Wedge et 머.， 2(01) 

이들 과실의 고기능성과 관련하여 특기할 사항은 이들 성분이 나무딸기의 고유 

한 성분은 아니지만 타 작물보다 함량이 매우 높다는 점이다. 즉 고역가 항산화 

성분의 고함량이 기능성의 주요 원인이다. 따라서 복분자에서도 기능성 성분의 

함량올 조사하고 복분자의 기놓서의 과학적 근거를 제시하는 한편 합량올 증진 

시키기 위한 유전 육종학적 연구가 절실히 필요하다. 

(4) 지속가능성이 화두가 되어 있는 현대사회에서 농업분야도 예외가 펼 수 없다. 
농업에 의한 환경오염의 경감과 농산물의 안전성 제고를 위해서도 저투입 지속 

가능농법이 필수적이다. 국산 복분자 상품의 국내외에서의 경쟁력 확보를 위해 

서는 친환경 농자재의 적정한 활용올 통하여 복분자의 기능성을 향상시킬 수 

있는 친환경농법의 개발이 매우 중요하다. 한편 어떠한 산업도 안정적 수요의 

창출없이는 발전의 여지가 없다， 지속적 수요의 창출은 생산물의 고푼질화와 소 

비자의 욕구에 부흥하는 과학적 정보의 제공이 중요하다. 소비자에게 친환경농 

산물의 기능성올 해명할 수 있는 과학적 정보를 제공하는 한편 복분자연구의 

지속적 발전에 필요한 고급지식정보 기반올 확충하기 위해서는 기능성성분 생 

합성 유전자를 확보하고 발현 조절 특성 올 구명 하여 홍보용 유용 정 보와 품종 

개량 소재로 활용할 펼요가 있다. 아울러 날로 치열해 지고 있는 생울 유전자원 

의 개량 및 보호는 2003년 11월에 개최된 FAO총회에서 채택된 식량 및 놓업을 

t a 



위한 식물 유전자원 국제조약CIT-PGRFA; The lnternational Treaty on Plant 

Genetic Resources for Food and Agric띠ture)으로 국가간의 유전자원 전쟁은 

더욱 치열해 지고 있다. 따라서 재래종 유전자원을 이용한 품질개발은 차세대 

국가 성장동력으로 크게 기여할 것이다. 

라 경제 • 산업적 측면 

복분자의 전국적인 재배연적은 전북 고창을 중심으로 1998년도 40ha에서 기하 

급수적으로 증가하여 2004년 현재 전국적으로 1040ha에 달하며 농촌 소득증대에 

중요한 소득원으로 자리 잡고 있다. 전국 복분자생산량의 약 50%는 전라북도 고 

창일대에서 생산되고 있으며. 2005년도 전국 복분자 생산량은 약 3천톤에 이르 

고 있다 또한 국내 굴지의 식음료회사가 복분자를 소재로 한 제품을 개발하면서 

복분자 수요가 급속히 중가하고 있고 2004년도 대미 수출로 1200만 달러의 계 약고 

를 달성했다. 이와 같이 복분자는 국내 농가의 새로운 소득 증대원으로 자리 잡 

고 있을 뿐만 아니라 산업적 활용이 넓어 관련 산업체의 활성화에도 크게 기여 

할 것으로 생각된다. 국내에서 재배되는 대부분의 복분자 품종은 외국품종으로 

품종보호권이 지정되면 엄청난 로얄티 지급이 요구되기 때문에 재래종 복분자의 

우량품종 육성이 시급히 요구되고 있다. 따라서 재래종 복분자의 품종육성은 외 

국품종을 대체하는 효과가 있을 뿐만 아니라 재래종이 갖는 고요한 유전적 특성 

을 외래총과 비교 분석하여 유사성과 차별성 정도를 정확히 파악하여 유전주권 

의 확보 및 향후 재래총을 이용한 개발제품에 대한 이용료 징수도 가능하리라 

생각된다. 

마 사회 ·문화적 측면 

복분자에 고역가 항산화활성 및 항암활성 성분이 함유되어 있는 것이 알려지 

면서 미국과 유럽에서는 복분자의 생과실 및 다양한 형태의 식음료 상품의 수요 

가 급속히 중가하고 있다 이러한 현상은 식품의 건강 기능성이 소비자의 식품 

선택기준으로서 매우 중요함올 시사한다 그러므로 재래종 복분자의 우량 품종육 

성과 이를 증명하는 유전학적 특성을 외래종과 비교분석하여 차별화하고 재래종 

의 우수성올 이용해 품종의 국제화를 이루고 관련 개발제품들을 국내 고유 브랜 

드로 수출할 수 있을 것이다 따라서 재래종 복분자의 품종 개발 및 기능성 성분 

과 이와 관련된 유전자에 대한 DB구축이 절실하며 이를 이용해 복분조의 웅용 

연구 및 상업화에 다양한 용도로 활용할 수 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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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연구개발의 목표와 내용 

가. 재래종 복분자의 신품종 개발 및 작물유전학적 특성을 규명하여 고유 품종에 대 

한 근거를 확보함으로써 유전자원의 주권확보 및 재래종의 산업화 추진으로 새 

로운 소득 작목을 개발한다 

나. 방사선 돌연변이원을 이용해 우수형질 돌연변이체를 선발하여 고기능성 복분다 

나무를 개발한다 특히， 가시없는 개체， 가시 많은 개체， 씨없는 개체， 유효성분의 

고함량 개체 및 고당도 함유 개체 선발에 중점을 두고 개발한다 

다 종속 간 교배 및 조직배양 기술을 이용해 복분자 우량 품종을 선발하고 조직배 

양올 통해 재분화 기술이 확립되연 방사선 기술과 융합하여 복분자 신풍종올 개 

발한다. 

라 재래종과 외래종 복분자의 유전적 배경을 핵질 및 세포질 유전체의 비교분석을 

통하여 구명하고 복분자에 함유되어 있는 기능성 성분함량올 증진하기 위하여 

기능성성분 생합성에 관여하는 유전자를 분리하고 발현 특성을 구명하여 고기느 

엉 복분자 친환경농법 및 품종개발에 필요한 유용 정보와 소재로 활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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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사 

1. Rubus의 교잡육종 연구는 미국에서 1800년경부터 본격적으로 이루어 졌고 

1950-60년경에 캐나다와 영국을 중심으로 수확량， 내한성， 내병충성에 대한 유용한 

형질을 도입하기 위해 활발하게 이루어져 왔다. 이러한 외국의 활발한 육종연구에 

비해 우리나라의 경우는 국립산림과학원에서 1996년부터 분리육종을 시행해 오고 

있지만 목적형질을 위한 변이폭이 작아 품종개량에 한계가 있어 돌연변이 육종을 

통한 재래종 복분자의 품종 육성이 절실히 요구된다 

2 국외 기술 현황 · 외국에서는 교잡육종을 통한 raspberry류의 신품종 개발이 활발 

히 이루어지고 있으며 이를 이용한 다양한 개발 제품들이 판매되고 있다 또한 조 

직배양올 통한 생물공학적 개량이 필요한 형질전환(미북서부 소형과실연구센터 

(NCSFR) 연구보고서， 2(02) 및 기능성성분 생합성 관여 유전자 발현에 관한 연구 

가 활발히 진행되고 있다(Jaakola et al., 2(02) 아울러 효과적인 분자육종올 실시 

하기 위 해 AFLP (Amplified Fragment Length Polymorphism), 

genomic-SSR{Simple Sequence Repeat), EST- SSR marker퉁을 이 용해 

QTL(Quantitative Trait 1ρci) 분석을 실시하고 이를 이용해 유전자연관지도 

(Genetic Linkage Map)를 만들고 있다(Graham et a1., 2004). 

3. 국내 기술 현황 : 국내에서는 유일하게 국립산림과학원에서 1996년부터 전국에 분 

포해 있는 복분자 나무를 수집해 분리육종을 시행해 오고 있지만 목적형질올 위한 

변이폭이 작아 품종개량에 한계가 있다. 또한 재래종 복분자의 정체성 확보， 과수 

작목화를 통한 체계적 발전 지원 방안 수립 및 외래종 복분자와의 구분에 필요한 

재래종 복분자의 유전적 특성에 대한 과학적 중거가 전혀 확보되어 있지 않다. 일 

례로 재래종 복분자의 경우는 염색체 수도 정확히 모르고 핵형분석등이 전혀 이루 

어지고 있지 않다. 일부 외래종 복분자의 경우 외국에서 일부 조직배양 실험이 실 

시되고 있지만 국재 재래종 복분자의 경우 조직배양 기술이 국내에선 전혀 연구되 

고 있지 않다. 아울러 일부에서 진행되는 복분자 열매의 기능성 연구 또한 대부분 

이 외래종 복분자를 이용한 연구이고 재래종 복분자에 대한 기능성 연구는 현재 

거의 이루어지고 있지 않는 실정이다 

4. 문제점. 현재 진행되고 있는 복분자 나무의 육종은 분리유종과 교잡육종이 주류를 

이루고 있는데 분리육종의 경우 목적형질을 위한 변이 폭이 작아 품종개량에 한계 

점이 있고 교잡육종의 경우는 높은 개발비와 특정 유전자의 변이를 유발시킬 수 

없는 단점이 있다. 따라서 영양번식 식물의 변이 적용성이 용이하고 상동， 비상동 

염색체사이에 염색체 단면들을 치환하기기 쉽고 특정 유전자의 변이를 용이하게 

。
。



실행할 수 있는 방사선 돌연변이 육종기술의 기존의 육종방법의 문제점들올 보완 

하여 신품종 개발을 할 수 있는 효과적인 방법이라 생각된다 

5. RAPD (Random Amplified Polymorphic DNA) 해산지문 조사 

분자 유전학적 기술이 작물 육종에 기여하는 주요한 기능 중 하나는 분자 유전 

표지인자를 이용하여 육종과정 혹은 식물의 유전적 특성을 판별하고 분류하는， 품 

종 및 계통의 분리에서 선발 효율을 중진시키는 것이다 (Seller and Bechmann, 

1983). 그러나 외부의 형태적 표현 형질의 차이보다 생화화적， 분자 생올학적 동정 

방법인 단백질， 동위효소 분석 둥을 이용하는 형태적 형질과 양적 형질을 수리화 

하고자 하였으나 이러한 분류방법은 객관성， 정확도가 부족할 우려가 있으며， 그 적 

용성이 높지 못하는 단점이 있다 (Markert and Møller, 1959) ‘ 이러한 결접올 보완 

하고자 최근 분자 생물학적 기술을 도입하여 근연간 유연관계 (Graham and 

McNicol, 1995), 품종분류(Lee et 머 , 1998), 작물의 유전자 지 도작성 (Pieteret et al., 

1995) 및 질적， 양적 형질의 유용표지인자 개발(Koh et al. , 1996) 둥에 활용하고 있 

다. 

DNA 표지 인자는 종속내 무수히 많이 존재하는 DNA 다형화 현상올 탐지하여 

개발하는 것으로 RFLP(Restriction Fragment Length Polymorphism) , 

RAPD(Random Amplified Polymorphic DNA), AFLP(Amplified Fragment Length 

Polymorphism) 동의 방법이 많이 응용되고 있다 RFLP 분석은 게놈(genome)내 

DNA 특정부위에서의 변이 존재 유무를 추적하는 방법으로DNA를 제한 효소로 절 

단했올 때 발생하는 DNA 절편들의 길이 차이를 Southem blot 분석으로 구명하는 

데 그 바탕을 둔다 그러나 RFLP법은 Southem blot hybridization 방법에 의해 감 

지해야 하므로 매우 많은 시간파 노력이 요구되어 방대한 재료 분석에는 부적합하 

다 이를 보완하기 위하여 개발된 RAPD 기술은 임의로 제작된 짧은 pnmer를 이용 

하여 상보성 있는 DNA의 특정 부위를 PCR 기술을 이용하여 중폭시키는 것으로 

RELP에 비해 DNA polymorphism을 보기가 용이하여 보다 다수의 표지인자를 동 

시에 개발할 수도 있고， 단 하나의 DNA 절연까지도 중폭되어 band로 나타날 수 

있을 정도로 그 감웅도가 높고 소량의 DNA만으로도 수행이 가놓하여 시험과정이 

빠르고 안전하여 대규모 집단의 screerung에 효과적이라는 장점이 있다 (김아진， 

2α)()). 본 연구에서는 RAPD 방법을 이용하여 다수의 Rubus 속 식물들의 유전자형 

올 감별하고， Rubus 속 식물들의 품종의 계보를 추적하여 Rubus 속 식물들의 유전 

자형간 유전적 관련성을 추정하고자 하였다. 

6. ITS (Intemal Transcribed Spacers) 지역 핵산지문 조사 

식물체의 DNA는 존재 위치에 따라 핵질 DNA(nDNA)와 세포 소기관내의 세 

포질 DNA(cp DNA) 및 미토콘드리아 DNA(mt DNA)로 구분되어진다- 그러나 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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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콘드리아 DNA(mt DNA)는 식물체에서의 분자유저학적 연구 방법상 적합하지 않 

은 구조 및 방법론 퉁에 의해 (P외mer， 1992) 현재 식물 분자계통학에서는 핵질 

DNA와 세포질 DNA가 중요한 계통학적 도구로 가장 폭넓게 사용되고 있다 핵질 

DNA 중 현재까지 계통학적 유연관계를 가잘 잘 반영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는 핵 

리보조옴 DNA(nr DNA)의 구조를 보면 각 unit는 18S nuclear rDNA, Intemal 

Transcribed Spacers (ITS) 1, 5.8S rDNA, Intemal Transcribed Spacers(ITS) 2, 

26S nuclear rDNA이 Tandern1y repeated sequence로 구생 되 어 있다(Fig. 2) 이 들 

중 18S nuclear rDNA, 5.8S rDNA, 26S nuclear rDNA 퉁의 coding region은 

sequence가 매우 보존적 인 데 반해 ITS (InteπJal Transcribed Spacers) 둥은 속， 총 

및 경우에 따라서는 개체간에도 sequence에 차이는 보이는 퉁 비교적 변이가 심한 

지역이다. 따라서 핵리보조옴 DNA는 과 이상의 상위 분류군의 연구(Baldwin ， 

1992) 뿐만 아니 라 속 이 하의 하위 분류군의 연구(Crisci et al. , 1990) 혹은 근연종 

간의 기원에 관한 연구(Ainouche and Bayer, 1999)둥에서도 폭넓게 이용되고 있다 

특히 ITS regions는 길이의 변이가 보존적이면서 sequence에 변이가 관찰되는 

관계로 계통수 수립에 매우 유용한 재료로 알려지고 있다 (Gonzalez et al., 1990). 

또한 핵리보조옴 DNA는 식물체내에 다량 존재하고 연속배열하는 구조적 특성 때 

문에 비교적 용이하게 추출할 수 있으며 더욱이 White et al. (1990) 퉁이 핵리보조 

옴 DNA에 대한 PCR 기술을 발전시킨 이후 연구가 더욱 활기를 띄게 되었다 (방 

찬국， 2(05) 이와 같이 DNA 추출이 용이해짐에 따라 Rubus 속 식물들의 미량의 

재료로부터 핵리보조옴 DNA의 연구가 가능해지게 되었으며 이로 인하여 Rubus 

속 식물의 핵질 DNA의 유사성 비교가 가능하다고 예상된다 

7. SSCP(Single Strand Conformation Polymorphism analysis)에 의 한 엽 록체 유전체 

의 유사성 조사 

엽록체 DNA(cp DNA)는 유전자의 배역， 구조 및 크기 퉁에 있어서 매우 보전 

족이며 세포내에 많은 수가 존재하고 핵에 비하여 상대적으로 크기가 작아 시험이 

용이한 이유 외에도 이미 Marchantia(Ohyama et 외， 1986), 담배 (Shinoz와이 et al., 

1986), 벼 (Hirats따m et 려.， 1989) 풍의 작물로서 중요한 의미를 지니는 여러 식물에 

서 엽록체 DNA의 전체 염기서열이 분석되어 비교 연구가 가능하기 때문에 엽록체 

DNA의 염기서열 분석은 식물 계통수의 재건설에 매우 유용한 방법이라는 것이 입 

중되고 있다 (Crawford et al. , 1992). 일반적으로 많은 식물에서 모계 유전에 의한 

유전자의 전달로 알려져 있는 엽록체 DNA의 염기서열 진화는 핵이나 미토론드리 

아 DNA보다 느린 것으로 알려져 있고(Ngan et 따， 1999) 광범위한 범위의 분류 계 

급의 연구에 이용되고 있다. 한편 많은 유전자들이 밀집된 고리 모양의 엽록체 

DNA 중에서 분자 계통학적 연구에 가장 많이 이용된 것은 광합성 명반응에 관여 

하는 atpB- rbcL spacer 지역 이다 (Doyle et al., 1991) 또한 엽록체 DNA 중 단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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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전자로로 크기가 작고 진화 속도가 비교적 빠른 것으로 알려져 있는 tmL-trnF 

spacer 지역과 tmT-trnL spacer 지역 둥이 科 이하의 분류학적 문제 해결에 매우 

유용한 도구로 이용되고 있다. 따라서 Rubus 속 식물들의 엽록체 DNA의 세 지역 

atpB-rbcL spacer 지역 tmL-tmF spacer 지역 그리고 tmT-tmL spacer 지역의 
염기서열 변이에 근거하여 계통학적 연구의 科 이하의 하위 분류군 범주에서 이용 

이 가능하다고 판단되어진다. 

8 키토산처리가 기능성 성분 함량에 미치는 효과 
우리나라에서 시행되고 있는 유기， 자연농업 기술은 시대적 요구와 흐름에 따라 

농약과 화학비료를 사용하지 않거나 혹은 사용량을 절감하면서 천연 농자재를 활용 

하는 영농으로 수량중대， 병해충방제， 품질향상 동을 추구하고 있다 천연 놓자재 

및 기술에 대한 객관적인 효과검중이나 연구는 미비한 실정으로 주로 관련기관에서 

의 현장 기술을 중심으로 교육， 자재공급， 자재 제조 방법 퉁의 기술이 보급되고 있 

다 또한 작물 생육에 필요한 영양분 공급을 유기， 자연농법에서는 목탄， 목초액， 왕 

겨， 왕겨초액， 키토산 동 여러 친환경 자재를 통하여 이용하고 있으나 작목별 사용 

농도， 사용시기， 사용량 퉁 사용기술은 다른 화학비료처럽 체계화되지 않았다. 이중 

키토산은 병원균 세포벽의 특이한 부위에 결합하여 병원균의 생육올 저해하는 동시 

에 식물세포 DNA를 할성화하고 가스분해 효소 및 Phytoalexin의 생합성 효소， 

protease 저해물질， 향균 단백질 동의 생합성올 높이는 동 식물의 자기방어기구 발 
현을 유도하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키토산의 농작물에 대한 용용연구로써 福井

(1984)의 무， 감자， 고구마， 마늘， 상추의 생장촉진 효과와 벼에 관한 연구(Kenneith， 

1996)에서 키토산 처리로 중수효과가 나타났지만 키토산 처리에 의한 중수 원인은 

명확히 규명되지 않았는데 엽색이나 초장에는 영향을 주시 않고， 생식생장에 영향 

을 준다고 하였다(홍상필 둥， 1998) 

식물은 그 구성성분으로서 키틴파 키토산을 함유하고 있지 않지만 그들을 분해 

하는 효소인 chitinase를 갖고 있다. 키토산을 식물에 접촉시키면 식물은 키틴과 키 

토산으로 구성된 병원균이 공격해오는 것으로 인식하여 자기방어 기능으로 각종 효 

소 활성이 높아짐과 동시에 병원균에 대한 저항성이 높아진다고 하나 현재까지 키 

토산에 의한 성장 촉진 효과의 메카니즘을 직접적으로 설명한 보고는 없다 (문영 

훈， 2004). 이러한 결과를 종합하여 볼 때 우리나라에서 복분자 재배시 복분자의 품 

질과 안전성을 친환경적으로 중진하기 위하여 복분자 재배에 키토산의 이용가능성 

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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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문제목 (Title) 

방사선 돌연변이 원 이용 재래종 복분자 

신품종 개발 

Development of new Korea black raspberry using radiation mutagen 

영 문요약 (Summary) 

The gamma irradiation as a 100 Gy lead to mutate Bokbunja seed as well as 

induction of germination, in addition, the optimum condition for inducing mutation is 

that H2S04 should be treated after gamma irradiation in vivo 

The comparison of morphological characteristics between Rubus coreanus and 

Rubus occidentalis was carried out and these two species are quite different that 

is, number of cortex cells in Rubus occidentalis are much higher than Rubus 

coreanus. The comp뻐son of chernical characteristics between Rubus coreanus and 

Rubus occidentalis was carried out. Rubus occidentalis highly contained glucose, 

xylose, and arabinose, and well developed secondary cell wall compared with Rubus 

coreanus. In addition, Rubus occidentalis would be faster growing than Rubus 

coreanus based on the results of nitrobenzene oxidation analysis. 

Rubus are classified into 4 developing fruit stages such as green , yellow, red, 

and black color. The anthocyanin content was increased together with maturation, 

that is black color fruit is the highest anthocyanin content. 

Two genes such as cinnamate 4-hydroxylase (C4H) and flavanone 

3- hydroxylase (F3H) were is이ated and observed their localization using a TEM. 

The full length cDNA of C4H has a 1,515 bp open reading frame (ORF), together 

with 1,098 bp of F3H. The expression of both genes were observable throughout 

the ripening but were remarkably reduced at yellowing stage. In epicarp and 

mesocarp regions, the gold particles of C4H and F3H proteins were rninute at all 

stages of fruit development. However, in endocarp, the gold particles in both C암f 

and F3H proteins were more frequent than that of in epicarp and mesocarp 

regions. These pattems were very sirnilar to all stages of fruit development in 

C4H, but gold particles of F3H in black fruit were more than 2 folds as compar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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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o other stages if fruit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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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재료 및 방법 

1. 이 실험에 사용된 재래총(Rubus coreanus)과 재배종 복분자(Rubus sp)는 고창군 

농업기술센터 복분자 시험장에서 키운 시료를 사용하였고 외래종 복분자(Rubus 

occidentalis)는 전북대 유리온실에서 키운 시료를 사용하였다. 본 실험에 사용된 모 

든 시 료는 사용하기 전까지 -80.C에 서 보관하였다. 

2. Southern blot analysis 

genomic DNA는 복분자 잎에서 CTAB 방법 (Doyle and Doyle, 1987)으로 분리 

하였다. 10 μg 씩을 분취하여 각각의 제한효소로 37"C에서 밤새도록 절단한다. 그 

리고 각각을 0.8% agarose gel에 전기영통한 후 capillary transfer 방법 (Sambrook， 

2001)으로 genomic DNA를 양전하를 띤 나일론 membrane(Zeta-Probe blotting 

membrane; Bio- Rad, CA, USA)에 이동시킨다. 제조자의 지시에 따라 

DIG-ll-dUTP를 가지 는 cDNA probe를 PCR Digoxigenin(DIG) probe 합성 

kit(Roche; Mannheim, Germany)를 사용하여 제작하였다 Hybridization은 DIG 

Easy Hyb(Roche; Mannheim, Germany)를 이용하여 50.C에서 밤새도록 수행하였 

다. 세척은 실온에서 5분 동안 washing buffer H2X SSC, 0.1% SDS (w/v))로 두 

번 세 척 한 후， 68.C에 서 15분 동안 washing buffer II(O.lX SSC, 0.1% SDS (w/v)) 

로 두 번 세척하였다 검출은 DIG Nucleic Acid Detection Kit(Roche; Mannheim, 

Germany)를 이용하였다. 

3. Reverse transcription (RT)- PCR. 

RNA는 복분자 과실로부터 CTAB 방법 (Ja와mla et 머.， 2(01)을 통해 분리하였 

다. 1 μg의 총 RNA를 주형으로 사용하여 Maxime RT prernix kit(iNtRON 

BIOTECHNOLOGY, Seongnam, Korea)를 이용한 RT 시스템에서 450C에서 60분 

동안 cDNA를 합성하였다. 그리고 유전자 특이적 프라이머를 가지고 Maxime PCR 

PreMix kit(i-StarTaq)을 이용하여 PCR 올 수행하였다 PCR 반웅의 조건은 다음 

과 같다 940C에서 2분， 1회; 940C에서 20초， 600C에서 20초， 720C에서 l분， 30회; 

720C에서 5분， 1회， 그리고 40 C 유지 이 실험에 사용된 총 RNA양과 cDNA 합성의 

효율을 보정하기 위해서 Rubus sp. Histone h3 유전자(GenBank accession no. 

AF304365, Kumar and Ellis, 2(01)를 사용하였다. RT-PCR은 적어도 3번 반복하였 

다. 

4 안토시아닌 함량 분석 

복분자 과실 생 플 0.1 g올 300 μL의 추출 b띠fer(7% HCl in methano!)를 사용하 

여 40C에서 밤새도록 추출하였다 200 μL의 물올 추출물에 첨가한 후 혼합하였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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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00 xg에서 10분 동안 원심분리하였다. 에탄올에 1% HCl이 용해되어 있는 용액 

600 μL를 400 μL의 원심분리한 상퉁액에 첨가하고 20，α)()g에서 10분 동안 원심분 

리 한다. 안토시 아닌 분석 은 이 전에 보고된 방법 (Tanaka et al., 1997; M따tin et al. , 

2002; Lee et al., 2005)에 의하여 수행하였다. 안토시아닌 함량은 As3o- 0.33Aæ7 계산 

식으로부터 결정하였다. 

5. 리그닌 함량 분석 

마쇄한 복분자 시료를 soxl꾀et 추출기를 이용하여 알코올-벤젠 (1:2, v/ v) 용매 

로 24시간 추출한 후 화학분석 시료로 사용하였다. 리그닌 함량 분석은 

acetylbonnide 방법을 사용하여 측정하였다. acetylbrornide 방법은 5 mg의 시료를 

25% acetylbromide 용액 2.5 mL과 혼합한 후 72% HCI04 0.1 mL를 가하여 잘 혼 

합한다. 시료가 들어있는 혼합용액을 700C에서 매 10분 간격으로 잘 혼합하여 총 

30분간 반웅시킨 후 얼음으로 즉시 냉각시킨다. 냉각시킨 흔합용액을 2M NaOH 10 

mL과 아세트산올 이용하여 총 용액의 양을 50 mL로 맞춘다. 시료용액을 280 nm 

에서 홉광광도계로 측정하여 아래와 같은 계산식으로 리그난 함량을 구한다 

(Ijyama and Wallis, 1990). 

(AbS- AbB) x Vx 100 
Lignm(%) = a × W 

AbS: 시료의 홉광도， AbB: Blank 홉광도， V: 총 용량(mL)， a: 홉광계수 20, 아끼 시료 

무게 (mg) 

6 중성당 분석 
완전하게 건조된 시 료 30 mg을 40 mL 시 험 관에 72% 황산 0.25 mL와 함께 넣 

어 10분간 잘 혼합하여 실내온도 아래서 45분간 정치시킨다‘ 증류수를 황산용액이 

4%되도록 첨가한 후 autoclave에 넣어 1210C에 1시간 반웅시킨다. 반웅이 종료되면 

실내온도에서 냉각시킨 후 내부표준용액인 inosito](l g/50 mL 증류수)를 0.1 mL 

첨가한다.15 M 암모니아 용액을 pH 7이 될 때까지 첨가하여 중화시킨 후 0.2 mL 

의 시료용액을 20 mL 시험관에 넣는다. 만약 pH 7이 넘게되면 4 HCl로 보정한다 

0.2 mL의 시료용액이 들어있는 시험관에 NaBfu용액 (2 g NaBfu!loo mL DMSO: 

dimethylsulfoxide) 1 mL을 첨가하고 18 M 아세트산을 거품이 없을 때까지 넣는다 

(약 0.1 mL) 연속적으로 methylirnmidazol 0.2 mL과 무수 아세트산 2 mL을 넣은 

후 실내온도에서 10분간 정치시킨 후 5 mL의 중류수를 넣어 냉각시킨다. 냉각된 

시료 혼합용액에 dichloromethan을 약 1-2 mL 넣어 격렬하게 혼합한 후 아래충에 

있는 dichloromethan층을 유리피멧으로 뽑아서 작은 유리병으로 옮겨 Na2S04를 이 

용해 물을 완전히 제거한 다음 질소가스를 이용해 dichloromethan을 제거한다. 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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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 아세트산 시료용액에서 l μL를 가스 크로마토그라피 (GC)에 주입한다 GC 컬럼 

은 Tough Cap- 17 컬럼으로， 검출기는 flame-ionization올 사용했고 주입구 온도는 

250。C， 검출기온도는 250。C， 그리고 컬럽온도는 2100C로 해서 분석을 실시하였다. 

분석된 당함량은 아래의 6가지 당의 표준콕선을 이용하여 당함량을 구한다 (Fig. 6) 

(Chung and Iiyamna, 2(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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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1 중성당 분석을 위한 표준곡선> 

Rha: rhamnose, Ara: arabinose, Xyl: xylose, Man: mannose, Gk: glucose, Gal: 

galactose. 

7. 리그닌 단위체 분석 

리그닌은 아래 그림에서 보는바와 같이 크게 3개의 단량체가 고분자화된 분자량 

이 큰 고분자로 대부분 식물에서 셀룰로오스， 헤미셀룰로오스와 함께 주요한 구성 

성분이다. 이러한 리그닌의 단량체의 분석은 일반적으로 니트로벤젠 시약을 이용해 

알카리 가수분해로 측정한다. 실험방법은 다음과 같다. 

æo æ o 

밟H， H，CO따OCH 평 
OH 

a. Vanillin b. Syringaldebyde c. p-Hydroxybenzaldebyde 

<Fig2. 리그닌 단량체> 

- 19 -



완전하게 건조된 시료 40 mg올 스테인레스 반웅기에 4 rnL의 2 M NaOH와 

O 껑 rnL의 니트로벤젠을 넣어 1700C에서 2시간 반응시킨다. 2시간 반웅 후 얼음물 

에 반웅기를 식히고 내부표준용액 3- ethoxy- 4-hydroxybenzaldehyde (25 mg/50 

rnL 중류수)를 0.1 rnL를 넣는다. 반웅용액을 증류수를 이용하여 바이커에 옮긴 후 

30 rnL의 d.ichloromethane으로 3번 추출하여 버 리 고 남겨 진 물층에 4 M HCl로 pH 

1까지 산성화를 시킨다 산성화된 용액을 30 rnL의 dichloromethane으로 2번 추출 

하고 30 rnL의 ether로 한번 추출해서 추출용액을 합한 후 30 rnL의 중류수를 넣어 

남겨진 염산을 제거한 후 Na2S04를 이용해 물을 완전히 제거한 후 유기용매를 중 

발시킨다. 약 1 rnL의 ether 용액으로 작은 유리병에 시료를 녹여 옮긴 후 질소가스 

를 이용해 유기용매를 제거한다 작은 유리병안의 반웅물은 10 μL의 

N,O- bis (trimethylsilyDacetamide (BSA)를 이용해 1050C에서 10분간 메틸화 반용을 

실시한다. 시료용액에서 1 μL를 가스 크로마토그라피 (GC)에 주입한다 GC 컬럽은 

NB- l 컬럼으로， 검출기는 flame-ionization을 사용했고 주입구 온도는 2800 C, 검출 

기 온도는 280。C， 그리고 컬럼 온도는 1500C에서 10분 후 매분 50C 상숭시켜 정OOC 

에서 5분으로 해서 분석올 실시하였다 분석된 리그닌 단량체는 표준물질을 이용하 

여 아래의 표준곡선을 이용하여 단위체 함량올 구한다 (Fig. 7) (Jin et al., 20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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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3. 니트로벤젠 산화의 표준곡선〉 

H: p- hydroxybenzaldehyde, HA: p - hydroxybezoic acid, V: vanillin, V A: vanillic acid, 

S: syringaldehyde, SA: syringic acid. 

20 



II. 결과 및 고찰 

1 종자의 방사선조사를 통한 돌연변이유기 

가. 방사선 조사 후 황산과 저온처리 종자에서의 복분자 돌연변이유기 

일반적으로 종피가 두꺼운 견실종자는 발아조건인 수분， 산소가 종피를 투과하기 힘들 

어 발아가 잘 되지 않는다 그렇기에 견실종자의 발아를 촉진시키기 위해 호르몬 처리， 

종피 파상과 같은 기계적인 처리법， 저온 처리 같은 온도처리법， 화학적 처리법인 황산과 

에탄올 처리 둥 다양한 방법들이 수행되고 있다 그 중 호르몬 처리는 1차년도 실험에서 

발아 향상에 별다른 영향을 미치지 못하는 것으로 확인 되어 본 실험에서는 황산과 저온 

처리를 실시하여 복분자 종자의 발아율을 향상시키고자 하였다， 이에 방사선 조사에 의한 

복분자 종자에서의 돌연변이 선발을 위해 다음과 같이 실험을 수행하였다 먼저 1.:<} 년도 

에 실시한 방사선 감수성 실험을 토대로 복분자 건조 종자에 0, 100, 200 Gy의 방사선을 

조사하였다. 조사 후 종자 발아를 촉진시키기 위해 황산을 직접 종자에 10분간 처리하였 

으며 저온처리를 실시하였다. 저온처리 6개월 후 복분자 종자는 저온에서 발아가 되기 시 

작하였으며 바로 생육 적정 온도로 2믿C로 옮겨 방사선 조사선량 간 발아율 차이를 확인 

한 결과 대조구인 o Gy 보다 100, 200 Gy에서 발아가 더 촉진됨을 확인 할 수 있었다 

(Fig. 4) 이러한 결과는 돌연변이를 유기하기 위해 사용한 고선량의 방사선이 돌연변이 

유기와 함께 복본자 건조 종자의 발아 촉진에도 영향을 미친 것으로 사료된다. 또한 발아 

된 종자를 in vitro에서 m VIVO로 옮겨 생육올 관찰 한 결과 발아가 완료되어 정식한 유 

묘는 더 이상 생육이 되지 않았으나， 발아가 되기 시작하는 종자들을 원예용 상토가 충진 

된 tray에 파종하여 관찰 한 결과 in vitro에서 야t:ridish에 파종하여 발아된 유묘보다 더 

건실한 유묘가 생산핍을 확인할 수 있었다 또한 200 Gy 보다는 100 Gy에서 발아속도가 

더 빨랐으며 방사선 조사에 의해 유기된 돌연변이체는 생육시기별 관찰이 수행되고 있다 

(Fig. 5) 

<Fig.4 방사선 조사 후 황산처 리 및 저온 처 리 한 복분자 종자의 발아양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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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5 방사선 조사한 발아종자의 tray 파종 후 생 육 양상> 

나. 방사선 조사 후 황산 처리 및 생육조건에 따른 복분자 돌연변이유기 차이 규 
며 
。

방사선 조사 후 복분자 종자에서의 돌연변이 유기를 위해 실시한 황산과 저온처리 

l차 실험에서 발아향상과 함께 돌연변이가 유기됨을 확인하였다 그러나 발아유기를 위 

해 요구되는 저온처리 기간이 길어 단축시킬 필요가 있다. 이에 본 실험에서는 저온처 

리 없이 황산처리 시간을 10분과 50분으로 나누어 처리하였다. 또한 발아된 종자를 띠 

vitro에서 ln VIVO로 옮기는 2단계 과정을 단축시키기 위해 방사선 조사 후 황산 처리 

한 종자를 in vitro와 ln VIVO 상태로 파종하여 생육조건에 따른 발아양상을 확인하였 

다 방사선 조사선량은 1차 실험에서와 같이 0, 100, 200 Gy 세 수준으로 실시하였다 

방사선 조사 후 건조종자에 직접 황산처리를 실시하여 in vitro와 띠 VIVO 상태에서 확 

인한 결과， 우선 in vitro 상태에서 대조구가 파총 12일 만에 발아가 되기 시작하였는데 

이는 황산 처리 시간에 따라서는 별 차이가 없었고(Fig. 6), in vivo에서는 파종 15일 

부터 발아가 되기 시작하였다 (Fig. 7) 또한 in vitro 상태에서 발아가 되기 시작한 종 

자들은 m VIVO로 옮겼올 때 직접 ln VIVO에 파종 한 것보다는 건실한 유묘 생산에 있 

어 시간이 더 소요됨을 확인 할 수 있었다 이에 본 실험에서는 방사선 조사에 따른 복 

분자 돌연변이체 유기를 위해 방사선 조사 직후 황산처리를 실시한 후 바로 ln VIVO에 

서 실험을 수행 할 경우 가장 건실한 유묘를 생산함과 동시에 생육시기별 돌연변이체 

관찰이 가장 유용함을 확인활 수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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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6. 방사선 조사 후 황산처리 시간에 따른 복분자 돌연변이 유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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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7 방사선 조사와 황산 처리 후 pot에 직접 파종한 복분자 유묘의 생육〉 

2 생장점 방사선조사를 통한 돌연변이유기 

복분자 생장점에서 돌연변이 선발을 위해 TDZ와 IBA 호르몬이 첨가된 MS 배지 

상에 재분화체에서 얻은 생장점 절면을 치상 한 후 30, :-il, 70 Gy 3수준으로 방사선 

올 조사하였다(Fig. 8) 방사선 조사 후 재분화체를 얻기 위해서는 2개월이 소요되며 다음 

과 같이 배양실에서 생육하며 관찰하였다(Fig. 9, 10). 방사선 조사 8주 후 방사선 조사에 

따른 생육양상을 관찰한 결과， 방사선 조사선량이 높아질수록 돌연변이 유기 재분화체의 생 

육이 저조함을 확인할 수 있었다(Fig. 11) 

흩· 

<Fig. 8 복분자 재분화체에서의 돌연변이 유기위한 방사선 조사> 

을 

<Fig. 9 복분자 재분화체에서 돌연변이 유기 과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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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10 복분자 재분화체에서 돌연변이 유기위한 방사선 조사 후 배양실 전경〉 

<Fig. 11 방사선 조사 8주 후 복분자 재분화체의 생육 양상〉 

3 재래종과 외래종의 형태학적， 화학적 특성 비교 

가. 재래종과 외래종의 형태학적 특성 비교 

전라북도 고창군 복분자 시험장에서 재배중인 재료종(Rubus coreanus)과 도입 

종(Rubus occidentalis) 두 종의 해부학적 특정을 조사하였다. 시료는 2005년 9월 

하순 줄기의 상부와 하부를 채취하여 F AA(formalin, acetic acid, alcohoD용액에서 

고정한 후 활주식 마이크로통에서 절편을 제작한 후 사프라닌으로 염색한 후 임 

시 프레파라트를 제작하여 광학현미 경으로 관찰하였다 

본 실험 결과 재래종과 도엽총간에 해부학적 특징에 있어 상당한 차이점이 있 

는 것으로 들어났다. 즉 두 종간에 구성 조직은 거의 비슷하게 나타났으나 조직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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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성하고 있는 세포수는 상당한 차이를 보였다. 특히 피총 중 유조직의 열수는 도 

입종의 경우 7-8열로 재래총 보다 2-3열층이 더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그리고 목 

부 또한 재래종에 비해 도입종에서 세포 열수가 증가한 것으로 나타녔으며， 1차 

목부 보다는 2차 목부에서 그 차이는 현저하였으며， 이러한 차이는 줍기의 상부 

및 하부에서 거의 동일하게 나타났다(Fig. 12) 

A 

<Fig. 12. 복분자 재래종(A， C) 및 도입종(B， D) 상부(A， B)와 하부(C， D)의 

광학현미 경 사진 A, B (x2()()); C, D (x50).> 

나. 재래종과 외래종의 화학적 특성 비교 

Table 1. 재래종과 외래총 복분자의 중성당 분석 결과 

Neutral sugars (mg/g) 

Rha Ara Xyl Man Glu Gal Total Ara/Xyl 
ratio 

상부 6.28 17.16 77.91 9.39 237.28 17.26 365.29 1:4.5 
재래종 

하부 5.00 10.71 95.54 8.09 276.24 11.48 407.06 1:8.9 

상부 5.35 11.26 70.98 10.11 223.81 15.07 336.59 1:6.3 
외래종 

하부 4.49 8.67 96.04 10.18 299.38 10.40 429.17 1:11.1 

Rha: rhamnose, Ara: arabinose, Xyl: xylose, Man: mannose, Glc: glucose, Ga1: 

ga1actos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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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2. 재래종과 외래종 복분자의 니트로벤젠 산화 결과 

NBO products (mg/g) SN Lignin 

H HA V VA S SA Tota! ratio content (%) 

상부 0.56 ND 23.30 1.84 34.19 4.12 64.98 1.47 19.6 
재래종 

하부 0.37 ND 28.28 2.07 45.97 5.15 81.84 1.63 21.9 

상부 0.44 ND 18.98 1.48 30.68 3.38 55.06 1.62 19.8 
외래종 

하부 0.29 ND 22.53 1.71 42.59 4.37 71.48 1.89 20 .4 

H: p - hydroxybenzaldehyde, HA: p - hydroxybezoic acid, V: vanillin, V A: vanillic acid, 

S: syringaldehyde, SA: syringic acid. 

일반적으로 외래종 복분자는 5월경에 개화하여 6월 중순경에 수확을 시작하는 

반연 재래종 복분자의 경우는 한 달 정도 늦은 6월에 개화하여 7월 중순경부터 수 

확을 한다， 따라서 이러한 이유는 2차 세포벽을 이루는 주요성분인 중성당과 리그 

닌을 분석함으로써 해석이 가능하다. 재래총 및 외래종 복분자의 중성당 분석 결과 

는 Table 1에 나타내었다. Glucose는 일반적으로 셀룰로오스에서 유래하며 2차 세 

포벽을 형성하는 주요한 구성당이고 xylose와 mannose는 헤미셀룰로오스인 

Q- acetyl-4-Q- methyl glucuronoxylans와 glucomannans에 서 각각 유 래 하고 

rhamnose, arabinose, galactose들은 팩 틴 질 인 arabinogalactans, galactans, 

rharnnogalacturonans에서 각각 유래한다. 외래종 복분자가 재래종에 비해 성숙재에 

서 glucose, xylose, arabinose의 함량이 높고 이러한 결과는 외래종 복분자의 경우 

2차 세포벽의 발달이 재래종 복분자에 비해 높다는 것을 추정할 수 있고 참고문헌 

의 결과에 의하면 유조직의 경우 ara/xyl의 비율이 1:1 .5인 반연 도관조직의 경우는 

ara/xyl의 비 율이 1:7로 현저 히 높다(Chung and Iiyamna, 2003). 따라서 2차 세포 

벽의 발달정도를 나타내는 ara/xyl의 비율를 살펴보면 재래종의 경우 ara/xyl의 비 

율이 1:8.9인 반면 외래종 복분자는 1:11 . 1로 현저한 차이를 나타내었고 이런 결과는 

외래종 복분자의 2차 세포벽이 재래종에 비해 더 발달되어 있음을 의미한다. 또한 

Table 2에서 보는 바와 같이 리그닌의 단위체 결과를 살펴보면 S!V 비율이 재래종 
의 경우 1.63인 반면 외 래종의 경우는 1.89로 높게 나타났다 일반적으로 리그년 고 

분자의 경우는 H 단위체가 먼저 합성되고 뒤 따라서 G 단위체， S 단위체가 형성되 

어 최종적으로 리그닌 고분자가 형성된다 따라서 S!V 비율이 높게 되면 그만큼 식 
물의 생육 주기가 짧게 되는 이유가 되고 외래종 복분자의 개화시기 및 수확시기가 

재래종에 비해 빠른 이유가 될 수 있다 또한 이상의 중성당과 리그닌 단위체의 결 

과는 광학현미경으로 관찰한 2차 세포벽의 발달정도와 통일한 결과를 보여주고 있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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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복분자 모품종의 형태학적， 생리생화학적 특성 

가. 광학현미경을 통한 복분자 과실의 발달 단계별 형태학적 변화 

복분자 과실의 발달 단계에 따라 형태학적 변화를 조사하기 위해 l차적으로 

모품종의 green, yellow, red 및 black올 띄는 과실올 채취하였다 채취한 sample 

은 고정 용액을 이용해 2시간 동안 고정된 후 ethanol series를 통해 탈수를 실 

시하였으며， 탈수 된 sample을 London Resin White (London Resin Co. , 

London , UK) resin embedding medium에 침윤한 다음 550C에서 24시간 동안 중 

합시켰다. 중합시킨 sample은 ultramicrotome을 가지고 cutting 되었으며 광학현 

미 경 분석 올 위 해 periodic acid Schiff’s stain (PAS)올 가지 고 staining 후 관찰 

하였다 복분자 열매는 많은 소핵과의 집합체로 구성되어 있고 하나의 소핵과는 

하나의 과실로 간주된다 이러한 특성올 가지고 있는 복분자 소핵과뜰 광학현미 

경을 통해 관찰한 결과 외과피， 중과피， 내과피로 구성되어 있음을 확인하였다 

또한 복분자 소핵과의 형태학적 변화를 과실단계별로 관찰한 결과 green, 

yellow, red는 별다른 변화가 관찰되지 않았으나 black에서는 swelling 현상이 

관찰되 었다(Fig. 13). 

<Fig. 13 복분자 과실 발달 단계별 형태학적 변화〉 

A, green; B, yellow; C, red; D, blac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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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복분자 과실의 발달 단계별 안토시아닌(anthocyanin) 함량 분석 

복분자 과실 형성에 영향을 미치는 생리， 생화학적 요인 중에 안토시아닌은 

가장 중요한 형질 중에 하나이다 이에 1차적으로 모품종의 green , yellow, red 

및 black올 띄는 과실을 채취하였다 각 단계별로 채취한 sample은 7% HCl이 

포함된 MeOH로 추출하였으며 추출한 상충액은 spectrophotomete를 사용하여 

530 nrn와 657 nrnn 파장에서 측정되었고 안토시아닌 함량은 As3o-0.33A657으로 

계산되었다. 그 결과 green과 yellow에 비해 red에서 30배 이상 안토시아닌 함량 

이 증가하였으며， black에서는 red에 비해 10배 정도 증가하여 green과 yellow에 

비해 300배 이상 증가하였다- 이에 복분자 black 과실에서 안토시아닌 함량이 가 

장 많이 축적되어 있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Fig. 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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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14 복분자 과실의 발달 단계별 anthocyanin 함량 분석> 

5 복분자에서 유용 유전자 분리 

가， 재배종 복분자 (Rubus sp) 

(1) Cinnamate-4-hydr，뼈rlase (C4H) 유전자 분리 

복분자와 유사한 소형과수인 나무딸기(rasp어TY 류)의 대표적인 기능성 성분에는 

phenylpropanoids (caffeiatel, flavonoids (anthocyanin, rutin) 와 수용성 탄닌 퉁이 있는데 

이들 과실의 고기능성과 관련하여 특기할 사항은 이들 성분이 나무딸기의 고유한 성분은 

아니지만 타 작물보다 함량이 매우 높다는 점이다. 따라서 복분자에서도 기능성 성분의 함 

량올 증진시키기 위한 유전 육종적 연구가 절실히 필요하다. 이에 본 실험에서는 

phenylpropanoid 생합성 경로에 2번째 관여하는 효소로 cinnamate를 p-coumarate로 전환 

시키는 역할을 하며 고퉁식물의 다양한 phenolic cOffiPOunds 생합성에 중요한 역할올 하는 

가수분해 효소인 C4H 유전자 분리하였다(Fig. 15, 16). 이에 복분자 잎으로부터 RNA를 추 

출한 후 RT-PCR과 5'/3’ Rapid Amplication of cDNA Ends (RACE)을 수행하여 ful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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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ength cDNA를 찾아 분리하였으며 NCBI database 탐색으로 ORF의 염기서열을 확인 

하였다 또한 분리한 유전자는 다른 식물종과의 아미노산 영기서열 분석과 함께 계통학적 

분석을 실시하였다. 복분자 잎에서 C뻐 유전자를 분리하기 위해 RT-PCR올 수행한 결 

과 약 0.5 kb의 cDNA 단편을 얻었고 이를 기초로 5 ’/3’ RACE을 수행한 결과 1,515 

bp의 01캔 (0야n reading frame) 염기서열을 가지며 ~개의 아미노산으로 이루어 

져 있었다 또한 아미노산 염기서열을 이용하여 NCBI Blast를 탐색한 결과 사과나무 

가 88%로 상동성이 가장 높은 것으로 확인되었다(Fig. 17, 18). 계통학적 분석을 통해 확 
인 된 결과로는 아미노산 염기서열 분석결과에서 확인된 바와 같이 사과나무와 가장 근접 

해 있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단자엽인 벼， 수수와는 계통학적으로 차이가 많이 났다 (Fig 

18) 또한 genomic DNA 분석을 통하여 복분자 C좌f는 3개의 exon과 2개의 intron으로 구 

성 되어 있으며 (F:명. 19), south잉11 blot 분석을 통해 복분자 genome 상에 하나의 유전자로 

존재한다는 것을 알 수 있었다(Fig. 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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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16. 재배종 복분자에서 분리한 C4H 유전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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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17 재배종 복분자에서 분리한 C뻐 다른 식물의 C4H와의 아미노산 염기서열 비교〉 

Rubus sp, 고창 복분자 Malus x domestirn; Parthenocissus henηana; Camptothern 

acuminata; Lithaspermum erythrorhizon; Arabidopsis thalian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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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18 복분자에서 분리한 αH유전자의 다른 식물종과의 계통학적 분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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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19. 염색체상에서 재배종 복분자 C4H의 구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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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20. 재배종 C4H 유전자의 southem blot 분석 결과〉 

X , Xba 1; EV, Eco RV; H, Hind m. 

(2) Flavanone-3-hydroxylase (F3H) 유전자 분리 

Phenylpro따lOid 생합성 경로를 통해 합성되는 안토시아닌은 식물체의 과실이나 꽃 

에서 불은 색， 자색 그리고 파란색 둥을 나타내며 식물체 내의 거의 모든 부위에서 합성 

이 이루어진다. 이러한 안토시아닌 생합성 과정에는 여러 가지 효소가 관여하는데 이 

중 F3H는 식물체내에서 다양한 색을 나타내는 중요한 유전정보를 지닌 전구물질인 

dihydrokaempferol을 만드는 효소로도 잘 알려 져 있다 또한 F3H는 flavonones의 3탄 

소에 -OH기를 붙여 dihydroflavonol을 합성하게 되며 이때 생성된 -OH기에는 

glucose가 불어 최종산물인 이차대사물질의 체내 홉수가 가능하게 한다(Fig. 21). 

이외에도 F3H 유전자는 보통의 식물들이 가지고 있지 않은 유전자로서 그 회소성 가 
치를 높여주는 유전자이기도 하다. 이에 복분자 잎으로부터 뻐A를 추출한 후 RT-PCR 
과 5 ’/3’ Rapid Amplication of cDNA Ends (RACE)을 수행하여 full length cDNA를 찾 

아 분리하였으며 NCBI database 탐색으로 ORF의 염기서열을 확인하였다， 또한 

분리한 유전자는 다른 식물총과의 아미노산 염기서열 분석과 함께 계통학적 분석올 실 

시하였다. 

복분자 잎에서 F3H 유전자를 분리하기 위해 RT-PCR올 수행한 결과 약 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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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b의 cDNA 단편을 얻었고 이를 기초로 5'/3' RACE올 수행한 결과 1,097 bp의 

ORF (open reading frame) 염기서열을 얻올 수 있었다. 또한 F3H 유전자의 아미 

노산 염기서열 분석 결과는 Fig. 22에서 보는바와 같다. 복분자 F3H와 homology가 가장 
높은 식물은 딸기로 확인되었으면 그 상동성은 88%였다. 계통학적 분석올 통해 확인 된 

결과로는 아미노산 염기서열 분석결과에서 확인된 바와 같이 딸기와 가장 근접해 있는 

것 으로 나타났다(Fig. 23, 24). 또한 southem blot 분석 을 통해 복분자 genome 상에 다유 
전자로 존재한다는 것을 알 수 있었다(Fig. 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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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21. F3H 유전자의 특성 (The conversion of flavanone to dihydro f1avonol is 
catalyzed by f1avanone-3- hydroxylase)> 

CACATCGCAOCAGTACACAGACGCGCTATTTGAGACAGAGAQCTAGAGAGAGAGAGACAGCAGATATCAAA 11 
C1CTGACCGCCATAGCGGGGGAGAAGACTCT7CAhCAGAGCTTOG1~CGCGAαiAAGACGAGCGCCCCAAG t6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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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22 재배종 복분자에서 분리한 F3H 유전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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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23 재배종 복분자에서 분리한 F3H 다른 식물의 F3H와의 아미노산 염기서열 비교〉 
Rs , Rubus Sp; Fr , Fragaria x ananassa; Md , Malus x domestica; Pc, Pyrus 
communis; Cs, Camellia sinensis; Eg , Eustoma grandiflorum; At, Arabidopsis 
th1lian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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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24. 재배종 복분자에서 분리한 F3H 유전자의 다른 식물 종과의 계통학적 분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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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25. 재배총 복분자 F3H 유전자의 southem blot 분석 결과〉 
X, Xba 1; EV, Eco RV; H, Hind II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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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재 래종 복분자 (Rubus coreanus) 

(1) Cinnamate-4-hydroxylase (C뻐) 유전자 분리 

RACE PCR 실험 방법을 이용하여 동정한 재래종 복분자 C4H cDNA의 총 길 

이 는 1,741 bp이 고， 1,515 bp의 ORF를 가지 며 504개 의 아미 노산으로 이 루어 져 있 

었다(Fig. 26). 재래종 복분자 C4H 단백질은 57.9 kDa의 분자량을 가지며 9.1의 PI 

값을 가지고 있었다. 또한 genomic DNA 분석올 통하여 재래종 복분자 여H는 3개의 

exon과 2개의 mtron으로 구성 되 어 있￡며 (Fig. 27),Southern blot 분석 올 통하여 재 래 종 

복분자는 염색체상에 하나의 유전자로 존재한다는 것을 알 수 있었다(Fig. 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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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26. 재래종 복분자에서 분리한 C때 유전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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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27. 염색체상에서 재래종 복분자 C4H의 구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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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28 재 래종 C좌f 유전자의 southem blot 분석 결과> 

H , Hind m; Xb, Xba 1; Xh, Xho 1 

(2) Flavanone-3-hydroxylase (F3H) 유전자 분리 

RACE PCR 실험 방법을 이용하여 동정한 재래종 복분자 F3H cDNA의 총 길 

이는 1,479 bp이고， 1，(갱8 bp의 ORF (open reading frame)를 가지며 365개의 아미 

노산으로 이루어져 있었다(Fig. 29) 재래종 복분자 F3H 단백질은 41.1kDa의 분 

자량을 가지며 5.45의 PI 값올 가지고 있었다， 또한 genomic DNA 분석올 통하여 재 

래종 복분자 F3H는 3개의 exon과 2개의 intron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Fig. 30), southem 

blot 분석을 통하여 염색체상에 하나의 유전자로 존재한다는 것을 알 수 있었다 

(Fig. 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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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29 재래종 복분자에서 분리한 F3H 유전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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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30. 염색체상에서 재래종 복분자 F3H의 구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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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31. 재래종 F3H 유전자의 southem blot 분석 결과> 

N, Not 1; S, Sac 1; X, Xba 1 

다 유용 유전자의 조직별 발현 양상 및 집적 위치 추적 

(1) 재 배 종 복분자C좌f와 F3H의 항체 제 작 

재배종 복분자에서 분리한 두 유전자 C4H와 F3H의 항체 제작올 실시하였 

다 우선 두 단백질을 overexpreSSlOn 시키기 위해 C4H와 F3H cDNA full 

sequence에 각각 BamH I/Hind nr 와 Sma I/EcoR 1 enzyme site가 포함된 

pnmer를 제작하여 C4H는 pRSET vector에， F3H는 pGEX 2T vector에 cloning 

하였다 또한 재조합 단백질을 분리하기 위해 isopropyl β-D- thiogalacto

pyranoside (IPTG) 농도와 시간을 조정하연서 overexpreSSlOn 된 celJ을 분리하 

였으며 분리한 C4H와 F3H를 사용하여 항체 제작을 실시하였다.C좌f와 F3H 

항체는 분리한 C4H와 F3H 단백질에 Freund’S adjuvant를 포항하여 2주 간격으 

로 ICR mouse에 3번 injection올 실시한 후 획득할 수 있었으며 획득한 항체는 

rProtein A Agarose Fast Flow (Peptron, Dageon, Korea)를 사용하여 

Immunoglobulin G (IgG)만 분리할 수 있었다. 분리한 IgG를 이용하여 crude 

enzyme에 반응 시킨 결과 C4H는 57.88 kDa, F3H 는 41.13 kDa에서 발현됨올 

확인하였다 (Fig. 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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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32. 재 배종 C좌f와 F3H의 항체 >

(2) 재배종 복분자에서 C암f와 F3H 단백질의 과실단계별 발현 패턴 연구 

복분자의 과실 발달에 따라 green, yellow, red 및 black올 띄는 과실을 채취 

하여 C4H와 F3H 단백질의 irnrnuno blot 실험을 실시하기 위해 각 단계별 과실 

로부터 단백질을 추출한 후 bovine a1burnin (BSA)을 이용하여 단백질 정량을 

실시하였다. 각 단계별 과실 단백질은 transfer apparatus (Bio-Rad)를 사용하여 

PVDF membrane (Amersham Biosciences, Freiburg, Germany) 에 

electro- transfer 되었으며 앞서 제작한 C4H와 F3H 항체를 사용하여 ECL 

detection kit (Amersham Biosciences, Freiburg, Germany)으로 band를 확인하 

였다 그 결과， C4H는 green, red 및 black에서 거의 발현 수준이 비슷하였고， 

F3H는 green에 비해 red와 black에서 발현이 증가하였는데 특히 black에서 단 

백질의 높은 발현 양상올 확인할 수 있었다. 또한 두 단백질 모두 yellow에서는 

발현이 현저히 감소하였다(Fig. 33). 

Green Yellow Red Black 

C4H 

F3H 

<Fig. 33 복분자 과실 발달 단계별 C4H와 F3H 단백질의 immunoblot 분석 결과〉 

다. 전자현미경 관찰을 통한 재배종 복분자 과실의 발달 단계별 C4H와 F3H 단백질 

의 집적 확인 

꺼
 
ω
 



재배종 복분자 과실의 발달 단계별 C4H와 F3H 단백질의 집적 정도를 전자 

현미경 통해 관찰하기 위해 고정， 탈수， 중합 과정을 거친 각 sample의 절편이 

ultramicrotome에 서 diamond knife를 이 용해 80 nm의 ultra-thin section으로 

cutting 되였다. 그런 후 각 절편은 앞서 제작한 C4H와 F3H 항체를 사용하여 1 

차 labelling 되었으며 그런 다음 10 nm colloidal gold particle이 결합된 

goat- anti - mouse 항체가 2차 labelling 되었다. 각 절편의 전자현미경 관찰은 

JEOL 1010 transmission electron microscope (TEM)을 사용하여 실시하였다 

그 결과， 과실 세포내 C4H와 F3H gold particle의 집적 정도는 과실 발달 단계 

에 따라 별 다른 차이를 보이지 않았다， 그러나 과실 조칙에 따른 관찰 시 외과 

피와 중과피에서는 C4H와 F3H gold particle 집적이 거의 없었으나 내과피에서 

g이d particle이 상대적으로 높게 분포하는 것을 확인하였으며， 또한 특이하게 

black 과실의 내과피에서 F3H gold paπicle의 집적이 가장 높았다(Fig. 34, 35). 

<Fig. 34. Immuno gold labelling을 통한 복분자 과실의 발달 단계별 C4H 단백질의 

집 적 확인 A-D, 외 과피 E- H, 중과피 I- L, 내 과피 A, E , 1, green; B, F , J, yellow; 

C, G, K, red; D, H, L, blac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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ω
 



<Fig. 35. Imrnuno gold labelJing올 통한 복분자 과실의 발달 단계별 F3H 단백질의 

집적확인 A- D, 외과피 E-H， 중과피; I-L, 내과피 A， E, 1, green; B, F, ], yellow; 

C, G, K, red; D, H, L, black> 

라. 기능성 관련 유전자의 발현 양상 검정 

(1) 복분자의 과실단계별 분자 유전학적 특성 규명위한 RT-PCR 분석 

Flavonoid 생합성에 관여하는 C좌f와 F3H 유전자의 발현기작올 살펴보기 위 

해 복분자 모품종의 과실 발달에 따라 green, yellow, red 및 black을 띄 는 과실 

을 채취하였다. 각 단계별 과실 sample의 RNA를 분리하기 위해 CTAB- based 

method를 사용하여 적 정 농도와 양의 RNA를 추출하였으며 분리 한 RNA를 가 

지고 reverse transcription (RTl- PCR 실험을 수행하였다. cDNA 합성올 위해 

서는 AccuPower RT Premix (Bioneer, Daejeon, Koreal를 사용하였고 PCR 실 

험은 RcC4H와 RcF3H 유전자의 specific primer를 각각 full sequence에서 제작 

한 후 Perfect Premix ver. 2.0 (Takara Korea Biomedical Inc., Seoul, Kore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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을 사용하여 수행하였으며 control로는 Rubus sp. HistoneH3 유전자를 사용하 

였다. 복분자 과실 발달 단계에 따라 C좌f와 F3H 유전자의 발현 패턴을 

RT-PCR 실험을 조사한 결과， 두 유전자 모두 과실 발달 전 과정에서 발현되었 

으나 특히 yellow에서 다른 S없nple에 비해 발현이 현저히 감소하였음을 확인 

할 수 있었다‘ 또한 F3H 유전자의 발현은 red와 black sample에서 다소 높음올 

확인하였다(Fig. 36). 두 유전자의 real time- PCR 분석 실험을 위해 SYBR@ 

Premix Ex TaqTM (T빼ara， Shiga, ]apan)를 사용하였으며 유전자의 중폭과 분 

석 퉁종 Smart Cycler software (version 2.0 c.) 포함하고 있는 Smart 

Cycler II System (Cepheid, Sunnyvale, CA)을 사용하여 실시하였다. 복분자 과 

실 발달 단계에 따라 C4H와 F3H 유전자의 발현 패턴을 real- time PCR 분석을 

실시한 결과， C4H는 green에 비해 red와 black에서 2배정도 발현이 증가하였고 

F3H는 red에서 약 80배， black에서 약 130배 정도 증가하여 복분자의 열매 발 

달 단계에 따라 두 유전자의 발현 양상이 차이가 남올 확인할 수 있었다(Fig. 

37). 

Black 

-I 
Red Yellow Green 

C4H 

}I F3H 

His3 

<Fig. 36 재 배 종 복분자 과실 발달 단계 에 따른 C4H와 F3H 유전자의 발현 양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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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유용 유전자를 이용한 형질전환체 개발 추진 

가， 복분자 형질전환체 개발올 위한 조직배양 시스랩 구축 

복분자 형질전환체 개발을 위한 조직배양 시스템을 구축하기 위해 시험포장 

에서 재배되고 있는 복분자 sample을 TDZ와 田A가 포함된 MS 배지 상에 치 

상한 결과는 다음과 같다. 복분자의 node culture 후 완전한 재분화체 생성을 위 

해서는 2달 정도가 소요되었으며 이는 복분자 형질전환체 개발올 위한 기초 자 

료로서 이 용될 것 이 다(Fig. 38) . 

•••••• 

<Fig. 38. 복분자 node culture를 이용한 조직배양 시스랩 구축> 

나 CaMV 35S 프로모터를 이용한 C4H, F3H 복분자 형질전환체 개발위한 클로녕 

복분자와 유사한 소형과수인 나무딸기(rasp어ηr 류)의 대표적인 기능성 성분에는 

phenylpropanoids (caff잉ate) ， f1avonoids (anthocyar삐， ru미1) 와 수용성 탄닌 퉁이 있는데 

이들 과실의 고기능성과 관련하여 특기할 사항은 이들 성분이 나무딸기의 고유한 성분은 

아니지만 타 작물보다 함량이 매우 높다는 점이다， 따라서 복분자에서도 기능성 성분의 함 

량을 중진시키기 위해 phenylpropanoid 생합성 경로에 2번째 관여하는 효소로 cinnarnate 

를 p-coumarate로 전환시키는 역할올 하며 고둥식물의 다양한 phenolic cαnpounds 생합 

성에 중요한 역할을 하는 가수분해 효소인 C때 유전자를 과다 발현시키기 위해 CaMV 
35S 프로모터가 삽입된 PLR vector에 클로닝하였다(Fig. 39). 또한 F3H는 식물 

체의 과실이나 꽃에서 붉은 색， 자색 그리고 파란색 둥을 나타내며 식물체 내의 거의 모 

든 부위에서 합성이 이루어지는 안토시아닌 생합성에 관여하는 주요 효소 중 하나로 식 

물제내에서 다양한 색을 나타내는 중요한 유전정보를 지닌 전구물질인 빠wdrokaernpferol 

을 만드는 효소로도 잘 알려 져 있다， 이 외 에 도 F3H는 flavonones의 3탄소에 -OH 

기 를 붙여 dihydroflavonol을 합성 하게 되 며 이 때 생 성 된 -OH기 에 는 glucose가 

붙어 최종산물인 이차대사물질의 체내 홉수가 가능하게 한다. 이에 복분자에서 

F3H 유전자를 과다 발현시킨 형질전환체를 획득하기 위해 CaMV 35S 프로모터 

가 삽입된 PLR vector에 클로닝하였다(Fig. 39). 이 클론들을 Agrobacterium 

tumefaciens 종인 GV310l과 LBA때4에 모두에 형질 전환시켰고 이 형질전환된 

Agrobact망1um을 이용하여 복분자 형질전환 식물체 개발을 수행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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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 Hí 

pLR::C4H pLR::F3H 

<Fig. 39. C4H와 F3H 과 발현 복분자 형질전환체 개발을 위한 유전자 지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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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II. 적 요 

1. 돌연변이를 유기하기 위해 사용한 고선량의 방사선(1αlGy)이 돌연변이 유기와 함께 복본자 

건조 종자의 발아 촉진에도 영향에 주며 방사선 조사에 따른 복분자 돌연변이체 유기를 위 

해 방사선 조사 직후 황산처리를 실시한 후 바로 띠 VIVO에서 실험을 수행 할 정우 가장 건 

실한 유묘를 생산함과 동시에 생육시기별 돌연변이체 관찰이 가장 유용함을 확인할 수 있었 

다. 

2. 재래종과 외래종의 형태학적 특성 비교: 재료종(Rubus coreanus)과 도입종(Rubus 

occidentalis) 두 종의 해부학적 특정에 있어 상당한 차이점이 있는 것으로 들어닝 

다 즉 두 종간에 구성 조직은 거의 비슷하게 나타녔으나 조직을 구성하고 있는 세 

포수는 상당한 차이를 보였다， 특히 피층 중 유조직의 열수는 도업종의 경우 7-8열 

로 재래종 보다 2-3열층이 더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그리고 목부 또한 재래중에 

비해 도입종에서 세포 열수가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으며， 1차 목부 보다는 2차 목 

부에서 그 차이는 현저하였￡며， 이러한 차이는 줄기의 상부 및 하부에서 거의 동 

일하게 나타났다. 

3. 재래종과 외래종의 화학적 특성 비교· 중성당 분석과 니트로벤젠 분석을 통하여 외래 

종 복분자가 재래종에 비해 성숙재에서 glucose, xylose, arabinose의 함량이 높고 

2차 세포벽이 재래종에 비해 더 발달되어 있다 또한 외래종의 리그닌 단위체 S!V 
비율(1.89)이 재래종(1.63)보다 높게 나타남으로써 그만큼 식물의 생육 주기가 짧게 

되는 이유가 되고 외래종 복분자의 개화시기 및 수확시기가 재래종에 비해 빠른 

이유가 될 수 있다 

4 복분자 모품종의 형태학적， 생리생화학적 특성· 복분자 열매는 많은 소핵과의 집합 

체로 구성되어 있고 하나의 소핵과는 하나의 과실로 간주된다. 이러한 특성을 가 

지고 있는 복분자 소핵과는 외과피， 중과피， 내과피로 구성되어 있었다. 또한 복분 

자 소핵과의 형태학적 변화를 과실단계별로 관찰한 결과 green, yellow, red는 별 

다른 변화가 관찰되지 않았으나 black에서는 swelling 현상이 관찰되었다. 복분자 

과실의 발달 단계별 안토시아닌 함량 분석을 통하여 과실이 성숙함에 따라 안토시 

아닌 함량이 증가함올 알 수 있었으며， 완전히 성숙한 복분자 black 과실에서 안 

토시아닌 함량이 가장 많이 축적되어 있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5 복분자에서 phenylpropanoid 생합성 경로와 flavonoid 생합성 경로에서 중요하게 

작용하는 cinnarnate-4-hydroxylase (C따-{) 유전자와 flavanone-3-hydroxylase (F3H) 유전 

자를 분리하였다. Irnmuno gold labeωng을 통한 유용유전자의 과실 세포내 분포 정도는 

과실 발달 단계에 따라 별 다른 차이를 보이지 않았다. 그러나 과실 조직에 따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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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찰 시 외과피와 중과피에서는 C깜f와 F3H gold particle 집적이 거의 없었으나 

내과피에서 gold particle이 상대적으로 높게 분포하는 것을 확인하였으며， 또한 특 

이하게 black 과실의 내과피에서 F3H gold particle의 집적이 가장 높았으며， 복분 

자 과실 발달 단계에 따라 C4H와 F3H 유전자 및 단백질의 발현 패턴을 RT- PCR, 

reaJ- time PCR 분석 및 westem blot 분석을 실시한 결과， 두 유전자 모두 과실 발 

달 전 과정에서 발현되었으나 특히 yellow에서 다른 sample에 비해 발현이 현저히 

감소하였음을 확인 할 수 있었다. 또한 F3H 유전자의 발현은 완전히 성숙한 black 

과실에서 가장 높게 발현이 되었다. 그래서 이들 두 유전자가 화색을 형성하는데 

관여할 뿐만 아니라 안토시아닌 생합성에도 관여할 것이라 사료된다 

6 현재， 복분자에서 분리한 유용유전자인 C4H와 F3H를 이용하여 형질전환 식물체를 

개발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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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래종과 외래종 복분자의 유전적 기원 및 

기능성 성분 증진을 위한 유전자 발현 특성 규명 

영문채목 (Title) 

Ana1ysis of genetic relationship between Korea native and foreign black raspbeπy 

and characterization of expression of genes involved in anthocyanin biosynthesis 

영 문요약 (Summary) 

The bramble cultivated widely in Korea has been known as a domesticated form 

of Korea native Rubus coreanus. However, little scientific documentation is 

available on the botanica1 origin of the bramble cultivated in Korea. This study 

was carried out to obtain phylogenetic information on Korean cultivated bramble 

(KCB) by comparing its specific and random genomic and chloroplast sequences 

with those of R. coreanus, black (R. occidentalis) and red (R. idaeus) raspberries, 
and blackberries (R. lanciniatus). Furthermore, effects of chitosan on anthocyanin 

biosynthesis and content were a1so examined to get information for the 

development of environmenta1ly-sound practice to produce functiona1 ljT enhanced 

bramble fruits. 

A total of 99 random amplified p이ymorphic DNA (RAPD) markers were 

generated and used for phylogenetic analysis of 78 Rubus accessions. Accessions of 

each species were grou야d into each dis디nct subclade by the RAPD markers at a 

linkage distance of about 0.72. Only one KCB accession from Heongsung was 

included in R. coreanus subclade. There was a significant variation among the 

accessions of each s야cies. The KCB subclade formed a c1ade with R. occidentalis 

subclade at a linkage distance of 0.63. The R. coreanus subclade formed a c1ade 

with R. idaeus and R. lanciniatus subclades at a similar linkage distance 

Two to three representative accessions were selected from each Rubus species 

which formed a separate subclade by the RAPD markers, and a tota1 of 13 

accessions were ana1yzed for the intema1 σanscribed spacers (ITS) of nuclear 

ribosoma1 DNA. There are 12 insertion!deletion (피deD mutations in the ITS 1 

region but none in the ITS 2. There are six and three informative sites in the ITS 

1 and the ITS 2 regions, respectively. Phylogenetic relationships inferred from the 

ITS 1 and 2 sequences share a significant similarity with that from RAP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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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arkers. Sequences of the ITS 1 suggest that some KCB accessions share a 

significant similarity with both R. occidentalis and R. coreanus in the ITS 1 region 

The ITS 2 sequences of three KCB accessions cluster more closely to those of two 

R. occidentalis accessions than to those of R. coreanus, indicating that KCB 

accessions share a significant similarity with R. occidentalis in the ITS 2 region 

The three chloroplast DNA spacers, atpB- rbcL, trnL-trnF, and trnT- trnL, were 

amplifi어 using the specific primer pairs, and converted to single strand 

conformational polymorphism (SSCP) markers. SSCP m외<ers of the chloroplast 

DNA spacers imply that there is a considerable variation in the spacer nucleotide 

sequences both within and among Rubus species. SSCP markers suggest a similar 

phylogenetic relationship as revealed by RAPD markers and the ITS sequences. 

Taken together, there are considerable variations in the structure and nucleotide 

sequences of nuclear and chloroplast genomes among KCB accessions. The 

characteristics of nuclear and chloroplast genomes of KCB accessions are 

significantly different from those of other Rubus species. Phylogentic relationship 

inferred from these molecular features suggest that KCB accessions are relatively 

more closely related to black raspbeπy than to R. coreanus 

Effect of chitosan to expression of genes involved in anthocyanin biosynthesis 

like phenylalanine arnmonia- lyase(PAL), cinnamate-4-hydroxylase(C4H), flavonone 

3-hydroxylase(F4H), anthocyanidin synthase(ANS) to chitosan was analyzed in leaf 

bud(LB), flower bud(FB), φen flower(OF), immature fruit(IF) , mid- ripen fruit(MF) , 

ripen fruit(RF) after the treatment of chitosan solution [1.5%(w/w)] five times 

(April 23, May 2, May 11, May 22, and June 1). Anthocyanin content was also 

deterrnined in the same tissues. In general, the expression levels of the genes were 

highest in OF and the levels decreased as fruits ripened. The expression levels of 

the genes were increased by chitosan treatment in OF and RF. Anthocyanin 

content was significantly increased in MF and RF but was not significantly 

affected in FB, OF and IF by chitosan treatment. This increase in anthocyanin 

content in chitosan-treated RF coincides with the increased expression of PAL, 

C4H, F3H, ANS in the chitosan- treated RF. These results suggest that the 

expression of genes involved in the anthocynin biosynthesis is modulated by 

chitosan resulting in enhanced anthoc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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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재료 및 방법 

1 유전자원 확보 
국내 재배종 복분자와 외래총 복분자류와의 핵질 및 세포질 유전체 배경의 유연 

관계를 조사하여 국내 재배종 복분자의 기원을 구명하고자 국내외 유전자원올 수집 

하였다， 국내 자생종 복분자(21종)， 국내 자생 나무딸기<18총)， red raspbeny(4종) , 

blackberry(4총)의 유전자원은 고창 복분자 연구소에서 분양 받았으며， 국내 재배종 

복분자 14종은 국내의 대표적 재배지의 과원으로부터 현지수집하였다. 외래종 black 

raspberη(15종)은 미국 Oregon주 소재 유전자원연구소(National Clonal Germplasm 

Repository, NCGR)에서 분양받았다(Table 1). 수집종의 일련번호는 편의상 수집된 

순서에 따라 정하여 관리하였다. 

2 핵질 및 세포질 유전체 특성 비교 분석 

가. 핵질 및 세포질 유전체 DNA 분리 정제 · 복분자 수집종의 잎 시료에는 PCR반 

웅올 저해하는 polyphenols의 함량이 매우 높고 다종의 저해물질이 존재하므로 

PCR 반웅이 가능한 핵질 DNA 분리는 다단계의 정제과정을 거쳐 실시하였다 

Gentra system사의 Genomic DNA purification 따과 Mixer Mill올 사용하였으 

며， RNase 처리와 단백질 침전처리， isopropanol 침전 및 ethan이 세척과정올 거 

쳐 핵질 및 세포질 DNA를 분리하였다. 

나. RAPD 핵산지문 조사: 핵질 DNA와 random primer를 이용하여 중합사슬연쇄반 

웅(PCR)올 실시하여 핵산지문(RAPD)올 조사하였다. 

다. RAPD primer: RAPD primer는 SRILS uniprmer kit(Seoul, Korea)를 사용하였 

다. 이들 pnmer를 이용하여 총 99종의 양질의 RAPD marker휠 얻었으며 

marker의 유무를 코드화하여 유연관계 분석에 사용하였다(Fig. U 

라. PCR 반웅: PCR 조건은 Harrington과 Wingfield (1995)이 수행한 방법을 변형하 

여 실시하였다. PCR 반웅의 총량은 30μe로 하였으며， 반웅당 각 구성요소의 최 

종농도는 0.01 -0.1 ng template DNA, 0.2 mM 벼IlTP(each) ， 10 pmole primer, 

1 unit Taq polymerase(한국생공)， 2.5 mM MgClz로 하였다 PCR 반웅은 초기 

변성 (pre-denaturation) 과정을 94"C에서 5분간 시행한 다음 변성 (denaturation; 

94 "C, 1분간)， 결합(annealing; 55 "C, 1분간)， 신장(extension; 72 "C, 1분간)과정을 

1회 순환하는 반웅을 40회 실시하였으며， 최종 반웅 후에는 최종신장Oast 

extension; 72 0C, 10분간)과정을 두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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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1. A total 76 Rubus accessions of Korean cultivated brarnble, R. coreanus, R. 

crataegifolius, R. occidentalis L., R. idaeus, and R. lanciniatus. 
Enby Common Co llec:tion 

Number N‘ne(Tuon) location 
Noteαariety) 

E빼Y Commoa. Collec삐00 

N‘ .... , Name(Tuon) 10<빼o. NOl‘v .. ‘'Iy) 

Gochang, J∞obuk 39 Plum Fanner 

z Pyeongchang, Kangwon 40 Shuttleworth 

3 Boengsung, Kangwon 41 New Logan 

4 Sanchung, Gycongnam 
42 81ack Knight 

5 Yeonggwang, Jeonnam 
43 Red fruit 

6 Sou th Korean cultivated Jangsung. Jeonnam 

bramble 
KÎmje, Jeonbuk 7 

(Unknown) 

8 -KCB- Sunchang, Jeonbuk 

44 81ack ras야eπy NC 84. 10-3 
(R.occidenlall.r L) USA 

45 Roc NC 84. 1()"7 

9 Wanju. Jeonbuk 
46 NC 8~ 1 ()"2 

10 Jangsu, Jeonbuk 
41 "'"‘ 

" Jeongeup‘ l eonbuk 
48 0..0‘l<e 

12 J;띠n， Jeonbuk 49 John Robertson 

13 Taeao, Chungnam 50 Mac 8lack 

14 때"'0뿔00. Chungbu‘ 51 Gangneun용， Kangwon 

" Taebaι Kangwon 52 Pyeongchang, Kangwon 

16 Hongcbeon. Kang'o\i’ 00 53 Gosun g, Gyeongnam 

17 Hoeng!JUng, Kangwon 54 Kimhae‘ Gyeongnam 

18 South Yangpyeonι Gyeonggi 
Ko,.. 55 s。‘」비 U‘ryungdo, Gyeongbuk 

19 Hamyang, Gyeongnam 
56 Ko,.. Goheung, Jeonnam 

20 San&iu, Gy∞ngbu.k 
57 Gokseong. Jeonnam 

2 1 Muan. Jeonnam 
58 G"，γ'e. Jeonnam 

22 Ðosung, Jeonnam 

23 Wanju‘ leonbuk 

24 sou‘h Korean bramble "'"앵ng. Chun훌oam 

59 Youngam. Jeonnam 

60 
R. crataegifoli’‘1 

Jangheung. Jeonnam 
-Rιr 

25 (R. corea’”‘s Miqlle) 。kcheon、 Chungbuk 
61 North Gongju, Cbun없1am 

-Rco-
26 Jecheon, Chungbuk 62 Asan, Chungnam 

27 Cheongwon‘ Chungbuk 63 Taealμ Chungnam 

28 Chcongju. Chungbuk 64 Yeongwol, Kangwon 

29 Gosung, Gyeongnam 65 Gochang, Jeonbuk 

30 Goheung, }.∞OMm 
Korea 

66 Okcheon, Chun용buk 

JI Gokseong, Jeonnam 67 Yeongwol, Kangwon 

32 G따ye， Jeonnam 

68 
Bacakdu Mt, NORTH 

JJ Youogam, Jconnam KOREA 

34 Gongju, Chungnam 69 Autum Bliss 

JS Taean. Chungnam 70 Red raspbeny Golden Harvest 

36 Black taspbeny Black Hawk 
(R여a"씨 

7 1 .Rid. NOVA 

J7 (R.occidelllall.r 1..) USA Bristol 72 Canby 

38 -R야’ Cumberland 
USA 

73 Thomy 

74 Blackberry Thomless 
(R.fanciniatlι) 

75 RI •• Creepi’.g 

76 E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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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 전기영동: PCR 반웅이 끝난 후 1X T AE buffer를 이용하여 1.5% agarose 

gel에서 75V로 70분간 전기영동을 하였다. 전기영동이 끝난 후 gel은 ethidium 

bromide(O.5ug/ml)로 5분간 염색한 후 증류수로 탈색하여 UV램프에서 DNA 

band 양상을 확인하였다(Fig.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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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1. The 99 random amplified polymorphic DNAs generated from the 12 

primers (SRILS uniprimer Kit).> 

M; DNA ladder, KCB; Korea cultivated bramble, Rco; Korea native bramble (R 

coreanus Mique) , Roc; black raspbeπy (R. occidentalis L.), Rcr; R. crataegifolius, 

Rla blackberry (R. lanciniatus) , and Rid; red raspberry (R. idaeus). A (URP primer 

1), B (URP primer 2) , C (URP primer 3), D (URP primer 4) , E (URP primer 5), F 

(URP primer 6) , G (URP primer 7) , H (URP primer 8) , I (URP primer 9) , J (URP 

primer 10), K (URP primer 11), L (URP primer 12). 

히
 



3. ITS 지역 염기서열 조사 

가 군별 대표 수집종의 선발 

rRNA 유전자 영 역에 존재하는 intemal transcribed spacers (ITS) 지 역 (Fig. 

2)의 염기서열을 비교 조사하여 핵질 유전체의 특정부분에 대한 수집종의 유연관 

계를 조사하였다 염기서열분석을 위해서는 PCR단편의 획득과 클로닝， 염기서열 

분석 퉁의 과정을 거쳐야 하고 많은 비용이 소요된다. 따라서 ITS 영역 염기서 

열의 분석은 RAPD 분석에 의하여 얻은 계통유전학적 분류 결과에서 동일 군에 

속하는 수집종 중 2-3종을 선발하여 실시하였다. 엽록체 유전체에 대한 분석도 

동일한 군별 선발종에 대하여 실시하였다 핵질 및 세포질 유전체를 대상으로 하 

는 복분자 수집종은 국내 재배종 복분자(3종)， 국내 자생종 복분자(3종)， red 

raspberry(2종)， blackberry(3종)과 외 래 종 black raspberry(2종) 퉁 총 13종 이 었 

다(Table 2) 

렐펜 린펑 

18S nucleô1l" rDNA ITS 1 5.8S ITS 2 26S nuclear rDNA rDNA 

컬렐 l월뭔 
ITS Regoin 

<Fig. 2. Organization of the intemal transcribed sequence regions of nuclear 

ribosomal DNA.> 

Arrows indicate orientation and approximate position of primer sites. Primer names 

and sequences are from White et al. (199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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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2. Rubus accessions used for the ana1ysis of the intema1 transcribed spacer 

regions and plastome sequences 

Entry Collection 
Note (Variety) Common Name Taxon 

Number location 

KCB 1 Gochang. Jeonbuk 
Korea Cultivated 

KCB 8 bramble Unknown Sanchung. Gyeongnam 

KCB 11 
(KCB) 

Jeongeup. Jeonbuk 
Korea 

Rco 25 Danyang. Chungnam 

Korean bramble 
Rco 26 

(Rco) 
R. coreanus Mique Okcheon. Chungbuk 

Rco 23 Gochang. Jeonbuk 

Rid 52 Red raspberry Golden Harvest 

(Rid) 
R. idaeus 

Rid 54 Canby 

Rla 56 Thorny 

Rla 57 
Blackberry 

(Rla) 
R. lanciniatus USA Creeping 

Rla 58 Ebano 

Roc 39 Black raspberry S잉hu띠ltt띠t“lewor끼th 

(Roc) 
R. occidentalis L 

Roc 50 NC 98-8-1 

나 ITS 지역 특이적 DNA 단편의 중폭 
ITS primer(Table 3)를 이용하여 표적으로 하는 ITS 지 역의 DNA단편올 

PCR반용을 이용하여 중폭하였다. PCR 반웅의 총량은 30μe로 하였으며， 반웅당 

각 구성요소의 최종놓도는 0.01-0.1 ng template DNA, 0.2mM 이-rTP(each)， 10 

pmole primer, 1 unit Taq polymerase( 한국..<~공)， 2.5 mM MgC12로 하였다. PCR 

반웅은 초기변성 (pre-denaturation) 과정을 94"C에서 5분간 시행한 다음 변성 

(denaturation 94 "C, 1분간)， 결합(annealing; 55 "C, 1분간)， 신장(extension; 72 "C, 

1분간)과정을 1회 순환하는 반응을 40회 실시하였으며， 최종 반웅 후에는 최종신 

장{Iast extration; 72 "C, 10분간)과정을 두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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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3. The sequences of the primers used for amplification and sequencing of 

the intemal transcribed sequence regions of nuclear ribosomal DNA. 

Region Primer Direction Sequence (5'3') Reference 

ITS la Forward GGAAGGAGAAGTCGTAACAAGG Kim et a1.(1999) 

ITS l 
ITS2 Reverse GCTGCGTTCTTCATCGATGC Kim et a1.( 1990) 

ITS3 Forward GCATCGATGAAGAACGCAGC Kim et a1.(990) 

ITS2 

ITS4 Reverse TCCTCCGCTTATTGATATGC Kim et a1.(1990) 

다- 전기영동 

PCR 반웅이 끝난 후 lX T AE buffer를 이용하여 1.5% ararose gel에서 75V 

로 70분간 전기영동을 하였다. 전기영동이 끝난 후 gel은 ethidium bromide(0.5 

ug/m])로 5분간 염색한 후 중류수로 탈색하여 UV랩프에서 DNA band 양상을 

확인하였다(Fig. 3,) 

Ikb ...... 
IlSJa(F)-IlS2 (R) 

O..skb…+ 쌓聊f 聊톨톨 뼈. 빼엌* 했엉g 훌. *형~. I훌훌황 麻엇함 

lkb ...... 

O • ..(kb .... *흥뻐l↑ 훌햄톨 ‘빼繼1 

-
IνI IζCB Rco Rid RIa Roc Rb‘ lVl 

<Fig. 3. DNA fragments amplified from the intemal transcribed sequence regions of 

nuclear ribosomal DNA.> 

M; DNA ladder, KCB (Korea cultivation Rubus) , Rco (R. coreanus Mique) , Roc 

(black raspberry, R. occidentalis L.), Rla (blackberη， R. lanciniatus) , Rlaa (R. 

lanciniatus cv. Ebano), Rid (red raspberry, R. idaeu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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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 ITS 지역 핵산지문 염기서열 분석 

PCR 반웅에 의 하여 중폭된 ITS 1 과 ITS 2 지 역 의 DNA 단편은 pGEM-T 

easy vector에 클로닝 하였다 각 클론의 plasmid DNA를 보통의 방법 에 의 하여 

순수분리하고， 삽입단편의 염기서열을 상엽적 서비스를 받아 결정하였다 

(Macrogen, Korea). 결정된 염기 서열을 GenBank에 퉁록된 서열과 비교 분석하 

여 확인하였다(Fig. 4). 중폭된 단편이 표적으로 한 ITS영역의 서열임을 확인하 

후 이들 서열의 수집종간 관련성을 BLAST, DNASIS , AliBee 퉁의 program을 

이용하여 분석 분석하였다CFig. 5, 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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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4. The sequence of the ITS 1 and ITS 2 DNA fragment amplified by PCR 

using the ITSla(F) - ITS2 (R), ITS3(F)-ITS4(R) primer.> 

The region of local similarity between the sequence of the ITS DNA fragment 

(Querγ) and the sequence in GenBank that shows highest similarity with the Query 

sequence (Subject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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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5. Aligned DNA sequence of the ITS1 region in nuclear ribosomal DNA for 

13 accessions of Rubus speci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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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 accessions of Rubus species.> 

4. SSCP에 의한 엽록체 유전체의 유사성 조사 

가. 엽 록체 유전 체 의 3 지 역 CtmF- tmL, tmL-tmT, rbcL-atpB) 

엽록체 유전체의 3 지역 (trnF-trnL， trnL- tmT, rbcL- atpB; Fig. 7)을 표적으 

로 하는 특이적 pnmer를 제작하여 군별로 선발된 유전자원(Table 2.)의 엽록체 

유전체의 유연관계를 조사하였다. 

rbcL 
i훌 

IT/lL 

*-‘ .. -
.，.，."튼 -

암맴웰￡ 

171IT 

톨를 

<Fig. 7. Chloroplast DNA noncoding regions sampled. The circle represents the 

chloroplast genome. Sequenced region are shown as mapped in the tobacco 

chloroplast genome (Shinozaki et al. , 1986). For each region, exons are represented 

by shaded boxes and are not drawn to scale; introns and spacers are represented 

by open and are drawn approxirnately to scale.> 

56 -



나. SSCP 분석 조건 

SSCP primer는 표 4와 같이 표적부위에 특이적으로 작성하였다. PCR 반웅의 

총량은 30μe로 하였으며， 반웅당 각 구성요소의 최종농도는 0.01-0.1 ng template 

DNA, 0.2 mM dl'익TP(each) ， 10 pmole each primer, 1 unit Taq polymerase(한국 

생공)， 2.5 mM MgClz로 하였다. PCR 반응은 중폭대상 지역에 따라 상이한 조건 

을 사용하였다. atpB- rbcL 지역은 초기변성 (pre-denaturation) 과정올 94'C 에서 5 

분간 시행한 다음 변성 (denaturation 94 't, 1분간)， 결합(annea1ing; 55-50 't, 1분 

간 - 제 1회에서 제 10회 순환의 각 과정에서 0.5't 감소， 30회의 순환과정은 5O't 

유지)， 신장(extension; 72 't, 3분간) 과정올 l회 순환하는 반웅을 40회 실시하였으 

며， 최종 반응 후에는 최종신장Oast extration; 72 't, 10분간)과정을 두었다. 

tmL-trnF와 trnT-tmL 지역은 초기변성 (pre-denaturation) 과정을 94't에서 5분간 

시행한 다음 변성 (denaturation 94 't, 1분간)， 결합(annea1ing; 48 't, 1분)， 신장 

(extension; 72 't, 3분간) 과정을 1회 순환하는 반웅올 40회 실시하였으며， 최종 반 

웅 후에는 최종신장Oast extration; 72 't, 10분간) 과정을 두었다 

Table 4. The primer sequences targeted for the regions of chloroplast DNA. 

Primer sequences (5'-3~ 
Geoßank accession 

Reglon References 
number‘ 

atpB-rbcL atpB : GTGGAAACCCCGGGACGAGAAGTAGT 
AF031445-AF031450 H여gcs and Arnold, 1994 

spacer r /x:L : ACTTGCTTT AGTTTCTGTTTGTGGTGA 

trnL-trnF tmL-E : GGTTCAAGTCCCTCTATCCC 
AF031439-AF031444 

spacer IrnL-F : A TTTGAACTGGTGACACGAG 
Taberlet et al , 1991 

trnT-lrnL tmT-A : CATTACAAATGCGATGCTCT 
AF031433-AF031438 

spacer 
IrnT-B : TCTACCGATTTCGCCATATC 

다‘ Agarose gel 전 기 영 동 

PCR 반웅이 끝난 후 lX T AE buffer를 이용하여 1.5% ararose gel에서 75V 

로 70분간 전기영동을 하였다. 전기영동이 끝난 후 gel은 ethidium bromide(O.5 

ug/rnl)로 5분간 염색한 후 중류수로 탈색하여 uv랩프에서 DNA band 양상올 

확인하였다(Fig. 8)_ 각 대상 지역에서 증폭된 단편이 수집종간에 유사하였다. 

하
 



Jkb ... ‘ i 

O.J I.."b ..... .“ ‘ ......... ‘ .... 'ÎIÎÎIIII ‘_............ ..... 
Ikb .... .... 

“rp,B-rbrL 

•.• “ι ‘-
,",t.,..InIF 

Jkb ...... -
I)Akb ....... 

1\1 KCB Rco 

<Fig. 8. Detection of the DNA fragments amplified from the three chloroplastid 

regions.> 

M; DNA ladder, KCB (Korea cultivated Rubus) , Rco (R. coreanus Mique), Roc 

(black raspberry, R. occidentalis L.), Rla (blackberry, R. lanciniatus) , Rlaa 

(blackberry, R. lanciniatus cv. Ebano), Rid (red raspbeπy， R. idaeus). 

라. SSCP 분석 

PCR 산물을 SSCP buffer와 함께 변성을 시킨 후 1X TBE buffer를 이용하 

여 8% acrylamide Bis (29: 1) nondenaturing gel에서 200V로 10시간 

(atpB- rbcL, trnT- trnL 지역) 또는 6시간(tmL-tmF 지역) 전기영동을 하였다. 

전기 영동이 끝난 후 gel은 Sol A(l35 rnl ddH2Û + 15 ml ethyl alcohol + 810 1 

glaci려 acetic acid)에 서 5분 염 색 한 후 Sol B(135 rnl ddHzO + 15 ml ethyl 

alcohol + 810 1 glacial acetic acid + 0.3 g silver niσate) ， Sol C(l35 ml ddH20 

+ 410 1 formaldehyde + 4g NaOH)에서 10분 동안 염색시켰다(Fig. 9). 

<Fig. 9. Single strand conformational polymorphism analyses for the amplified DNA 

fragments of the three chloroplastid regions.> 

M; DNA ladder, KCB (Korea cultivated Rubus), Rco (R. coreanus Mique), Roc 

(black raspberry, R. occidentalis L.), Rla (blackbeπy， R. lanciniatus) , Rlaa 

(blackberry, R. lancin띠tus cv. Ebano), Rid (red raspberry, R. idaeu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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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Phenylpropanoid와 flavonoid 경로 유전자의 분리 및 동정 

가 Anthocyanin 생 합성 경 로 

Anthocyanin 생합성 경로(Fig. 10)의 첫 단계를 촉매하는 phenylalanine 

amrnonia-lyase (PAL)의 유전자 정보는 국제 유전자 은행(NCBI Genebank)에서 

얻었으며. 2번째 단계에 관여하는 cinnamate- 4 - hydroxylase( C4H). 중간 단계에 

관여하는 flavonone 3-hydroxylase(F3H)의 cDNA clone은 제 1세부과제에서 분리 

하여 보고된 서열올 이용， 후반부 경로에 관여하는 anthocyanidin 

synthase(ANS)의 cDNA clone은 복분자 cDNA library로부터 분리 (Fig. 11)하여 

조직별 유전자 발현 변화 양상 조사에 사용할 pnmer쌍올 제작(Table 5.)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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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10. Brief representation of phenylpropanoid and flavonoid biosynthetic 

pathwa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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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11. Sequence of anthocyanidin synthase isolated from Korean cultivated 

bramb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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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5. The sequences of the primers used to analyze effects of chitosan 

treatments on the expression of genes involved in the phenylpropanoid and 

flavonoid biosynthetic pathway. 

Gene Primer Oirection Sequence (5’ 3’) 

Forward CATGTTTGCTCAGTTTTCTG PAL Reverse CTTGAAGCCATAATCCAAAC 
Forward GATCTGCCAGGAGGTTAAGGAG 

C쇠{ 
Reverse CTTCATTGCTCATGTTCTTTGTGC 
Forward GCAAGATTGGAGAGAGATTGTAAC F3H Reverse ATACTCCTCCGTCACTTTCACC 

ANS 
Forward TCTTCATAGCGATTAACCACTCAG 
Reverse AAATTCCTTCTTCTCCTCATCTGG 

나 CTAB 방법 을 이 용하여 total RNA 추출 

CTAB 방법을 이용하여 total RNA 추출하는 최적 조건을 설정하여 얻은 

RNA(Fig. 12)와 유전자특이적 pnmer쌍을 이용하여 예상되는 PCR 산물이 중폭 

됨을 확인하였다(Fig . 13) 

1ug 3ug 5uξ 10ug 

<Fig 12. The total RNA prepared by the CTAB method from fruits of Korea 

cultivated bramble grown in Gochang area.> 

3kb • 낼열를 

1 kb • • t 

0.1 kb • 
M Act PAι C4H F3H ANS 

<Fig 13. Arnplification of the expected DNA fragments for the genes involved in 

the phenylpropanoid and flavonoid biosynthetic pathway. M; DNA ladder, Act; 

Actin, PAL; phenylalanine arnmonia- Iyase, C4H; cinnamate-4-hydroxylase, F4H; 

flavonone 3- hydroxylase, ANS; Anthocyanidin synthas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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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키토산처리가 phenylpropanoid 및 flavonoid경로 유전자 발현에 미치는 효과 

가. 식물 재료 

고창 재배종 복분자에 10일 간격으로 총 5회에 걸쳐(4/23， 5/2, 5/11, 5/22, 

6/1) 키토산 용액(키토산 15 mL : 물 1 L)을 처리하여 잎， 개화전 화기， 개화기 

화기， 미숙 과실， 중숙 과실， 완숙 과실 시료를 채취하였다(Fig. 14) 

<Fig 14. The leaf, flower and fruit of Korea cultivated bramble treated (K) or 

untreated with chitosan solution. K; chitosan σeatrnent， LB; leaf bud, FB; flower 

bud, OF; open flower, IB; imrnature fruit, MF; mid- ripen fruit, RF; 끼pen fruit. > 

나 실시간 중합사슬연쇄반웅 (Re머-time PCR) 

각 시료로부터 RNA를 분리하여 P AL, C4H, F3H, ANS 유전자의 키토산처리 

에 대한 발현 반응을 실시간 중합사슬연쇄반웅(Re머-미ne PCR)을 이용하여 조 

사， PAL， C좌1， ANS 유전자의 조직별 발현 양상은 잎， 개화전 화기， 개화기 화 

기에서의 발현량이 미숙 과실， 중숙 과실， 완숙 과실에서보다 현저히 높은 경향 

을 보임， F3H는 성숙과에서 발현이 가장 낮았고 기타 조직에서의 빨현은 높은 

수준이었으며 조직간 차이가 크지 않았으며 키토산 처리에 대한 반응은 특히 개 

화기 화기， 완숙 과실에서 PAL, C4H, F3H, ANS 유전자의 발현이 현저히 중가 

하는 경 향을 보였다(Fig. 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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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I. 결과 및 고찰 

l 복분자 유전자원의 계통분류학적 관계 분석 

가. RAPD 핵산지문 조사 

(1) RAPD 핵산지문 99종을 이용하여 유전자원간 유연관계를 분석하였다(Fig. 16). 

유연간계 분석은 NTSYS(Numerical Taxonomy and Multi- variate Analysis 

System) program의 UPGMA(Unweighted Pair- Group Method with Arithmetic 

Average) 분석방법(RohJf， 1989)으로 실시하였다. 그림 16 에서 보는 바와 같이 

각 Rubus 종은 종별로 서로 다른 아분지군￡로 뚜렷이 구분되었다. 즉， 국내 자 

생 복분자(R. coreanus, Rco) , 산딸기 (R. crataegifolius, Rcr), 외 래종 red 

raspberry(R. idaeus, Rid) , 외 래 종 black raspberry(R. occídentalis, Roc) , 외 래 

종 blackberry(R. lancíniatus, Rla) 그리고 국내 재배종 복분자(KCBl는 서로 다 

른 아분지군올 형성하였다. 이러한 결과는 본 연구에서 사용한 RAPD 표식자가 

종간 식별에 필요한 핵산지문 정보를 제공하는 것으로 평가할 수 있다. 

(2) 국내 재배종 복분자(KCB) 아분지군은 크게 두 부류로 구분되었다 즉， 국내 재 

배총 복분자(KCB) 중 전북 정융， 전북 진안， 충남 태안， 충북 청원 수집종간에 

는 다른 국내 재배종 복분자 수집종보다 상대적으로 근연의 관계를 보였다. 또 

한 강원 횡성에서 수집된 국내 재배종 복분자(KCB)는 유일하게 국내 자생 복분 

자(R. coreanus, Rco) 아분지군에 포함되었다 이 결과를 토대로 우리나라의 재 

배총 복분자 내에 상당한 변이가 존재하고 있음을 추정할 수 있다. 

(3) 국내 재배종 복분자(KCB)는 다른 Rubus 수집종들에 비하여 black 

raspberry(R. occídentalis, Roc) !.f 일부 산딸기 (R. crataegifolius, Rcr) 수집총과 

상대적으로 근연의 관계를 보였으며， 국내 자생의 재래종 복분자(R. coreanus, 

Rco)와는 상대적으로 원연의 관계를 보였다(Fig. 16). 즉， 고창 지역올 중심으로 

전국에서 재배되고 있는 재배종 복분자는 국내 자생의 재래종 복분자보다 black 

raspberry(R. occídentalis, Roc)의 핵질과 상대적으로 근연의 유전적 배경을 가 

지고 있올 가농성이 높은 것으로 생각된다. 

(4) RAPD 핵산지문은 핵질 유전체의 임의의 부분으로부터 중폭된 유전자 단편이므 

로 핵질 유전체 전반에 대한 유전적 배경 정보를 대변하는데 한계가 있을 가능 

성도 배제할 수 없다. 그러므로 본 연구에서 얻은 결과를 바탕으로 한 Rubus 

종의 변별에 신뢰의 한계가 있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따라서 종간 변별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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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신뢰한계를 높이고자 rRNA 유전자의 ITS(internal transcribed spacers) 지 

역 염기서열을 추가적으로 분석하여 수집종간 유연관계를 분석하였다 또한 

Rubus 종은 영양체를 이용하여 분양되고 있으므로 재배화 과정에 영양체가 사 

용되었을 가능성이 매우 높다 따라서 세포질 유전체의 3개 지역에 대한 다형성 

을 조사하여 유전자원간의 유전적 관계에 대한 추정의 신뢰를 높이고자 하였다. 

~ JRcl’ 

.~ 뻐C 
.KCB떠) 

% |&o 

JRid 

IRcl‘ 

업빠 
패 l ’싸” 패 ”·&’ l ’ 패 1 ’ 패’”’싸’ 1 싸”’ hk” ’패， "꽤 ”패" ，’써 

<Fig. 16. Phylogenetic rela디onship among the Rubus accessions by 99 RAPD markers. 

KBC; Korea cultivated bramble. Rco; Korea na디ve bramble (R. coreanus Mique). 

Roc; black raspberry (R. occidentalis L.) . Rcr; R. crataegifolius . . Rla blackberry 

(R. 1，α1ciniatus) . and Rid; red raspberry (R. idaeu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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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ITS 지역 핵산지문 조사 

(1) 증폭된 ITS 지역의 염기서열을 군별로 선발한 총 13종의 Rubus 종에 대하여 

분석하였다(Table 2). ITS 1과 IT S 2를 중폭하기 위하여 작성한 각 rRNA 유전 

자 지 역 에 특이 적 인 prÎmer(Table 3)를 이 용하여 각각 350 - 400 bp, 400 - 500 

bp의 DNA 단편이 중폭되었다(Fig. 3). 이들 중폭단편에 포함된 염기서열은 

NCBI program의 Basic Local Alignrnent Search Tool(BLAST)에 의 하여 R. 

caesius x R. idaeus 교잡종의 ITS 및 rRNA 서열과 각각 98%의 유사성올 보 

였다(Fig. 4). ITS 1 지역의 증폭된 단편은 18S nuclear rDNA와 5.8S rDNA의 

일부를 포항 하고 있으며 ITS 1 지역에 포함된 18S nuclear rDNA는 58 bp로 

평 균 G+C 함량은 46.6-51.7% 이 다. Rla 57(R. lanciniatus, Creeping)를 제 외 한 

조사한 모든 수집종의 ITS 1 지역의 길이는 255 bp이었고， 수집종 Rla 57(R 

lanciniatus , Creeping)은 256 bp이었다. ITS1지역의 평균 G+C 함량은 53.1 -

56.1% 이다. 모든 조사 수집종의 증폭된 단편에 포함된 5.8S rDNA부분은 Rid 

52(R. idaeus, Golden Harvest)를 제외하고 모두 64 bp이며 평균 G+C 함량은 

50%이 다 수집 종 Rid 52(R. idaeus, Golden Harvest)는 63 bp로 평 균 G+C 함 

량은 46% 이다.(Table. 6) 즉， R ubus 수집종에 존재하는 ITS 1 지역의 길이나 

G+C함량의 변이는 매우 낮았으며， 국내 재배종 복분자， 자생복분자 또는 black 

raspbeπy간에는 변이가 존재하지 않았다 

Table 6. Size and base cornposition of the ITS 1 region of nuclear ribosorna1 DNA 

of Rubus species. 

Entry 18s nuclear rDNA ITS1 Region 5.8s rDNA 
Name Length G+C Length G+ C Length G+ C 

KCB 1 58 48.3 255 54.1 64 50 

KCB 8 58 48.3 255 54.1 64 50 

KCB 11 58 48.3 255 53.7 64 50 

Rco 25 58 48.3 255 54.1 64 50 

Rco 26 58 48.3 255 54.5 64 50 

Rco 23 58 48.3 255 54.1 64 50 

Rid 52 58 51.7 255 55.3 63 46 

Rid 54 58 48.3 255 55.7 64 50 

Rla 56 58 46.6 255 54.1 64 50 

Rla 57 58 48.3 256 54.3 64 50 

Rla 58 58 48.3 255 54.1 64 50 

Roc 39 58 48.3 255 54.1 64 50 

Roc 50 58 48.3 255 56.1 64 50 

- 65 -



(2) ITS 2 지 역 의 증폭된 단편은 5.8S rDNA와 26S nuclear rDNA의 일부를 포함 

하고 있다. ITS 2 중폭 단편에 포항된 5.8S rDNA는 37 bp로 평균 G+C 함량은 

40.5%이다 26S nuclear rDNA는 167-168 bp이며 평균 G+C 함량은 57.5-

58.1%이다 ITS 2 지역의 평균 길이는 Rco 26(R. coreanus Mique , Okcheon 

Chungbuk)를 제외하고 모든 수집종이 205 bp이며， Rco 26(R. coreanus Mique , 

Okcheon Chungbuk)은 207 bp이다 평균 G+C 함량은 56.1-57.1%이다(Table 

7). ITS 1지역과 유사하게 Rubus 수집종에 존재하는 ITS 2 지역의 길이나 

G+C함량의 변이는 매우 낮았으며， 국내 재배종 복분자， 자생복분자 또는 black 

raspberry간에는 변이가 존재하지 않았다 

Table 7. Size and base composition of the ITS 2 region of nuclear ribosomal DNA 

of Rubus species. 

Entry 5.88 rDNA ITS2 Region 26s nuclear rDNA 
Name Length G+C Length G+ C Length G+C 
KCB 1 37 40.5 205 56.1 168 57.7 
KCB 8 37 40.5 205 56.6 168 57 .7 

KCB 11 37 40.5 205 56.1 168 57.7 
Rco 25 37 40.5 205 57.1 167 57.5 
Rco 26 37 40.5 207 56.5 167 57.5 
Rco 23 37 40.5 205 57.1 167 57.5 
Rid 52 37 40.5 205 56.1 167 58.1 
Rid 54 37 40.5 205 56.1 167 57.5 
Rla 56 37 40.5 205 57.1 167 57.5 
Rla 57 37 40.5 205 56.6 167 57 ‘ 5 
Rla 58 37 40.5 205 56.1 168 57.7 
Roc 39 37 40.5 205 57.1 167 57.5 
Roc 50 37 40.5 205 56.6 168 57.7 

(3) 수집종의 ITS 1, 2 지역의 염기서열은 비교 분석하였다 ITS 1 지역의 염기서 

열은 수집중간에 l개에서 5개 염기의 간극에 의하여 삽입/결실변이{insertion/ 

deletion , indeD가 존재한다(Fig. 5). ITS 1 지역에는 127~ 의 indel이 있는데 1-, 

2 , 3-, 4 , 5 염기 indel이 각각 5 , 3, 1, 2와 1개 존재한다 또한， 6개의 유용한 

정보자리가 있다. 특히 red raspberrγ 수집종 Rid 52는 다른 수집종의 염기서열 

과 현저한 차이를 보였다. 대조적으로 ITS2 지역의 염기서열에서는 간극이 없 

으며 수집종 유전자원의 변이에 기인하는 indel도 없었다. 다만 3개의 정보자리 

가 있다 (Fig. 6). 이상의 결과는 ITS 1지역과 ITS 2 지역의 염기서열의 변이 

정도가 다르며， 변이정도는 ITSl지역이 ITS 2지역보다 높음을 나타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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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ITS 1, 2 지역의 염기 서열을 이용하여 복분자 수집종의 유연관계를 분석하였 

다. ITS 1 지역의 염기서열로 수집종이 2개의 아분지군(A， B)과 아분지군에 속 

하지 않는 3개의 개별 수집종으로 뚜렷하게 분류되었다.A 아분지군에는 2종의 

국내 재배종 복분자(KCB1 ， KCB8)와 2종의 black raspberry (Roc 39, Roc 50) 

가 속하였다 아분지군 B에는 1총의 국내 재배종 복분자(KCB 11), 3종의 국내 

자생복분자， 1종의 red raspberry, 1종의 blackberry 수집종이 포함되었다.2종의 

아분지군에 속하지 않는 수집종은 2종의 blackberry(R1a 57과 58)와 1종의 red 

reaspberry(Rid 52)이 다(Fig. 17). 

(5) ITS 2 지역의 염기서열에 의하여 복분자 수집종은 3종의 아분지군으로 뚜렷하 

게 분류되었다 아분지군 A에는 3종의 국내 재배종 복분자(KCB 1, KCB 8, 

KCB 11)와 2종의 black raspberry (Roc 39, Roc 50), 1종의 red raspberry(Rid 

52)를 포함한다. 아분지 군 B는 2종의 blackberry를 포함하고， 아분지 군 C는 3종 

의 국내 자생종 복분자와 1종의 red raspberry (Rid 54), 그리고 l종의 

blackberrγ(R1a 56)를 포함하고 있다(Fig. 17) 

(6) 이상의 결과를 종합하여 보면， 국내 재배종 복분자 3종(KCB 1, KCB 8, KCB 

11)은 black raspberry 수집 종(Roc 39, Roc 50)과 ITS 2 영 역 의 서 열 이 상대 적 

으로 근연의 관계를 보이며， 국내 재배종 복분자 2총(KCB 1, KCB 8)의 ITS 1 

영역의 서열이 black raspbeπy와 상대적으로 근연의 관계를 보인다. 즉， 국내 

재배종 복분자 3종(KCB 1, KCB 8, KCB 11)은 ITS2 서열에서 그리고 재배 

종 복분자 2종(KCB 1, KCB 8)은 ITS 1 서열에서 국내 자생복분자 수집종과 

서로 다른 아분지군에 속하여 재배종 복분자와 국내 자생복분자 수집종간의 계 

통유전학적 관계는 국내 재배총 복분자와 black raspberry간의 관계에 비하여 

원연의 관계에 있는 것으로 추정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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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17. Phylogenetic relationships of 13 Rubus species based on the nucleotide 

sequences of the ITS 1 region and ITS 2 region. > 

KCB 1 (Korea cu1tivated Rubus, Gochang in Jeonbuk) , KCB 8 (Korea cultivated 

Rubus, Sanchung in Gyeongnam) , KCB 11 (Korea cu1tivated Rubus, Jeongeup in 

Jeonb버‘)， Rco 25 (R. coreanus Mique, Danyang in Chungnam), Rco 26 (R. coreanus 

Mique, Okcheon in Chungbuk) , Rco 23 (R. coreanus Mique, Gochang in Jeonb띠{)， 

Rid 52 (Red raspberry, R. idaeus, Golden Harvest) , Rid 54 (Red raspberry, R. 

idaeus, Canby) , Rla 56 (Blackberry, R. lanciniatus, Thomless) , R1a 57 (Blackberry, 

R. lanciniatus , Creeping) , R1a 58 (B1ackbeπy， R. lanciniatl• 5 , Ebano) , Roc 39 (Black 

raspberry, R. occidentalis L., Shuttleworth), Roc 50 (Black raspberry, R. occidentalis 

L., NC 98-8-1). 

다. 세포질 유전체 다형성에 의한 유연관계 추정 

(1) 수집종의 세포질 유전체의 3^1 역 (atpB-rbcL， trnL-trnF, trnT-tmLl에는 2-4개 

의 SSCP 분자표지가 존재하였다(Fig. 9). atpB-rbcL 지역에는 국내 재배종 복 

분자， 국내 자생복분자， red raspberry, blackbeπy， black raspberry7r 각각 3, 3, 

3, 2- 3, 3개의 SSCP 표지가 존재하였다 trnL- tmF 지역에는 2개의 거리가 먼 

band를 가지는 red raspberry를 제외한 모든 Rubus 종에 2개의 SSCP 분자표 

지가 존재하였다. trnT-tmL 지역에서 모든 Rubu5 종에서 동일한 1개의 주요 

SSCP 표지가 존재하였다. 

(2) 각 수집종에 존재하는 SSCP marker를 이용하여 복분자 유전자원간의 유연관계 

를 분석하였다(Fig. 18) 그림 18에서 보는 바와 같이 각 복분자 수집종은 고유 

의 종에 따라 분지군을 형성하였다. 예외적으로 black raspberry는 r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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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aspberry와 동일한 아분지군(B)에 속하였다 국내 재배종 복분자 아분지군(A) 

은 유전거리 0.78 정도에서 인접한 black raspberry와 red raspberry흘 포함하는 

아분지군 B와 분지군올 형성하였다 그러나 국내 자생복분자 수집종으로 형성된 

아분지군 C는 유전거리 0.6정도에서 A와 B 아분지군이 형성한 분지군과 상위의 

분지군을 형성하였다. 따라서 엽록체 유전체의 3 지역 (atpB-rbcL， tmL-tmF, 

tmT-tmLl을 대상으로 얻어진 SSCP 분자표지 양상은 국내 재배종꽉분자의 엽 

록체 유전체가 국내 자생복분자보다는 black raspberry와 red raspberry와 상대 

적으로 더 근연의 계통유전학적 관계를 가지고 있음을 의미한다. 

(3) 결론적￡로 핵질 유전체의 임의중폭 분자표지와 rRNA 유전자의 ITS 부위 염 

기서열， 그리고 엽록체 유전체의 3개 지역의 SSCP 분자표지의 양상은 고창복분 

자로 알려진 국내 재배종 복분자가 국내 자생복분자보다는 black raspberry와 

계통유전학적으로 더 근연의 관계에 있는 것으로 추정된다. 

.，웠 I.~’ l깨‘3 1.115 1.. 
l i . 

KCB8 I A 
KCB l1 
Roc39 

Roc50 I B 
Ritl52 

Ri‘154 

Rco25 I C 
Rco26 

Rla 57 I D 
Rla58 

<Fig 18. Phylogenetic relationships of 13 Rubus species based on a to ta1 of 11 

plastome markers. KCB (Korea cultivated bramble), Rco (R. coreanus Mique), Roc 

(black raspbeπy， R. occidentalisL.), Rla (blackberry, R. lanciniatus) , Rid (red 

raspbeπy， R. idaeu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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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 키토산처리가 기능성 성분 함량에 미치는 효과 

(1) Anthocyanin 함량은 잎， 개화전 화기， 개화기 화기에서는 거의 검출되지 않았으 

나 미숙 과실에 극소량 검출된 anthocyanin은 중숙 과실에서 약간 증가하고 완 

숙 과실서는 현저히 증가， 과실 중의 anthocyanin함량은 chitosan 처리에 의해 

유의하게 증가하는 것을 알 수 있었다. 이를 통하여 Chitosan 처리가 

phenylpropanoid 및 flavonoid 경로의 최종 산물인 anthocyanin 함량의 증가에 

기여하는 효과가 있음을 알 수 있었다 (Fig. 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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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f tissues vanous m content 

농자재로서 농가에서 사용하고 있는 키토산을 이용하여 복분자 과실의 

anthocyanin과 phenylpropanoid와 flavonoid류의 기능성 성분의 함량을 증진시 

켜 복분자의 기능성과 품질을 향상시키는 친환경 재배 기술의 개발 가능성이 

인정되므로 키토산처리에 의해 phenylpropanoid와 flavonoid에 관여하는 유전자 

의 발현이 변화하여 결과적으로 이 경로의 최종 산물인 Antho다ramn의 생합성 

이 증가한 것으로 추정된다. 

- 70 -

(2) 친환경 



111. 적 요 

1. 재래종 복분자와 외래종 복분자류 총 76종의 수집종의 핵질의 유전적 배경을 분자 

표지로 분석한 결과， 고창 재배종 복분자가 국내 자생 재래총 복분자보다는 외래종 

black raspbeny와 더 근연의 관계를 보였다 이러한 결과를 보다 심도 있게 확인하 

기 위하여 국내 재배종 복분자 3종， 국내 자생 복분자 3종， 외 래종 black raspbeny 

2종， red raspbeny 2종， blackbeπy 3종 둥 총 13종을 대상으로 rRNA의 ITS 영 역 

의 염기서열과 엽록체 유전체의 유전적 배경 및 특정지역의 영기서열을 비교 분석 

하였다. 국내 재배종 복분자 3종(KCB 1, KCB 8, KCB 11)은 외 래종 black 

raspbeπy 수집종(Roc 39, Roc 50)과 ITS 2 영역의 서열이 상대적으로 근연의 관계 

를 보였다. 또한 상대적으로 국내 재배종복분자의 엽록체 유전체가 국내 자생복분 

자보다 외래종 black raspberry와 red raspbeπy와 상대적으로 더 근연의 계통유전 

학적 관계를 가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결론적으로 핵질 유전체의 임의증폭 분 

자표지와 rRNA 유전자의 ITS 부위 염기서열， 그리고 엽록체 유전체의 3개 지역의 

SSCP 분자표지의 양상 및 염기서열은 고창복분자로 알려진 국내 재배종 복분자가 

국내 자생복분자보다는 외래종 black raspbeny와 계통유전학적으로 더 근연의 관 

계에 있는 것으로 추정된다 이러한 결과는 현재 재배종 복분자를 Rubus coreanus 

로 표기하고 있는 것과 상충된다. 따라서 보다 체계적인 연구를 통하여 고창복분자 

의 기원에 대한 문제를 해소할 필요가 있다. 

2 재 래 종 복분자의 기 능성 성 분 생 합성 에 관여 하는 phenylpropanoid와 flavonoid 경 

로 유전자 PAL, C4H, F3H, ANS의 키토산 처리에 대한 발현 반웅을 분석하였다. 

총 6종의 조직(잎， 개화전 화기， 개화기 화기， 미숙 과실， 중숙 과실， 완숙 과실)을 

채취하여 이들 유전자의 조직별 발현 특성을 조사하였다. 이들 유전자의 발현은 개 

화기 화기에서 가장 높았고 과실이 성숙할수록 유전자의 발현은 점차 감소하는 경 

향을 보였다. 키토산처리에 의해 개화기 화기와 완숙 과실에서 P AL, C4H, F3H, 

ANS의 발현이 중가하였다 

3 친환경 농법 개발에 필요한 유전자 발현 정보를 확인하기 위하여 키토산 처리의 

효과를 분석한 결과 대조구에 비하여 키토산 처리구에서 anthocyanin 함량이 높았 

다. Anthocyanin 함량은 잎， 개화전 화기， 개화기 화기， 미숙 과실에서는 대조구와 

처리구간 큰 차이를 나타내지는 않지만 중숙 과실과 완숙 과실에서는 처리구에서의 

함량이 현저히 높았다， 이는 키토산 처리에 의해 완숙 과실에서 P AL, C4H, F3H, 

ANS의 발현이 중가한 결과와 정의 상관관계를 보인다. 결론적으로 키토산처리에 

의해 pheny lpropanoid와 flavonoid에 관여하는 유전자의 발현이 변화하여 결과적으 

로 이 경로의 최종 산물인 Anthocyanin의 생합성이 증가한 것으로 생각된다 따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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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 키 토산처 리 로 복분자 과실 의 anthocyanin과 phenylpropanoid와 f1avonoid류의 기 

능성 성분의 합량을 중진시 켜 복분자의 기능성과 품질을 향상시킬 수 있을 것으로 

생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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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itle 

복분자 종속간 교잡 및 재분화체 돌연변이 유기를 

이용한 우량 품종 선발 

Selection of super cultivar using inter-specific and generic hybridization and 

mutation regenerated from shoot of black raspberry 

Summary 

The crossing combination was completed by thomless boysenberry, himalayan 

blackberry and trailing blackberry with black raspberry. In order to gerrninate of 

crossed seed, the dominancy break has significant effect on 50 min of concentrated 

sulfuric acid. The effect of neutralization in variation buffer solution was the best 

in 0.1 M Tris(pH 8.0). The direction regeneration from in vitro-cultured black 

raspbeπy， cultivated in Gochanggun, was affected by growth regulator 

concentrations, explant types and leaf size. The highest regeneration frequency 

was obtained in conjugation with 1.5 ).1M TDZ and 1 ).1M IBA (15.6%). The 

combination of IBA and TDZ has significant effect on regeneration frequency and 

TDZ didn ’t produce regeneration explant alone. Strongly, regeneration capacity in 

shoot was affected by explant types and leaf size on the shoot. Among the 

explant types, such as leaf, petiole and leaf with petiole has induced highest 

regeneration frequency. Adventitious shoots emerged directly from the explant cut 

surfaces. Leaf size on the shoot was an important factor in obtaining high 

frequency regeneration. The uppermost first or second expanding leaves near the 

shoot apex tended to have the highest frequency of regeneration, with regeneration 

capacity decreasing from the shoot tip to the base. No significant difference in 

number of shoots formed was observed by interaction between explant types and 

leaf position (68.9%). Direction shoot regeneration was obseπed using leaf- petiole 

explants from shoot-proliferating culture of black raspberry. To dentify LD50, 

mutatants were screened out among leaf- petioles irradiated with gamma ray of 

30 Gy, 50 Gy, 70 Gy, 100 Gy. The LD잉 shoot regeneration response (27.8%) was 

recorded on the group irradiated with gamma ray of 30 Gy. In vitro rooting of 

micro-shoots was accomplished within 3 week on MS medium supplemented 

with 0.1 mg/L indolbutyric acid (IBA) after 1 week in the dark, later transferr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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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o hormone- free mec!ium and kept in the light. Plantlets, remaining on the latter 

medium for 6 weeks, were transferred to soil and showed the survival rate of 

75%. In order to breed the usefl버 mutants in black raspbeny, cultivated in 

Gochanggun, 2-year-old nursery stocks were irrac!iated with 70 (264 lines) and 

120 Gy (360 lines) of garnma-ray. The LD50 dose was identified as 70 Gy. 

Morphological characteristics of the variants were observed such as stem 

variation, no. of thom and no. of sucker compared with donor cultivar. Of the 178 

mutants, 9 lines with the useful mutant characters were selected and random 

비nplified polymorphic DNA (RAPDl was carried out to confirrn mutation state at 

the molecular level with 12 primers. RAPD polymorphisms between control and 

mutants were detected in 8 primers. There are many bands be revealed only in 

mutants and c!isappear in mutants reversely. Valuable mutants obtained will be 

useful for developing new cultivars and studying gene function in molecular level. 

t 

υ
 



1. 재료 및 방법 

1. 우량형질 도입올 위한 종간 교잡 

가 종칸 교잡 식물재료 

모본으로 고창 선운산 복분자， 부본으로 가시가 없는 Thornless Boysenberry 

1품종， 다수확 품종인 Himalayan blackberry 1품종， 과실이 큰 Trailing 

blackberrγ 1품종을 이용하였다， 

나 교배조합 작성 

개화 C2일 전에 제웅 하여 5월 10일경부터 주두 수분법에 의하여 인공수분 

시켰고， 각각 부본의 품종에 따라 교배조합(고창선운산 복분자 x Thornless 

Boysenberry, 고창선운산 복분자 x Himalayan blackberry, 고창선운산 복분자 x 

Trailing blackbeπy)을 작성하였다. 

다 종자 발아 식물재료 

공시품종으로 고창 선운산 복분자 종자를 사용하였다. 종자는 믹서기를 이용 

하여 열매로부터 추출하였고 25"(: 건조기에서 일주일간 건조하였다. 

라 발아 촉진을 위한 농황산 처리 효과 

휴연타파를 위해 황산은 농황산을 10, 30, 50, 70분간 처리하였으며， 수돗물 

에 30분간 세척하였다. 종자의 표면살균은 2% Sodium hypochlorite를 이용하였 

으며， 15분간 처리 후 30분간 수돗물로 세척하였고， 멸균수를 이용하여 5회 더 

세척하였다. 종자의 습도유지를 위해 필터페이퍼를 이용하였고 중화용액에 따른 

종자 발아는 16시간 광주기 (40 tLITIo1 m -2 s -2)로 3패트리디쉬/처리， 1007~ 체/패트 

리디쉬， 3반복하여 조사하였다 

마 중화용액에 따른 종자 발아율 조사 

종피 파상법으로 농황산을 50분간 처리하였고， 중화를 위하여 0.1 M 
Tris(pH 8.0), 0.5% calcium carbonate, 수돗물올 이용하여 중화용액에 5분씩 2회 

처리하였다. 수돗물로 30분간 세척 후 종자소독은 1% Sodium hypochlorite에 15 

분간 처리하였고 다시 수돗물에 30분간 세척 하였다. 종자의 습도유지를 위해 필 

터패이퍼를 이용하였고 중화용액에 따른 종자 발아는 16시간 광주기 (40 tLITIo1 

m-2 s-2)로 3패트리디쉬/처리， 1007~ 체/패트리디쉬 ， 3반복하여 조사하였다. 

2. 재분화체 돌연변이 유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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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식물재료 

공시품총으로 고창 선운산 복분자를 사용하였다 배양재료는 무가온 비가렴 

하우스에서 재배하였다. 복분자의 정단과 측지 (3-4cm)에서 전개된 잎은 제거하 

고， 70% EtOH로 1분 동안 표면살균， 0.53% sodium hypochlorite와 0.5% 

tween20에서 5분 동안 침지소독한 후 멸균수로 5회 세척하여 배양재효로 이용하 

였다. 

나. 정단배양 

정 단부위(1"2c찌는 4.4 뼈 6-Jænzylarrirx:çurin (00, 0.5 ‘.1M indole-3-butyric-acid 

(IBA) , 3% sucrose, 7.5% agar가 첨가된 Murashige and Skoog(MS)배지인， 정 

단배양 배지에 무균적으로 치상하였다， 배지는 pH 5.6으로 조정 후 121 0C, 1.1 

kgcm -2에서 20분 동안 고압멸균 하였다. 배양체는 21 "c와 40 Jlmol m -2 S-2의 광 

양자속밀도(PPF) ， 16시간 광주기로 배양하였다. 배양체는 3-4주 간격으로 계대배 

양 하였다. 

다 재분화 단계에서 생장 조절제의 효과 

정단배양에서 배양된 신초는 각각의 페트리디쉬에 엽을 제공하기 위해 사 

용되었다 전개된 엽(1/2의 엽병올 포함한 0.5- 1.5c떼의 잎)을 취하여 2조각을 

엽맥을 중심으로 가로， 세로 1c며의 크기로 잘랐다. 엽을 위에 기술한 배지 (25 

mL/87x 15rnlIl페트리디쉬)에 배축연이 완전히 닿도록 치상하였다 Thid.iazuron 

(TDZ, 0.5, 1, 1.5, 2, 5, 10 JlM)과 IBA(O, 0.5, 1, 2.5 JlM) 혼용처리에 의한 재분 

화율은 6페트리디쉬/처리， 5개체/페트리디쉬를 치상， 3반복하여 조사하였다. 배양 

체는 21 "c에서 1주일동안 암배양 후 16시간 광주기 (40 Jlmol m -2 s -2)로 계대배양 

없이 8주통안 배양하였다. 엽에서 재분화률은 4, 8주 2회 조사하였다. 자료는 

SAS의 General Linear Models Procedure를 이용하여 분석하였다. 

라. 배양체 절취부위에 따른 재분화 효과 

배양체 절취부위에 따른 재분화 효과 실험은 1.5 μM TDZ과 1JlM IBA가 포 

함된 재분화 배지에서 조사하였다. 배양체를 엽병이 포함된 엽， 엽병， 엽으로 구 

분하여 엽폭 O‘5cm미만， 0.5 -1.0cm , 1.0 -1.5cm에 따라 조사하였다. 배양체는 21 "c 

에서 1주일동안 암배양 후 16시간 광주기 (40Jlffiol m -2 s -2)로 4주 후 계대배양하 

여 8주동안 배양하였다. 엽에서 재분화률과 재분화체에서 발생한 신초의 수는 4, 

8주 2회 조사하였다 

마 재분화체 돌연변이 유기를 위한 적정 방산선 선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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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분화체 돌연변이 유기를 위한 적정 방사선 선량 구명을 위해 정단배양에 

서 배양된 신초는 각각의 페트리디쉬에 엽을 제공하기 위해 사용되었다， 전개된 

엽병이 포함된 엽(엽폭이 0.5cm미만인 잎)을 취하여 0.25 mg/L TDZ + 0.1 mg/L 

IBA가 포함된 배지 (25 mL/87 x 15 mm 페트리디쉬)에 배축연과 엽병기부가 완전 

히 닿도록 치상하였다 방사선은 25 "C 암조건에서 30Gy, 5OGy, 70Gy, 100Gy별로 

조사하였고 재분화율은 50페트리디쉬/처리， 107ß 체/페트리디쉬를 치상， 3반복하여 

조사하였다. 배양체는 21 "c 에서 l주일동안 암배양 후 방사선을 조사하였으며， 방 

사선 조사 후 16시간 광주기 (40 때이 m-2 S-2)로 4주 후 계대배양 하여 8주 동안 

배양하였다. 재분화체에 방사선을 처리한 후 재분화융을 4주， 8주 2회 조사하였 

다 

사 Shoot 중식 단계의 유무가 뿌리 발생에 미치는 영향 
분화된 신초 (> 2 cm 길이)를 4.4 마-1 BA. 0.5 마-1 IBA가 첨가된 Shoot 중식 

배지에 분화된 신초를 무균적으로 치상하였다 분화된 신초(> 2 cm 길이)를 5개 

체/배양병， 3반복하여 4주마다 1, 2회 계대배양 하였다- 충식된 Shoot를 0.5 메I 

IBA의 뿌리유도배지에서 l주 동안 암배양 후， 1주 동안 16시간 광주기 (40 띠n이 

m -2 s-2)로 배양하고 4주 동안 호르몬 프리 배지에서 배양 후 뿌리 발생율을 조 

사하였다 Shoot 증식 단계를 거치지 않은 재분화체는 분화된 신초 (> 2 cm 길 

이)를 위에 기술한 뿌리 유도 배지에 같은 방법으로 배양하여 뿌리 발생율을 조 

사하였다. 

아 뿌리유도와 순화 

뿌리가 유도된 신초들은 vermiculite:perlite(7:3)에 이식한 후 25"C에서 l주일 

동안 암배양 후 16시간 광주기 (40 J1!l101 m -2 s -2)로 2주 동안 배양상에서 접진적 

으로 통기량은 증가시키고 습도는 감소시키며 순화하였다. 순화개체의 생장을 중 

가시키기 위하여 유리 온실로 옮긴 후 큰 포트(지름 15 cm)에 이식하였다. 

3 묘목 변이체 유기 

가. 변이체 선발 및 확인 

복분자 돌연변이체를 선발하기위해 고창군 재배종 2년생 묘목에 방사선을 0, 

70 및 120Gy를 처리하였다. 방사선 처리 5개월 후 내습성， 가시의 유무， 줄기수， 

엽록소 변이 및 잎 퉁의 형태적 조사를 실시하였다. 형태적으로 변이가 발생한 9 

개체와 대조구를 대상으로 RAPD로 유전적 변이 분석를 실시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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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 결과 및 고찰 

1. 우량형질 도업을 위한 종간 교잡 

우량형질 도입을 위한 교잡 과정은 Fig. 1.에 요약하였다. 

가 교배조합 작성 및 계통육성 

고창 선운산 복분자를 모본으로 하여 Trailing blackbeny 1품종， Himalayan 

blackbeny 1품종， Trailing blackbeny 1품종을 부본으로 하여 교배 조합을 작성 

하였다(Table 1.). 2006년부터 2007년까지 교배를 통해 획득된 종자를 발아시켰 

고， 순화( verrniculite:perlite=7:3)를 위 해 포트에 이 식 하여 (Fig 2.). Thornless 

Boysenbeny 계통 1717H 체， Hima1ayan blackbeπy 계통 29개체를 확보하였다. 

Tr려ling blackbeny 계통은 열매는 관찰되었지만， 발아를 실시한 결과 종자가 맺 

히지 않아 발아개체를 획득하지 못했다. 

나. 발아 촉진올 위한 놓황산 처리 효과 

종피 파상을 통한 휴연타파법인 놓황산 처리결과 10, 30분 처리구에서는 한 

개체도 발아하지 않았으며， 50분에서 72%의 높은 발아율을 나타냈다. 농황산 50 

분 이상 처리할 경우 발아융은 4%로 급격히 감소하였다(Table 2). 

다 중화용액에 따른 종자 발아율 조사 

중화용액이 발아율에 미치는 영향을 조사한 결과 종자 발아율은 O.lM 

Tris(pH 8 이에서 가장 높았으며 (65.3%)， 0.5% ca1ciwn carbonate와 수돗물(무처 

리)은 거의 비슷하였다(Table 3). O.1M Tris{pH 8.0)은 중화용액으로서 다른 용 

액 또는 무처리에 비해 발아율에서 25%정도의 차이를 보였으며， 발아율 향상에 

크게 기여하였다. 

Table 1. Characteristics of v없10US variety for crossing 

M a1e 
Fema1e 

comrnonname Morphogenic σait 

Thomless Boysenbeny Thomless 

고창 선운산 복분자 
Hima1ayan blackbeny Higher productivity 

Trailing blackbeny Large fruit siz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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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2. Effect of concentrated s비phuric acid treatrnent for dominancy break 

Concentrated sulphuric acid(min) 

10 

30 

50 

70 

4weeks 
gerrnination frequency(%) 

72 

4 

Table 3. Effect of various buffer solution for neutralization of seed treated with 

sulphuric acid 

Neutralization buffer 

O.lM Tris(pH 8.0) 

1 % calcium carbonate 

Top water(controI) 

Germination frequency(%) 

after 4weeks 

65.3 

40.2 

4l.3 

<Fig. 1. Dreeding phase. (A) Castration; (B)Anther collection; (C) Pollination; (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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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rossing; (E) Harvest> 

<Fig. 2. Fl plants obtained by crossing Gochang line with Thomless boysenberry> 

2. 재분화체 돌연변이 유기 

가 재분화 단계에서 생장 조절제의 효과 

엽병이 포함된 엽에서 재분화 과정은 Fig. 3 에 요약하였다엽배양에서 재분화 

율에 대한 TDZ과 IBA 농도 실험 결과 부정아는 배양 20일경부터 관찰되기 시 

작하여， 2개월 동안 증가하였다 부정아는 엽병기부가 잘린 부위에서 직접적으로 

출현하였다 TDZ 단용 처리에서는 처리농도에 상관없이 재분화체가 발생하지 않 

았으며， IBA의 혼용은 재분화률에 중요한 영양을 나타냈다 TDZ과 IBA혼용처리 

에서 재분화률은 l.5μM TDZ과 111M IBA(l5.6%)에서 효과적이었으며， 2.511M 놓 

도로 TDZ올 증가하였을 때 재분화률은 감소하였고， 511M이상 TDZ에서는 재분 

화체가 거의 유기되지 않았다(Table 4). 111M IBA는 다른 농도에 비해 효과적이 

었으며， 511M이상 TDZ에서는 IBA 농도에 영향올 받지 않았다. 재분화에 대한 

사이토키닌과 오옥신의 상호작용은 재분화에 중요한 영향을 끼쳤으며， 각각의 

TDZ수준에서 서로 다른 재분화 양상을 나타내었다. 경단배양시 오염률은 20%정 

도 였으며， sodium hypochlorite의 농도 증가시 신초발생률이 감소하였다. 

나 배양체 절취부위와 엽폭에 따른 재분화 효과 

배양체 절취부위와 엽폭에 따른 재분화 효과 실험결과 엽병이 포합된 엽부위 

에서 부정아는 배양 14일경부터 엽은 21경부터 관찰되기 시작하였고， 2개월 동안 

증가하였다， 부정아는 엽병기부에서 직접적으로 출현하였다， 배양체 절취부위에 

따른 재분화률은 엽병이 포함된 엽 (33.7%) ， 엽병 (23%) ， 엽 (7.4%) 순으로 나타났 

고， 엽폭에 따른 재분화률은 0.5cm미만(4.1%)， 0.5. -1cm(l7.8%) , 1- l.5cm(4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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순으로 나타났다(Table 5). 배양체 절취부위와 엽폭에 따른 재분화률의 효과는 

엽병이 포함된 엽과 엽폭 0.5crn미만인 배양체에서 높은 재분화률(68.9%)을 나타 

냈다. 즉 어느 부위도 손상되지 않고 생장점에 가까이 위치한 엽병이 포함된 엽 

일수록 높은 재분화율을 나타냈다(Fig. 4.). 그러나 재분화체 마다 발생된 신초의 

수는 배양체 절취부위와 엽폭에 영향을 받지 않고 발생한 재분화체 마다 약 7개 

씩의 신초가 발생하였다. 신초의 수는 배양체 절취부위와 엽폭에 영향을 받지 않 

았다(Fig. 5.). 

다 재분화체 돌연변이 유기를 위한 적정 방산선 선량 

재분화체 돌연변이 유기를 위한 방사선 조사 결과 부정아는 배양 25일경부 

터 관찰되기 시작하였다. 부정아는 엽병기부가 잘린 부위에서 직접적으로 출현 

하였다 30 Gy, 50 Gy, 70 Gy, 100 Gy방사선 조사 결과 재분화율은 27.8, 17.7, 

12.1, 6.7%였으며 (Table 6), LDCi)은 방사선을 조사하지 않은 대조구(재분화율 

60.8%)와 비교하였을 때 30 Gy로 나타났다. 따라서 재분화체 돌연변이 유기를 

위한 적정 방사선 선량은 LD50 보다 약간 높은 30-50 Gy로 결정되었다. 

라. Shoot 중식 단계의 유무가 뿌리 발생에 미치는 영향 

재분화 단계에서 뿌리유도 단계로의 배양이 불균일한 뿌리 발생율을 발생함 

에 따라 재분화 단계에서 Shoot 중식 단계를 첨가하여 뿌리 발생에 미치는 영 

향을 조사하였다. 조사결과 Shoot 중식 단계의 첨가는 균일한 뿌리발생과 중가 

된 뿌리 발생율(80.1%)을 나타냈으며， 계대 배양 횟수는 뿌리 발생율에 큰 영향 

을 미치지 않았다(Table 7). 따라서 시간이 소요되더라도 재분화 단계 후 Shoot 

중식 단계를 한달 정도 거쳐 뿌리 발생을 유도하는 것이 뿌리 발생율， 순화율을 

높여 안정적인 복분자 조직배양체를 생산하였다 

마. 조직 배양을 통한 돌연변이체 확보 

2006년에서 2007년에 걸쳐 방사선 조사(30， 50, 70, 100Gy) 후 순화된 개체 

(순화율 64%)의 특성조사를 위하여 마사토 상토.퇴비(1:1:0.5)에 화분 이식하였다 

(Fig 5.) 대조구 2877~ 체， 30 Gy 329개체， 50 Gy 4617~ 체， 70 Gy 5307~ 체， 100 

Gy 152개체를 확보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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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4. Effect of TDZ and IBA concentrations on regeneration frequncy using 

leaf explants culture 

TDZ IBA 4weeks 8weeks 

Conc.(μM) Conc.(j.1M) regeneration(%) regeneration(%) 
0 0.0 dY 0.0 f 

0.5 
0.5 3.3 bcd 4.4 bcde 
1 3.3 bcd 5.6 bcde 

2.5 3.3 bcd 5.6 bcde 

o 0.0 d 0.0 f 

l.5 
0.5 4.4 abc 6.7 bcde 
1 7.8 abc 15.6 a 

2.5 5.6 abc 7.8 bcde 

0 0.0 d 0.0 f 

2.5 
0.5 2.2 bcd 4.4 bcde 
1 2.2 bcd 5.6 bcde 

2.5 2.2 bcd 3.3 cdef 

O 0.0 d 0.0 f 

5.0 
0.5 0.0 d l.1 ef 
l l.1 cd 2.2 def 

2.5 0.0 d 0.0 f 

0 0.0 d 0.0 f 

10.0 
0.5 0.0 d l.0 ef 
1 0.0 d 0.0 f 

2.5 0.0 d 0.0 f 
* x * 

Y Values for TDZ and lliA concentrations within each column followed by the same letter 
are not significantly different at the 5% level by Duncan ’ s Multiple Range test 
X F- test: ns not significant, .p<5%, …p<O.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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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5. Effect of explant sources and leaves length on regeneration frequncy and 

number of shoots per regenerating explant 

4weeks 8weeks 8weeks 
ltem 

regeneration(%) regeneration(%) NO of shoot 

explant 
source 

leaf 
length 

leaf-petiole 

petiole 

leaf 

0.5cm미만 

0.5 - 1cm 

1 - 1.5cm 

23.7 a 

17.0 b 

4.4 c 

* x 

32.6 a 

10.7 b 

1.9 c 

* 

33.7 a 7.3 a 

23.0 b 7.1 a 

7 .4 c 6.9 a 

* * 

42.2 a 7.1 a 

17.8 b 7.0 a 

4.1 c 7.1 a 

* * 
Y Values for explant types and leaves length within each column followed by the same 

letter are not significantly different at the 5% level by Duncan ’s Multiple Range test 
X F- test: ns not significant, ' p<5%, '''p<O.l%. 

Table 6. Identification of optimum gamma- ray doseage on leaf-petiole explant for 

mutation induction 

Irradiation 
4weeks 8weeks 

regeneratlOn regeneratlOn 
intensity( Gy) 

frequency(%) frequency(%) 
O 54.1 60.8 

30 18.5 27.8 

50 11.6 17.7 

70 9.6 12.1 

100 5.2 6.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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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7. Effect of shoot proliferation strategy on rooting frequency 

Strategy 
Rooting frequency( %) Rooting frequency(%) 

after 4weeks in 8weeks 

Shoot proliferation 
• 

Rooting 
78.9 80.1 

Regeneration 
• 

Rooting 
57.0 

<Fig. 3. Adventitious shoot formation and plant regeneration in tissue cultures> 

(A) Explant obtained after four weeks from axillary shoot culture; (B) Induction of 

adventitious shoot on leaf- petiole explant; (C) Adventitious shoots formed on petiole 

explant; (D) Complete regenerated plantlet on rooting medium; (E) Potted 

regenerated plant after four weeks of transplant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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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requncy by interaction of explant types and leaves length. (B) (A) Regeneration 

Nurnber of shoots by interaction of explant types and leaves length. Vertical bar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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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5. The mutants obtained by in vitro mutagenesis> 

3 묘목 변이체 유기 

가. LD50 구명 및 변이체 선발 

복분자 돌연변이 육종을 위해 2년생 묘목에 방사선을 0, 70 및 120 Gy를 처 

리한 결과 LD50은 70 Gy로 조사되었다(Table 8) 이들 생존한 개체 중에서 돌연 

변이체를 선발하기 위해 줄기수， 저자유무 및 홉지수를 조사하였다 무저자 계 

통은 선발하지 못하였지만 저자 수가 약 40% 감소한 계통을 선발하였고(Fig. 6. 

B), 하나의 줄기에서 13개까지 줄기가 분얼 되는 계통도 선발하였다(Fig. 6. C). 

또한 홉지수도 대조구보다 33% 증가한 계통을 관찰 할 수 있었다. 

나. RAPD 분석 및 변이체 확인 

RAPD에 의해 유전적으로 돌연변이를 확인하기 위해 9개의 개체를 선발하였 

으며， 그 형태적으로 차이는 Table 9와 같다. 4번 변이체는 하나의 줄기에서 13 

개까지 줄기가 분화되었고， 3번 계통은 대조구에 비해 저자수가 37% 감소하였 

지만 저자수가 75% 중가한 계통(Line-l)도 발견 할 수 있었다. 홉지수는 대부 

분 계통에서 감소하였으며， 6번 계통만 33% 증가하였다. 이들 계통올 대상으로 

대조구와 비교하여 RAPD 분석한 결과 일부 프라이머에서 대조구에는 없지만 

돌연변이 개체에만 나타나는 밴드를 관찰 할 수 있었다(Fig. 7). RAPD 1907~ 

밴드로 멘드로그랩을 작성한 결과 계통간 유전적 거리는 대조구와 비교하여 유 

전적 거리가 발생하였다(Fig. 8.). 대조구와 가장 먼 계통은 7번으로 나타났다 

(Table 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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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8. lden뼈cation of LQO in two-year-old nursery stαks of black rasp뽀ny 

Dosages 
(Gy) 

0 

70 

120 

No. of 
irradiated plants 

20 

264 

360 

Table 9. Morphologica1 characters observed 

from garnma- ray irradiated 

Survival (%) 

20(100) 

128(48) 

50(1 4) 

between control and mutants derived 

Line Dosages 
Kind of mutants 

No. of stem No. of thom No. of sucker 
Cont. o Gy 1 44土4.5 3:t0.8 

1 70 Gy 1 77 3 

2 70 Gy 3 42 2 

3 70 Gy 5 28 l 

4 70 Gy 13 62 2 

5 70 Gy 2 28 2 

6 70 Gy 2 20 4 

7 120 Gy 5 58 3 

8 120 Gy 3 56 1 

9 120 Gy 1 66 1 

<Fig. 6. Other kinds of mutants. A Control, B Mutant of few thoms, C 

Mutant of many stems(l3) on one ste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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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 2 3 4 5 6 7 8 9 10 

<Fig. 7. RAPD profiles of 10 entries. No. 1 ’ Donor plant, No. 2 - 10 : Mutants> 

<Fig. 9. Dendrogram from UPGMA cluster an머ysis based on 190 RAPDmarkers of 

10 entries. No. 1 : Donor plant, No. 2 - 10 : Mutant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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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II. 적 요 

l 우량형질 도입을 위한 종속간 교잡 

모본 고창 선운산 복분자， 부본 Trailing blackbeπY. Himalayan blackbeπY. 

Trailing blackberry를 이 용하여 교배 조합을 작성 하였다. 교잡 개 체 의 발아를 위 해 

공시품종 고창 선운산 복분자 종자를 이용하여 발아 실험을 진행하였다 기존의 국 

내외 보고에 의하면 복분자 종자발아는 저온 습윤 층적 처리 둥 휴연 타파를 위한 

전처리 과정이 필요하여 발아하기까지 최소한 6개월 이상이 소요되었으며， 발아율 

도 60%를 초과하지 못하였다. 따라서 발아율 향상을 위 하여 기 존 발아방법 을 포함 

한 다양한 시도룰 수행하였는데 가장 적합한 방법은 농황산(980%)을 50분간 단독 

처리하여 복분자의 외종피를 화학적으로 가상하는 방법이었다. 이 결과 복분자의 

종자휴면은 배 또는 배유의 생리적 휴면에 기인하는 것이 아니라 불투성 외종피의 

기계적 휴면에 의한 것으로 결론지올 수 있다， 또한 농황산 처리 후 중화용액에 따 

른 발아율을 조사한 결과 0.1 M Tris(pH 8.0)가 다른 것들과 비교하여 월동하게 높 

았다 이 결과는 pH가 중화반웅에 중요한 영향을 나타낸 것으로 미국에서 종자 발 

아 중화방법으로 이용되는 0.5% calcium carbonate는 pH 조사결과 9.55로 염기성을 

나타냈으며， 무처리인 수돗물은 pH 6으로 산성을 나타내었다 중화용액으로 염기성 

이나 산성보다는 중성에 가까운 0.1 M Tris(pH 8.이용액이 중화용액으로 적당하며， 

발아율 향상에 중요한 영향을 미침이 관찰되었다. 기존에 6개월이상 걸리던 복분자 

종자 발아 시간을 단 10여일 정도로 단축시킴으로써 종속간 교잡을 통해 획득된 종 

자를 빠른 시일 안에 발아하여 특성조사를 수행할 수 있게 되었다 따라서 2005년 

에서 2007년까지 실시한 인공교배를 통해 획득된 종자를 발아하여 Thomless 

Boysenberry 계통 171개체. Himalayan blackbeπy 계통 29개체를 확보하였다 

Trailing blackberry 계통은 발아를 실시한 결과 종자가 맺히지 않아 발아개체를 획 

득하지 못했다. 따라서 Trai1ing blackberry 계통과 고창 선운산 복분자 간에 화분 

친화력， 배수성 관계 퉁올 조사하여 유연관계 파악이 필요하다 

2. 재분화체 돌연변이 유기를 위해 조직배양체계 확립 

재분화체는 고창선운산 복분자의 조직배양을 통해 획득되었다 생장호르몬과 외 

식체의 부위 및 엽폭은 신초발생에 영향올 미쳤으며 이 요인들의 변화에 의해 다른 

재분화 양상이 초래되었다. 신초의 발생은 다른농도의 TDZ과 IBA에서보다 1.511M 

TDZ과 111M IBA에효과적이었다. 신초 발생에서 TDZ의 효과는 Fasolo et aJ. 

(1989)과 Chevreau et aJ. (1989). Mante et al. (1989). Fiola et al. (1990). 

Cousineau and Donnelly (199l). Leblay et aJ. (1991). Turk et aJ. (1994). Sarwar 

and Skirvin(1997). Lane et aJ. (1998), Pati et 외. (2004)에서 보고되 었다. 그러 나 

사이토키닌과 오옥신의 상호작용은 재분화에 중요한 영향을 끼쳤으며. TDZ만 단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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으로 처리한 처리구에서는 재분화체가 발생하지 않았다. 5 \.1M이상 TDZ에서는 재 

분화체가 거의 유기되지 않았고 각각의 TDZ수준에서 서로 다른 재분화 양상올 나타 

내었다. Dubois and de Vries(1995)와 Antonelli and Druart(1990), Escalettes and 

Dosba(1993) , Pati et al. (2α)4)에서 보고된 것과 같이 신초발생 부위는 엽병의 기 

부에서 직접적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엽병기부에서 재분화 능력은 내생적 오옥신과 

탄수화물의 기부로의 이동CDubois and de Vries, 1995) 또는 재분화 가능 세포의 

위치 (Margara， 1982)에 의존한다 엽폭 즉 엽의 위치에 따른 재분화 능랙은 사과를 

통해 Fasolo et al. (1989)와 Welander and Maheswaran이 발견한 것과 Turk et al. 

(1994) , Pati et 려. (2004)에서 보고한 것과 같이 엽폭이 작은 즉 생장정에 가까이 

위치하는 엽일 수록 높은 재분화률을 나타내었고， 자엽이나 엽병이 손상된 외식체 

보다는 손상되지 않고 완전한 외식체에서 높은 재분화률올 나타냈다. 요약 하연 

높은 재분화률은 자엽이나 엽병이 손상되지 않고 엽폭이 O.5cm미만인 즉 생장점 가 

까이에 위치한 외식체가 1.5 \.1M TDZ과 1 \.1M IBA 생장호르몬 농도에서 배양되었 

을 때 68.9%의 높은 재분화률올 나타내었다 재분화체 돌연변이 유기를 위한 적정 

방사선 선량은 LD50 보다 약간 높은 30-5QGy로 확인되었다. 배양 상 돌연변이체 

관찰결과 엽록소 변이로 인한 엽의 색깔 이상 정도만 관찰되었고 순화파정을 거쳐 

특성조사 후 돌연변이체 선발이 필요하다. 2006년 실험결과 재분화체 유기 (68%)까 

지는 안정적으로 생산이 되었지만 그 후 뿌리 발생과 순화단계에서 개체 확보가 어 

려웠다 이 단계를 극복하기 위하여 분화된 재분화체를 Shoot 중식단계에서 생장을 

유도한 후 뿌리 유도단계로 진행한 결파 뿌리 발생율이 23%정도 증가하였다. 

Shoot 중식단계에서 계대배양 횟수는 영향을 미치지 않았으며， 1개월 안에 충분한 

생장이 이루어진 것으로 판단된다 뿌리가 안정적으로 유도된 후 순화융도 안정되 

었으며， 뿌리가 발생하지 않은 개체도 순화단계에서 뿌리가 유도되었다(31.8%) 이 

결과 복분자는 조직배양을 통해 안정적으로 생산되었다. 2αl6년과 2007년에 돌연변 

이 유기를 위한 방사선 조사를 실시하여 변이체 1，4727R 체와 대조구 2877R 체를 확 

보하였￡며， 차년도에 특성조사를 실시하기 위하여 유리용실과 비가림하우스에 화 

분재배하고 있다. 

3. 묘목 변이체 유기 
2년생 묘목에 방사선을 조사한 결과 무저자 계통은 선발하지 못하였지만 저자 

수가 약 40% 감소한 계통， 하나의 줄기에서 13개까지 줄기가 분얼 되는 계통， 홉지 

수가 대조구보다 33% 중가한 계통을 관찰되었으며 이들 계통은 직 · 간접적으로 품 

종 육성에 이용 될 것으로 판단된다. 변이체 선발계통과 대조구와 비교하여 RAPD 

분석한 결과 일부 프라이머에서 대조구에는 없지만 돌연변이 개체에만 나타나는 밴 

드를 관찰 할 수 있었으며 이 들 밴드들은 각 변이체를 확인 하는 마커로 활용 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된다. RAPD 1907R 밴드로 덴드로그랩올 작성한 결과 변이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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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통들은 대조구와 유전적 거리가 발생한 것으로 보아 유전물질 수준에서 돌연변이 

가 발생하였음을 알 수 있었다. 대조구와 가장 먼 계통은 7번 이었으며 이 계통은 

형태적으로도 대조구와 구별되는 특정올 나타내고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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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시에 생육시기별 돌연변이체 관찰이 가장 유용함올 확인할 수 있었다.2년생 묘목에 방사선 

올 조사한 결과 무저자 계통은 선발하지 못하였지만 저자 수가 약 40% 감소한 계통， 하 
나의 출기에서 137ß까지 출기가 분얼 되는 계통/ 홉지수가 대조구보다 33% 중가한 계홍 

올 관찰되었으며 이들 계흥온 칙 • 간접적으로 풍종 육성에 이용 될 것으로 판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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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행하였다- 두 종의 해부학적 특정에 있어 상당한 차이점이 있는 것으로 들어났다 즉 

두 종간에 구성 조직은 거의 비슷하게 나타났으나 조직을 구성하고 있는 세포수는 상당 

한 차이률 보였다 특히 피충 중 유조직의 열수와 목부의 세포 열수가 외래종이 재래종 
보다 더 많온 것으로 나타났으며， 중성당 분석과 니트로벤젠 분석율 흉하여 외 래종 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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옴을 확인할 수 있었으며 이러한 현상이 phenylpropanoid pathway와 안토시아닌 생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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