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웅성불임 및 왜성형질의 제초제저항성 들잔디(zoysia japonica Steud.)

의 판별기술 개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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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 The cultivation area and use of genetically modified (GM) crops have been increased continuously over the 

world. Concerns about the potential risks of GM crops are also increasing. Safe management for the development and 

production of GM crops is required according to Living Modified Organism Act in Korea. Planning about the methods, 

duration, and frequency of environmental monitoring is also required for commercial use of GM crops. GM Zoysia japonica 

Steud. (event name: JG21) expressing resistance to glufosinate-ammonium has been generated previously. By using gamma 

ray treatment to JG21 we also developed male sterility and dwarf Z. japonica (event name: JG21-MS). The objective 

of this study was to establish the monitoring system for environment release of JG21-MS. In this study we extracted 

RNA from JG21 and JG21-MS and conducted RAPD (random amplified polymorphic DNA) method to distinguish JG21 

and JG21-M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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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 서 론

들잔디(Zoysia japonica Steud.)는 경사면 등의 토양침

식 방지, 정원 및 공원의 미적 가치 증진, 축구장, 골프장 

등 스포츠 경기 기능 향상 등 다양한 용도로 이용되고 있으

며, 최근 잔디의 이용 요구 증가와 더불어 잔디관련 사업규

모도 확대되고 있는 추세이다(Kim, 2006; Sun et al., 

2010). 잔디의 효율적인 관리에 있어서 잡초 및 병해충 방

제는 매우 중요한 요인으로 많은 노동력과 농약사용이 점

차 늘어나고 있는 추세이며, 이에 따른 관리비용 및 농약 

환경오염 문제도 증가하고 있다.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여 다양한 형질의 품종 육성이 요구되어 최근에는 기

존의 전통육종 기술에서 벗어나 생명공학 기술을 이용한 

신품종 개발이 시도되고 있다. 들잔디의 형질전환기술은 

원형질체에 PEG를 처리하여 유전자를 직접 도입시키는 

protoplast electroporation 법이 Inokuma 등(1996)에 의

해 처음 소개되었으며, 이후 Lim 등(2004)에 의해 유전자

총을 이용한 형질전환기술도 보고되었다. 하지만 이러한 

방법들은 도입유전자의 크기 제한 및 다수의 유전자 도입

으로 인한 도입유전자의 불활성화 발생 등의 단점이 있어 

최근에는 경제적이고, 도입유전자의 수가 적으며, 비교적 

분자량이 큰 유전자의 안정적 도입이 가능한 Agrobacteriu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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을 이용한 형질전환 기술이 보편화 되고 있다(Ge et al., 

2006; Li et al., 2006; Lei et al., 2004; Toyama et al., 

2003; Choi et al., 2000). Toyama 등(2003)은 Agro-

bacterium법을 이용하여 완숙종자로부터 배발생 캘러스

를 유도하여 글루포시네이트 암모늄 제초제 저항성 들잔디

(이벤트명 Jeju Green21, 이하 JG21)를 개발하였으며, 

Bae 등(2009)은 JG21 들잔디에 감마선(
60
Co) 처리를 통해 

기존 제초제 저항성 형질에 추가적으로 웅성불임 및 왜성

형질을 유도한 들잔디(이벤트명 JG21-MS)를 개발하여 상

업화 승인을 위한 안전성평가를 진행 중에 있다(Bae et al., 

2011; Bae et al., 2010; Bae et al., 2008; Bae et al., 

2007).

전 세계적으로 유전자변형(Genetically Modified, GM) 

작물의 재배 및 이용이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으며, 2013

년에는 27개국에서 총 1억 7,520만 헥타르에 걸쳐 GM 작

물이 재배되었다(ISAAA, 2014). GM 작물은 생산량 증가, 

농가 소득 증대, 농업 환경 피해 감소, 온실가스 감소 등 

다양한 이점이 있다고 알려져 있지만, 그에 반해 GM 작물

의 잠재적 위해성에 대한 우려도 제기되고 있는 실정이다. 

GM 작물의 환경 위해성에 대한 주요 우려는 GM 작물의 

잡초화 가능성과 도입유전자의 근연종으로의 이동(gene 

flow), 꽃가루 및 종자를 통한 생태계 확산 등을 들 수 있으

며, 이러한 경우 새롭게 도입된 형질이 생태계에 교란을 

일으킬 수 있으며 방제가 어려워지는 등의 문제점을 야기

할 수 있기 때문이다(Snow and Morán-plama, 1997). 이

러한 문제점을 해결하고자 UN은 유전자변형생물체의 안

전한 이용을 위한 국제협약인 바이오안전성 의정서(Cartagena 

Protocol on Biosafety)를 2001년 1월 채택하였으며, 우리

나라는 바이오안전성의정서의 국내 이행을 위해 ‘유전자변

형생물체의 국가간 이동 등에 관한 법률(LMO법)’을 제정하

여 2008년 1월부터 시행하였다(Biosafety white paper, 

2013). 국내에서는 LMO법에 따라 GM 작물의 개발 및 생산 

등에 대해 안전한 관리를 요구하고 있으며, LMO법 통합고

시에서는 GM 작물의 환경방출 실험에 있어 ‘환경방출실험 

심사자료(별표 4-3)’, ‘격리포장 구비요건(별표 4-4)’, ‘관리

방법과 조치사항(별표 4-5)’ 등에서 GM 작물의 도입 유전

자의 격리포장 외부 식물체로의 이동을 최소한으로 제한하

도록 규정하고 있다. 또한 GM 작물의 상업화(환경방출) 승

인을 위한 위해성평가 자료에서도 환경 모니터링에 대한 

방법, 기간, 빈도 등에 대한 계획을 요구하고 있다(LMO법 

통합고시 별표 10-1).

유전자변형 JG21과 JG21-MS 들잔디의 상업화를 위한 

안전성평가에 있어서 LMO법의 관련 규정에 따라 격리포장 

주변에 대한 환경 모니터링이 반드시 수행되어야 한다. 일반

적으로 환경모니터링을 위한 GM 작물과 비변형(non-GM) 

작물 간의 판별은 도입유전자 및 도입유전자에 의해 발현

되는 단백질에 대해 PCR법 및 진단막대(ImmunoStrip 

Test Kit)를 이용하는 방법이 많이 사용된다. JG21-MS 들

잔디는 JG21에 방사능 처리에 의해 돌연변이가 유도되었

으며, 두 이벤트 모두 bar 유전자 도입에 의한 PAT 단백질

을 생성한다(Bae et al., 2010). 따라서 현재 JG21과 

JG21-MS가 동일 격리포장에서 재배되는 상황에서 GM 들

잔디의 야외 환경방출 모니터링을 위해 JG21과 JG21-MS

를 구분할 수 있는 판별 기술이 개발되어야 할 필요성이 

있다.

본 연구에서는 유전자변형 제초제저항성 들잔디의 환경

방출 모니터링 방법 구축의 일환으로 RAPD(random amplified 

polymorphic DNA)법을 이용한 JG21과 JG21-MS 들잔디의 

판별기술 개발을 위해 수행되었다.

II. 재료 및 방법

1. 실험재료 및 샘플링 

GM 들잔디의 환경방출 실험을 위해 2011년 7월에 국립

축산과학원 축산자원개발부 LMO 격리포장에 2종의 GM 

들잔디(JG21, JG21-MS)와 3종의 대조구(모본, 중지, 미

성)를 재식하였다. 실험 포장은 재식 전 완숙퇴비(4 kg/m
2
)

를 시비하고 잔디가 적당히 생육할 수 있도록 토양을 평탄

하게 경운하였다. Plot은 1×1 m
2
가 되도록 로프를 이용하

여 조성하였으며 plot 간 거리는 0.5 m가 되도록 하였다. 

실험구 배치는 4반복 완전임의배치법을 사용하였다. 잔디

의 초기 생장을 동일하게하기 위해 이식 후 10일에 높이 

5 cm만 남기고 잘라낸 후 관행방법으로 잔디를 관리하였

다. 실험재료의 샘플링은 2012년 7월에 JG21과 JG21-MS, 

그리고 모본에 대해 한 개체 당 3개의 줄기를 채집하였으

며, 각 품종에 대해 4반복으로 수행하였다. 수집된 샘플은 

바로 액체질소에 얼려 실험실로 운반한 뒤 RNA를 추출하

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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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1. Results of RNA extraction from wild-type, JG21, and 

JG21-MS Zoysia grass. RNA was extracted from 4 repetition 

in each event.

2. RNA 추출 및 cDNA 합성

수집된 각 들잔디 샘플 100 mg을 액체질소와 막자사발

을 이용하여 곱게 갈은 후  QIAGEN
®
사의 RNeasy

®
 Plus 

Mini Kit를 이용하여 매뉴얼에 따라 RNA를 추출하였다. 

추출된 RNA는 분광광도계를 이용하여 정량한 후 1 μg 

template RNA를 취해 QuantiTect
®
 Reverse Transcription 

Kit(QIAGEN
®
)를 이용하여 매뉴얼에 따라 cDNA를 합성하

였다. 

3. RAPD

RAPD(random amplified polymorphic DNA)에 이용된 

random primer는 BIONEER사의 RAPD용 10 mer Premade 

Random Primer를 이용하였으며, 총 56개의 primer를 사

용하였다(Oligo name N-8001~8016, N-8021~8060). 

PCR 반응은 AccuPower
®
 PCR PreMix(BIONEER)를 이용

하였으며, 이때의 조성은 50ng template DNA, 10pmole 

각 primer, 10 mM Tris-HCl(pH 9.0), 30 mM KCl, 1.5 

mM MgCl2, 250 μM dNTPs 및 1unit의 Taq polymerase를 

포함하여 총량은 20 μl이었다. PCR 반응 조건은 94℃에서 

5분간 반응시킨 뒤에 94℃에서 30초, 40℃에서 30초, 72℃

에서 1분 30초의 조건으로 35 cycle을 수행하였으며 마지

막 반응은 72℃에서 5분간 수행하여 전 증폭과정을 종료하

였다. 증폭된 PCR산물(10 μl)은 1.5% TAE buffer agarose 

gel에 전기영동 하여 확인하였다. 

4. JG21-MS 판별 PCR 

RAPD 수행 결과 JG21과 JG21-MS 들잔디 간에 증폭양

상이 다른 조합에 대해 해당 밴드를 QIAEX
®
II Gel Extraction 

Kit(QIAGEN
®
)를 이용하여 매뉴얼에 따라 증폭된 DNA를 

추출한 뒤 pGEM
®
-T EASY Vector System I(Promega)을 

이용하여 클로닝한 후 시퀀싱을 수행하였다. JG21과 JG21-MS

의 판별을 위한 특이적 프라이머 제작을 위해 시퀀싱 결과

로부터 프라이머를 합성하여 JG21 및 JG21-MS, 모본의 

cDNA를 대상으로 PCR을 수행하였다. PCR 반응은 AccuPower
®
 

PCR PreMix(BIONEER)를 이용하였으며, 이때의 조성은 

RAPD에서 수행된 것과 같았다. PCR 반응 조건은 94℃에

서 5분간 반응시킨 뒤에 94℃에서 30초, 55℃에서 30초, 

72℃에서 1분 30초의 조건으로 30 cycle을 수행하였으며 

마지막 반응은 72℃에서 5분간 수행하여 전 증폭과정을 종

료하였다. 증폭된 PCR산물(10 μl)은 1.5% TAE buffer agarose 

gel에 전기영동 하여 확인하였다.

III. 결과 및 고찰

JG21-MS 들잔디는 제초제저항성 유전자가 도입된 JG21 

들잔디에 감마선(
60
Co)을 처리하여 제초제저항성 형질 외

에 비정상적인 화분 발생에 의한 웅성불임 및 모본에 비해 

약 20%의 키를 보이는 왜성형질이 추가적으로 유도되었다

(Bae 등, 2009). 방사능에 의한 돌연변이 유도는 유전자의 

일부에 결손, 삽입, 변형 등이 무작위로 발생한 결과에 의

한 것으로 알려져 있다(Bae 등, 2010). GM 작물의 환경방

출 모니터링을 위한 판별법은 연구의 특성상 다수의 샘플

을 조사해야 함으로 PCR법 등 비교적 쉽고 간편한 방법이 

요구되어 진다. JG21-MS 들잔디는 방사선 조사에 의해 랜

덤하게 유전자가 변형되었을 것으로 판단되어 염색체 DNA

을 기반으로 한 PCR 판별법 개발은 어려움이 있을 것으로 

사료되었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방사선 처리로 인한 

mRNA 발현의 차이를 이용한 판별법을 개발하고자 RAPD 

(random amplified polymorphic DNA)법을 이용하여 연

구를 수행하였다.

RAPD 수행을 위해 JG21 및 JG21-MS 그리고 모본으로

부터 샘플을 채집하여 RNA를 추출하였다(Fig. 1). RNA의 

발현은 식물의 부위, 환경, 위치 등에 의해 차이가 있을 수 

있음으로 한 개체 당 3개의 줄기를 채집하였으며, 각 품종 

당 4반복으로 RNA를 추출하였다. 4반복으로 추출된 RNA

는 1 μg/μl의 동일한 농도로 맞춘 뒤 하나로 섞어서 cDNA

를 합성하였다.

합성된 cDNA를 template로 하여 총 56개의 RAPD용 10 

mer Premade Random Primer(BIONEER, Oligo nam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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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2. Results of RAPD from JG21 and JG21-MS Zoysia grass. 

(A) A part of RAPD results. Primer 1 was combination of 

BIONEER random primer Oligo name N-8021 and 8022, primer 

2 was N-8023 and 8024, primer 3 was N-8025 and 8026, and 

primer 4 was N-8027 and 8028. White box means amplification 

difference between JG21 and JG21-MS. (B) Reconfirm of 

RAPD using primer 1. M : 1kb DNA ladder, JG : JG21 Zoysia

grass, MS : JG21-MS Zoysia grass.

Fig. 3. The sequence of amplified by random primer (Oligo 

name N-8021 and 8022) in JG21 Zoysia grass. Bold characters 

mean primers in using RAPD. Underlined characters mean 

primers in using the distinction PCR for JG21-MS. 

Fig. 4. Distinction PCR between JG21 and JG21-MS Zoysia

grass collected in three isolated LMO field Sungwhan (A), Jeju 

university (B), and Namwon (C). The about 300bp band was 

amplified in only WT and JG21 but not in JG21-MS. M : 1kb 

DNA ladder, WT : wild-type. JG, MS : JG21 and  JG21-MS 

Zoysia grass. * : non-specific PCR amplification. 

N-8001~8016, N-8021~8060)를 이용하여 RAPD를 수

행하였다. RAPD 결과 JG21과 JG21-MS에서 증폭양상이 

다른 하나의 random primer 조합이 발견되었다(Fig. 2). 

이때 사용된 primer는 AATCGGGCTG(Oligo name N-8021)

와 GGTACTCCAC(Oligo name N-8022)이었다.

JG21에서만 발견된 cDNA 증폭산물은 JG21-MS의 웅성

불임 및 왜성형질에 관련된 유전자일 가능성이 있어 유전

자의 규명과 특이적 primer의 제작을 위해 해당 밴드를 추

출하여 클로닝 한 뒤 시퀀싱을 수행하였다(Fig. 3). 시퀀싱 

정보를 NCBI의 BLAST로 검색한 결과 DB상의 어떠한 유

전자와도 매치되지 않아 해당 유전자를 규명할 순 없었다.

JG21-MS 들잔디의 판별을 위한 특이적 primer 제작을 

위해 시퀀싱 정보로부터 20 mer의 primer를 제작하였으

며, primer 정보는 F: CTT TCA CAT CTG GGC CTG AA, 

R: TTG TGG AAG CTT CAC TTG GG이었다(Fig. 3). 특이

적 primer를 이용하여 JG21과 JG21-MS 그리고 모본의 

cDNA를 template로 하여 PCR을 수행한 결과 JG21과 모

본에서만 나타나는 약 300 bp 크기의 특이적인 밴드를 확

인할 수 있었다(Fig. 4A). 

재배 환경에 따라 mRNA는 발현이 달라질 수 있기 때문

에 개발된 판별법을 검정할 필요가 있다고 사료되었다. 

PCR 판별 검정력을 확인하기 위해 동일 재료로 실험을 수

행하고 있는 제주대학교 연구팀에 의뢰하여 각기 다른 2개

의 포장(제주대 및 서귀포시 남원읍 LMO 격리포장)에서 

채집된 들잔디로부터 cDNA를 합성하여 PCR을 수행한 결

과 동일한 결과를 얻을 수 있었다(Fig. 4 B, C). 실험결과를 

통해 개발된 특이적 primer 및 판별 시스템은 유전자변형 

JG21-MS의 판별과 환경방출 모니터링에 활용될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되었다.

IV. 결 론

유전자변형(Genetically Modified, GM) 작물의 재배 및 

이용은 전세계적으로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으며, 이에 

따른 GM 작물의 잠재적 위해성에 대한 우려도 증가되고 

있는 실정이다. 국내에서는 LMO법에 따라 GM 작물의 개

발 및 생산 등에 대해 안전한 관리를 요구하고 있으며, GM 

작물의 상업화를 위해 환경 모니터링에 대한 방법, 기간, 

빈도 등에 대한 계획을 요구하고 있다. 이전 연구에서 들잔

디(Zoysia japonica Steud.)에 글루포시네이트 암모늄 제

초제 저항성 유전자를 도입한 들잔디(이벤트명 JG21)와 

JG21에  감마선(
60
Co) 처리를 통해 기존 제초제 저항성 형

질에 추가적으로 웅성불임 및 왜성형질을 유도한 들잔디

(이벤트명 JG21-MS)가 개발되었다. 본 연구에서는 유전

자변형 JG21-MS 들잔디의 환경방출 모니터링 시스템 구

축의 일환으로 JG21과 JG21-MS로부터 RNA를 추출하여 

RAPD(random amplified polymorphic DNA)법을 이용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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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 JG21과 JG21-MS를 구분할 수 있는 판별 기술을 개발하

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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