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KOREAN J. FOOD SCI. TECHNOL. Vol. 52, No. 1, pp. 40~45 (2020)

https://doi.org/10.9721/KJFST.2020.52.1.40

40

©The Korean Society of Food Science and Technology

식품안전관리를 위한 제초제 glufosinate 특이적 GM 작물 검출마커 개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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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ood safety management

Minji Song1, Yang Qin1, Younsung Cho1, TaeSung Park1, and Myung-Ho Lim1,*

1National Institute of Agricultural Sciences, Rural Development Administration

Abstract Over 500 genetically modified organisms (GMOs) have been developed since 1996, of which nearly 44% have
glufosinate herbicide-tolerant traits. Identification of specific markers that can be used to identify herbicide-tolerant traits
is challenging as the DNA sequences of the gene(s) of a trait are highly variable depending on the origin of the gene(s),
plant species, and developers. To develop specific PCR marker(s) for the detection of the glufosinate-tolerance trait, DNA
sequences of several pat or bar genes were compared and a diverse combination of PCR primer sets were examined using
certified reference materials or transgenic plants. Based on both the qualitative and quantitative PCR tests, a primer set
specific for pat and non-specific for bar was developed. Additionally, a set of markers that can detect both pat and bar
was developed, and the quantitative PCR data indicated that the primer pairs were sensitive enough to detect 0.1% of the
mixed seed content rat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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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 론

유전자변형작물(Genetically Modified crops, GM crops)은 유전

자재조합 기술을 이용하여 특정 형질을 나타내는 재조합 유전자

가 도입된 작물을 말하며, GM 작물의 개발은 인구 증가, 식량

부족, 기후 변화 등에 대응하기 위한 주요한 수단이 되었다. 1994

년 무르지 않는 토마토의 첫 상업화를 기점으로, 1996년 제초제

저항성 콩의 본격적 상업적 재배가 진행된 이후, 다양한 유전자

변형 작물의 재배가 가속화되기 시작하였다(Duke, 2014; Kramer

와 Redenbaugh, 1994). 그 결과, 170만 헥타르에 불과 했던 유전

자변형작물의 재배면적은 2018년 약 100배 이상 증가한 1억 9,170

만 헥타르로 확대 되었다(James, 2018). 특히 제 1세대 GM 작물

로 구분되는 제초제 내성 GM 작물은 1996년부터 지금까지 형질

별 재배 면적에 있어 가장 높은 비중인 46%를 차지한다(James,

2018).

2018년 기준 GM 작물을 재배하는 나라는 미국, 브라질, 아르

헨티나, 캐나다, 인도 등을 포함해 26개국에 이르며, 콩, 옥수수,

면화 그리고 카놀라가 대표적으로 재배되는 GM 작물이다. 국내

의 경우, 환경 방출을 목적으로 승인 받은 시험연구용을 제외하

면 아직 상업화된 GM 작물을 재배하는 곳은 없다. 하지만 식용

및 사료용으로 국내로 수입이 승인된 GM 작물은 현재 7개 작

목, 173개 품종이며, 이들 중 53%가 제초제 glufosinate 내성 형

질을 지닌다(Korea biosafety clearing house, 2019).

GM 작물의 재배는 수확량의 증가, 노동력 절감, 농약 사용에

의한 비용절감 등으로 농업적 재배 이득을 크게 증가 시켰다

(Klumper과 Qaim, 2014). GM 작물의 형질 또한 생산량 증대를

위한 제초제 내성 및 해충 저항성 작물에서 가뭄 저항성, 질소비

료 절감, 영양성분 개선, 기능성 첨가 등의 형질로 확대되어 이

용되고 있다(Kim, 2015). 이러한 발전에도 불구하고 GM 작물의

잠재적 위해성에 대한 논란과 GM 작물의 안전관리에 대한 요구

는 지속적인 사회적 이슈로 진행되는 사안이다. 따라서 GM 작

물의 안전한 유통관리 및 사후 안전성 확보를 위하여 보다 효율

성이 높은 GM 작물 검출법이 필요한 실정이다.

현재 일반적인 검출방법으로는 도입된 유전자가 생산하는 단

백질을 항원으로 인지하는 항체를 이용한 간이 진단법과 도입유

전자의 염기를 증폭하는 중합효소연쇄반응(polymerase chain reac-

tion: PCR) 분석 방법이 있다(Alarcon 등, 2019). 국내로 수입되는

GM 작물의 검출과 판별을 위하여 정부 기관(농림축산검역본부,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식약처, 국립종자원 등)에서 다양한 종류

의 분자마커를 이용한 PCR 검출 방법을 개발하여 이용하고 있

으나, 이들은 특정 계통(이벤트)의 검출과 판별에 치중하는 경향

이다. 즉, 현재까지 개발된 520여종의 GM 작물 계통의 절대 다

수를 차지하는 제초제 내성 또는 살충성 계통을 검정할 수 있는

범용성의 분자마커 개발은 미비한 실정이다.

본 연구에서는 GM 작물의 대부분을 차지하는 제초제 내성 유

전자 특이 프라이머를 개발하여 GM 작물의 안전관리를 위한 GM

작물 검출법을 개발하고자 하였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제초제

내성 GM 작물인 콩, 옥수수, 면화, 카놀라 그리고 벼를 대상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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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 정성 PCR 분석법에 필요한 분자마커를 개발하였고, 표준물질

을 이용하여 PCR 방법의 정확성 및 정밀성을 확인 하였다.

재료 및 방법

재료

본 실험에 사용된 GM 작물의 표준물질(Certified Reference

Materials, CRMs)은 European Commission (Geel, Belgium)으로부

터 분말형태로 구입하였으며, CRM 중에서 A5547-127, T45 및

MS8은 DNA 형태로 구입하였다. 실험에 사용된 non-GM 작물

및 GM 작물의 목록은 Table 1에 나타내었다.

DNA 분리

식물체의 genomic DNA 분리는 각 시료 분말을 200 mg씩 취

하여 DNeasy Plant kit (Qiagen, Valencia, CA, USA)를 이용하여

회사에서 제공하는 표준방법으로 분리 정제 하였다. 추출된 DNA

는 Nanodrop Spectrophotometer ND-1000 (NanoDrop Technolo-

gies, Wilmington, DE, USA)를 이용하여 정량하였으며, 260/280

nm 값이 1.8-2.0 사이의 DNA 용액을 PCR 분석 실험에 사용하

였다. 작물별 시료 간 DNA 농도의 편차를 줄이기 위하여 1%

agarose gel 전기영동 상의 DNA band 강약 정도를 비교하여

DNA의 농도를 보정하여 사용하였다.

제초제 저항성 GM 작물의 다중 서열 정렬

A5547-127 (GenBank: GQ497217)과 T45 (GenBank: JX139720)

의 pat 유전자의 염기서열은 NCBI 데이터베이스를 통해 확인 하

였다. 또한 GM 콩, 면화, 카놀라 그리고 벼의 bar 유전자는

Streptomyces hygroscopicus (GenBank: JQ293091) 유래의 유전자

가 염기서열의 변형 없이 도입되었음을 확인하였다(Herouet 등,

2005; Thompson 등, 1987).

DAS44406-4, Bt-11, TC1507, 281-24-236X3006-210-23 그리고

Bt-176에 도입된 pat 또는 bar 유전자의 염기서열 확인을 위해,

PCR 및 염기서열 분석을 하였다. pat 및 bar 유전자의 프라이머

를 이용하여 PCR을 수행한 후, 1% agarose gel에 전기영동하여

증폭된 산물을 잘라 내었다. 그 후, Wizard SV Gel and PCR

Clean-Up system (Promega, Madison, WI, USA)을 이용해 DNA

를 정제하고, DNA 염기서열 분석을 통해 그 서열을 확인하였다.

수집된 GM 작물의 염기서열을 바탕으로 EMBL-EBl 웹사이트의

Clustal Omega 프로그램을 이용하여 pat 또는 bar 유전자의 서열

을 다중 정렬 하였다.

PCR

PCR 반응은 AccuPower® Taq PCR PreMix (Bioneer, Daejeon,

Korea)를 사용하였고, 회사에서 제공하는 표준 프로토콜에 준하

여 시행하였다. PCR은 한 시료당 반응액을 20 µL로 하고 100 ng

의 DNA를 주형으로 사용하였으며, 10 µM의 forward primer와

reverse primer를 사용하였다. PCR 반응은 TProfessional TRIO

Thermocycler (Analytik Jena Company, Uberlingen, Germany)을

이용하여, 95oC에서 3분간 처리한 후, 95oC에서 20초, 60oC에서

20초, 72oC에서 30초 반응을 30 cycle 반복 후, 마지막으로 72oC

에서 5분간 반응하였다. 증폭된 PCR 산물은 2.5% agarose gel 상

에 10 µL를 로딩 한 후, 135 V에서 25분간 전기영동 한 후, UV

를 조사하여 확인 하였다.

결과 및 고찰

제초제 바스타(glufosinate) 내성 GM 작물의 현황

전세계적으로 개발 및 상업화가 승인된 GM 작물은 약 520여

종이며, 이중 제초제 내성 GM 작물은 전체의 약 67%인 350여

종에 이른다. 제초제 내성 GM 작물은 제초제의 종류에 따라 9

종류로 나뉘며, 이 가운데 glufosinate 내성 GM 작물은 230여종

으로 전체 GM 작물의 44%에 해당한다(James, 2018).

현재 국내에 식용 및 사료용으로 수입이 승인 된 GM 작물은

7개 작목의 173개 품종이다. 이들 중 제초제 glufosinate 내성 GM

작물은 옥수수 53종, 콩 10종, 면화 17종, 카놀라 12종으로, 국내

승인 GM 작물의 약 53%에 해당한다. 따라서 GM 작물의 주요

형질인 제초제 glufosinate 내성 작물에 적용할 수 있는 범용성의

분자 마커를 개발 한다면, GMO 검출에 드는 비용과 시간을 절

약할 수 있을 것이라 생각된다.

제초제 바스타(glufosinate) 내성 GM 작물의 다중 서열 정렬

비선택적 제초제 glufosinate의 주성분인 phosphinothricin은 식

Table 1. List of Crops

Crops Events Traits Developer CRM number

Soybean - Non Monsanto 0906A

Soybean DAS44406-4 pat Dow AgroSciences ERM-BF436b, ERM-BF436E

Soybean A5547-127 pat Bayer Crop Science 0707-C7

Soybean PAC bar - -

Maize - Non Monsanto 0406A

Maize Bt-11 pat Syngenta ERM-BF412ek

Maize TC1507 pat DuPont ERM-BF418d

Maize Bt-176 bar Syngenta ERM-BF411f

Cotton - Non Monsanto 0804A

Cotton 281-24-236 X 3006-210-23 pat Dow AgroSciences ERM-BF422b, ERM-BF422d

Cotton T304-40, bar Bayer Crop Science ERM-BF429c

Canola - Non Monsanto 0304-A2

Canola T45 pat Bayer Crop Science 0208-A6

Canola MS8 bar Bayer Crop Science 0306-F7

Rice 낙동 Non - -

Rice Bt-T bar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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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의 생장에 필수적인 글루타민을 합성하는 글루타민 합성효소

를 저해하여, 식물체에 암모니아를 고농도로 축적함으로써 잡초

와 작물을 구분없이 모두 고사시킨다. 하지만 제초제 바스타 내

성 GM 작물은 phosphinothricin acetyltransferase (PAT) 단백질을

만들어 phosphinothricin을 아세틸화 시켜 그 기능을 불활성화 시

키기 때문에, 제초제 glufosinate에 내성을 나타내게 된다. PAT 단

백질은 Streptomyces viridochromogenes 세균이 보유한 phosphino-

thricin acetyltransferase (pat) 유전자 또는 Streptomyces hygro-

scopicus 세균이 보유한 bialaphos resistance (bar) 유전자로부터 합

성 된다(Christ 등, 2017). 두 유전자는 DNA 염기서열에 있어

87%, 아미노산 서열에 있어 85%의 유사성을 나타내며, 구조 및

기능적으로 거의 유사한 활성을 나타낸다(Herouet 등, 2005; Wehr-

mann 등, 1996).

제초제 glufosinate 내성 GM 작물을 특이적으로 검출할 수 있

는 분자마커를 개발하고자, 대표적 GM 작물인 콩(Glycine max),

옥수수(Zea mays), 면화(Gossypium hirsutum), 카놀라(Brassica

napus) 그리고 벼(Oryza sativa) 작목을 대상으로 pat 또는 bar 유

전자가 도입된 11개의 작목을 선발하였다. 선발된 11개의 유전자

군은 작목, 개발회사, 유전자의 출처와 중복성 여부를 고려하여

대표성이 확인된 유전자를 기준으로 하였다. 그 후, 이들의 유전

자 염기서열 분석 및 NCBI 데이터베이스 검색을 통해 염기서열

을 확인하였으며, 이를 바탕으로 염기서열 다중 정렬을 하였다.

그 결과, pat 또는 bar 유전자가 도입된 GM 작물 11계통에서, 완

벽히 밝혀진 162개의 염기서열을 기준으로 107개의 염기서열이

Fig. 1. Multiple sequence alignment of the pat/bar genes. Multiple alignment based on gene sequences of a few crops including the soybean,
maize, cotton, canola and rice using clustal omega. The pat gene is similar to the bar gene with an 70% identity at the nucleotide sequence.
Sequences in red are conserved in both gen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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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치하여, 두 유전자의 유사성이 약 66%임을 확인 하였으며(Fig.

1), 이를 바탕으로 유전자 특이적 프라이머를 제작하였다.

제초제 바스타(glufosinate) 내성 GM 작물의 PCR 마커 개발

일반적인 PCR 검정법은 그 방법에 따라, 스크리닝(screening),

유전자 특이적(gene-specific), 구조 특이적(construct-specific) 그리

고 이벤트 특이적(event-specific) 방법으로 나뉜다(Salisu 등, 2017).

스크리닝 방법은 GM 작물에 보편적으로 사용되는 프로모터나

터미네이터를 이용하여 유전자변형생물체를 판별하는 방법으로

가장 효과적인 방법이나, 식물 바이러스 및 박테리아 오염에 의

해 잘못 된 양성 반응이 나타날 수 있으며, 추가적인 실험을 통

해 도입 유전자의 정보를 확인하여야 한다는 단점이 있다. 이벤

트 특이적 PCR 방법은 도입유전자와 도입유전자 주변 염기서열

을 바탕으로 유전자변형생물체를 판별하는 방법으로, 계통 구별

이 가능한 장점이 있지만, GM 작물 특이적 프라이머를 사용하

여야하기 때문에 하나의 프라이머를 모든 작물에 적용시킬 수 없

다는 단점이 있다(Broeders 등, 2012; Pan 등, 2006; Taverniers

등, 2005; Yang 등, 2005). 본 연구에 사용된 유전자 특이적 PCR

방법은 식물에 도입된 유전자의 특정 부위를 증폭하여 유전자변

형생물체를 판별하는 방법이다. 이는 GM 작물에 빈번하게 사용

되는 유전자(제초제 내성, 살충성 유전자 등)가 개체들의 genome

상에 각기 상이한 위치에 삽입 되더라도, 동일한 유전자 정보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하나의 검출 프라이머로 작물의 종류에 관

계없이 검출 가능한 장점이 있다.

현재 GM 작물 검출에 이용되는 PCR 프라이머 중에서 제초제

glufosinate 내성 GM 작물 검출을 위한 유전자 특이적 프라이머

는 pat 유전자와 bar 유전자를 각기 독립적으로 검출하는 프라이

머가 사용되고 있다(Broeders 등, 2012). 본 연구에서는 glufosinate

내성 GM 작물을 유전자의 유래 및 작목의 구분 없이 한번의 분

석으로 검출 가능한 분자 마커를 개발하고자, pat과 bar 유전자

Fig. 2. Specificity of the designed primers for pat and bar genes. (a) Gene-specific primers were designed in the conserved region of the two
genes. (b) F1/R1, (c) F1/R2, (d) F2/R1 and (e) F2/R2 primer pairs were tested. PCR products were electrophoresed on 2.5% agarose gel. Lane 1:
non-GM soybean, 2: DAS44406-4, 3: A5547-127, 4: PAC, 5: non-GM maize, 6: Bt-11, 7: TC1507, 8: Bt-176, 9: non-GM cotton, 10: 281-24-
236X3006-210-23, 11: T304-40, 12: non-GM canola, 13: T45, 14: MS8, 15: non-GM rice, 16: Bt-T.

Fig. 3. Specificity of the designed primers for pat genes. (a) Gene-specific primers were designed in the conserved region of the pat genes. (b)
F1/R1, (c) F1/R2, (d) F2/R1 and (e) F2/R2 primer pairs were tested. PCR products were electrophoresed on 2.5% agarose gel. Lane 1: non-GM
soybean, 2: DAS44406-4, 3: A5547-127, 4: PAC, 5: non-GM maize, 6: Bt-11, 7: TC1507, 8: Bt-176, 9: non-GM cotton, 10: 281-24-236X3006-
210-23, 11: T304-40, 12: non-GM canola, 13: T45, 14: MS8, 15: non-GM rice, 16: Bt-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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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공통 서열 부분을 중심으로 유전자 특이적 프라이머를 제작

하였다(Fig. 2a). GM 작물에 도입된 pat 또는 bar 유전자는 개발

회사와 작목에 따라 서로 다른 염기서열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염기서열 상동성을 고려하여 두 유전자를 동시에 검출 할 수 있

는 서로 다른 복수의 프라이머를 제작 하였다(Table 2). 제작된

pat/bar 프라이머의 사용 가능성 및 검출 능력 확인을 위해 non-

GM 작물과 GM 작물의 CRM을 대상으로 4종류의 프라이머 조

합을 사용하여 PCR 반응을 수행하였다. 그 결과, 5 계통의 non-

GM 작물(line 1, 5, 9, 12, 15)을 제외 한, 11계통의 CRM에서

PCR 증폭 밴드를 확인 하였고, 각각의 PCR 산물들은 DNA 염

기서열 분석을 통해 목적 염기서열임을 확인 하였으며, 이 결과

를 바탕으로 최적의 효율을 나타내는 프라이머 조합을 찾았다

(Fig. 2b-e).

또한 pat 유전자를 선택적으로 검출 할 수 있는 프라이머를 개

발 하고자, pat 유전자를 공통으로 인식하는 염기서열 영역이면

서, bar 유전자와는 서로 다른 염기서열 영역을 중심으로 프라이

머를 제작하였다(Fig. 3a). 제작된 pat 프라이머의 특이성을 확인

하기 위해 non-GM 작물과 GM 작물의 CRM을 대상으로 4종류

의 프라이머 조합을 사용하여 PCR 반응을 수행하였다. 그 결과,

5계통의 non-GM 작물(line 1, 5, 9, 12, 15)과 6계통의 bar 유전

자 도입 GM 작물의 CRM (line 4, 8, 11, 14, 16)에서는 PCR

증폭 밴드가 나타나지 않았으나, 6계통의 pat 유전자 도입 GM

작물의 CRM (line 2, 3, 6, 7, 10, 13)에서는 PCR 증폭 밴드가

나타났다(Fig. 3b, c, e). 한편, Fig. 3d에서 사용한 pat 프라이머

F2와 R1 프라이머 조합의 경우 면화, 카놀라 그리고 벼 작목에

서는 pat 유전자 도입 GM 작물의 CRM (line 10, 13)에서만

PCR 증폭 밴드가 나타났으나, 콩과 옥수수 작목에서는 non-GM

계통을 포함하여 8계통 모두에서 PCR 증폭 밴드가 나타났다.

위의 결과를 종합하면, 제초제 glufosinate 내성 GM 작물에 도

입된 pat과 bar 유전자를 동시에 검출하기 위해서는 pat/bar F2

와 R1 프라이머 조합(Fig. 2d, 179 bp)이 최적의 검출 효과를 나

타내었다. 한편 pat 유전자만을 선택적으로 검출하기 위해서는

pat F1과 R1 프라이머의 조합(Fig. 3b, 222 bp)이 가장 효과적인

것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이들 프라이머의 조합이 제초제 glufo-

sinate 내성 GM 작물 검출을 위한 PCR 분석법에 있어서 목적에

따라 선택적 또는 공통의 분자마커로 사용 될 수 있다고 판단된다.

제초제 바스타(glufosinate) 내성 GM 작물의 검출에 있어서

PCR 마커의 검출 한계

PCR 분석법에서 프라이머의 선택은 무엇보다 중요하며, 프라

이머는 서로 다른 GM 계통의 혼입율 분석을 위해 검출 감도가

Table 2. List of primers

Gene Primer Sequence (5'-)

pat/bar
F1 5'-TAC GCB GGV CCY TGG AAG GC-3'

F2 5'-ATY GCY TAC GCK GGS CCC TGG AA-3'

pat/bar
R1 5'-TTK GGM AGS CCK ATR ACA GCR ACC AC-3'

R2 5'-RTC ATG CCA KYY MCC RTG CTT G-3'

pat
F1 5'-ATT GAT GAT CTA GAG AGG TTG CA-3'

F2 5'-GTT GCT GAG GTT GAG GGT GT-3'

pat
R1 5'-CTT AAA ACC TTG CGC CTC CAT-3'

R2 5'-ATC CAC CAT GCT TGT ATC CAG CT-3'

Fig. 4. Sensitivity of the selected primers. The soybean (DAS44406-4), cotton (281-24-236X 3006-210-23) and rice (Bt-T) in different GM
content from 0.1-10% were used for PCR reactions. (a) F1/R1 primer pairs for pat gene and (b) F2/R1 primer pairs for pat/bar genes were
tested. PCR products were electrophoresed on 2.5% agarose gel. (c) The table showed the c-value of the crop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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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수하면서도 비특이적 반응은 최소화 되어야 한다. 세계 여러

나라의 가공된 식품에서의 GMO 혼입 허용치는 캐나다와 일본

의 경우 5%, 한국은 3%, 뉴질랜드와 브라질의 경우 1% 그리고

EU의 경우 0.9%이다(Pan 등, 2006; Taverniers 등, 2005; Zhang과

Guo 등, 2011). 본 연구에서 선택된 제초제 내성 유전자 특이적

프라이머가 0.9-5%의 혼입 허용치를 검정하기에 충분한지 검증

하고자, GM 작물 함량이 0.1%에서 10%사이의 콩(DAS 44406-

4), 면화(281-24-236X3006-210-23) 그리고 벼(Bt-T)를 이용하여

PCR을 수행하였다. 그 결과, GM 콩, 면화 그리고 벼에서 GM

작물의 함량이 높아질수록 PCR 증폭 신호 또한 강하게 나타났

다(Fig. 4). Pat F1과 R1 프라이머 조합의 경우, pat 유전자가 도

입된 GM 콩과 면화 모두에서 0.1%까지 검출 할 수 있었다(Fig.

4a). Pat/bar F2와 R1 프라이머 조합의 경우, pat 유전자가 도입

된 GM 콩과 bar 유전자가 도입된 GM 벼의 경우 0.1%까지 검

출 할 수 있었으며, pat 유전자가 도입된 GM 면화의 경우 0.3%

까지 검출 할 수 있었다(Fig. 4b). 동일한 100 ng의 DNA 양임에

도 불구하고 검출 한계가 달리 나타난 이유는 작물별로 게놈의

크기가 다르기 때문인 것으로 판단된다(Fig. 4c). 게놈의 크기가

가장 작은 벼에서 증폭된 PCR 밴드가 가장 강하게 나타난 결과

가 이를 증명한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 개발된 프라이머는 제초

제 내성 GM 작물의 유전자 특이적 PCR 검출 방법에 충분히 적

용 될 수 있다고 판단되며, 향후 GMO의 안전한 유통관리 및 식

품안전관리를 위한 검출방법으로 유용하게 이용될 수 있을 것이

라 생각된다.

요 약

1996년 이후부터 현재까지 개발된 GM 작물은 520여종에 이르

며, 미국, 브라질, 아르헨티나, 캐나다, 인도 등을 포함해 26개국

에서 GM 작물을 재배하고 있다. 특히, 제1세대 GM 작물로 구

분되는 제초제 내성 GM 작물은 전체 GM 작물의 67%를 차지

하며, 그 중 제초제 glufosinate에 내성을 나타내는 pat 또는 bar

유전자를 지닌 작물은 44%를 차지한다. 하지만 GM 작물이 같

은 형질을 지녔더라도 유전자의 기원, 식물의 종 및 개발자에 따

라 그 유전자의 서열은 매우 가변적이기 때문에 이를 식별하기

란 쉽지 않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전체 GM 작물의 44%, 국

내 승인 GM 작물의 약 53%를 차지하는 제초제 glufosinate 내성

유전자에 특이적이면서도 보편적인 마커를 개발하고자, 여러 GM

작물의 pat 또는 bar 유전자의 DNA 염기서열을 비교하여 PCR

프라이머를 개발하였으며, 이를 GM 작물 표준물질을 사용하여

검증하였다. 정성 및 정량적 PCR 실험을 통해 pat 유전자에 특

이적인 PCR 프라이머를 개발하였다. 또한 pat과 bar 유전자를 동

시에 검출 할 수 있는 PCR 프라이머도 개발하였으며, 정량적

PCR 분석을 통해 0.1% 함량의 수준까지도 검출 가능함을 확인

하였다. 따라서 본 연구의 수행 결과로 확인된 PCR 마커 및 분

석법이 향후 GM 작물의 안전한 유통관리 및 GM 식품의 식품

안전관리를 위한 저비용 고효율적 검출방법으로 이용될 수 있을

것이라 생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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