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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론]

최근 우리나라는 쌀 소비의 감소와 과잉생산으로 논에서 밭작물을 재배하면서 밭작물의 자급률을 높이는 법에 집중하고 있

다. 하지만 논토양 특성으로 인하여 장마철이나 비로 인한 습해에 약한 밭작물의 피해가 크다고 알려져 있으며 특히 팥은 습해

에 약한 작물로써 유묘기에 과습 피해가 크다고 알려져 있다. 이에 본 연구는 밭작물 중 팥의 논토양 과습처리시 생육특성 및 

팥잎을 이용한 단백질 발현양상 및 RNA발현량을 비교 조사하고자 수행하였다. 

[재료 및 방법]

본 연구는 충북대학교 부속 농장 온실에서 농촌진흥청에서 분양받은 아라리 팥 품종을 공시재료로 실험을 진행하였다. 논토

양 2.7kg씩 넣은 포트에 팥 생육단계중 유묘기인 2엽기와 5엽기에 3일간 습해처리를 하여 생육특성을 관찰하였다. 단백질 발

현양상을 확인하기 위하여 2, 5엽기에 과습처리된 팥잎을 채취하여 단백질을 추출하였고, 2-DE 전기영동을 통하여 단백질 

spot을 확인하였다. 이 후에 image analysis를 통하여 spot을 선별하였고, In-gel digestion 과정을 수행하여 동정결과를 확인하

였다. 

[결과 및 고찰]

팥 2, 5엽기 생육특성 중 초장은 대조구에서 각각 21.57cm, 40.8cm와 처리구에서 각각 21.32cm, 36.38cm로 미비한 차이를 

보였으나 통계학적으로는 유의하지 않았다. 하지만 엽록소 함량에서는 2엽기 대조구(33.8 spad)에 비하여 처리구(29.4 spad)

에서 유의하게 낮은 수치를 확인 하였으며 5엽기 또한 대조구(40.8 spad)에 비해 처리구(36.38 spad)에서 유의하게 낮은 결과

를 확인하였다. 이러한 결과 생육초기에 과습스트레스를 받으면 광합성에 영향이 미친다고 생각되었다. 또한 과습 처리가 완

료된 2엽기 잎을 채취하여 단백질을 분석한 결과 400개 이상의 단백질 spot 중 (p > 0.05) 서로 다름 양상을 보이는 단백질 21개

를 최종 선택하여 질량분석기로 동정하였다. 이들 중 14개의 단백질발현양이 향상되었고(up-regulation) 7개의 단백질 발현양

이 감소(down-regulation)되었다. 5엽기 또한 단백질을 동정한 결과 400개 이상의 단백질 spot 중 (p > 0.05) 28개의 단백질을 

질량분석기(LTQ-FT-ICR MS)로 분석하였으며 12개의 단백질 발현양이 향상(up-regulation)되었고 16개의 단백발현양이 감

소(down-regulation)되었다. 또한 mRNA의 발현 수준은 프로테옴 조사에서 얻은 결과와 유의한 상관관계가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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