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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 Understanding the gene flow from genetically modified (GM) crops to conventional crops is important to prevent 

and mitigate seed contamination caused by pollen-mediated gene flow. We conducted a field test to investigate the gene 

flow from diamondback moth resistant GM cabbage (Brassica oleracea var. capitata) containing cry1Ac1 gene, to a 

non-GM control line AD126. GM and non-GM cabbage plants were cultivated in the field and pollinated using Bombus 

terrestris under the nets during the flowering periods. After seeds were collected from non-GM plants, hybrids between 

them and the GM cabbages were screened by multiplex PCR targeting cry1Ac1 gene. Out of 878 germinated seedlings, 

168 hybrids were found and the average gene flow frequency was 19.7%. Because cabbage is mainly pollinated by insect 

pollinators, large-scale field tests are needed to study gene flow of GM cabb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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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 서 론

유전자변형(Genetically modified, GM) 작물로부터 비

유전자변형 작물로의 유전자이동은 비변형 작물 및 유기농

작물 재배에 심각한 경제적 피해를 줄 수 있는 요인이 되며

(Kim 등, 2008) 때로는 이로 인한 법적 분쟁이 발생되기도 

한다(Kershen, 2004).

이에 따라 격리포장 실험을 통해 GM 작물로부터 비변형 

작물로의 유전자이동 빈도 및 유전자이동 거리에 대한 연

구가 국내에서도 일부 진행이 되어 왔다. 예를 들어, GM 

수박(Kim 등, 2008), 고추(Kim 등, 2009a; Kim 등, 

2009b), 벼(Chun 등, 2011)의 유전자이동에 대한 연구는 

향후 이러한 GM 작물의 국내 재배에 대비하기 위해 수행되

었던 것이다.

미생물 Bacillus thuringiensis의 Bt 유전자는 나비목 곤

충에 살충성을 나타내므로, 해충저항성 GM 작물의 개발에 

가장 널리 사용되고 있다. 양배추의 주요 해충인 배추좀나

방(Plutella xylostella)의 효과적인 방제를 위해 (주)농우

바이오에서는 cry1Ac1 유전자를 도입한 배추좀나방 저항

성 GM 양배추(Brassica oleracea var. capitata)를 개발 중

에 있으며, 이의 환경위해성 평가 연구 역시 진행되고 있다

(Nam 등, 2014).

본 연구는 이 GM 양배추로부터 비변형 모본으로의 유전

자이동 빈도를 파악하고자 수행되었다. 양배추는 일반적인 

재배 과정에서는 개화 이전의 결구 상태에서 수확을 하게 

되므로, 일반 농가에서 GM 양배추와 비변형 양배추 또는 

근연 변종과의 유전자이동 가능성은 없지만, 채종포에서는 

GM 양배추와 비변형 양배추의 유전자이동으로 인한 종자 

오염의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 양배추류(Brassica oleracea 

L.)는 바람에 의한 타가수분은 거의 발생하지 않으며 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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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1. (A) Experimental design of field trial. Yellow and blue squares indicate GM cabbages (Line C30) and non-GM cabbages 

(Line AD126), respectively. (B) Covering cabbages with nets to prevent the escape of Bombus terrestris.

곤충에 의해 타가수분을 하는 작물로 알려져 있으므로

(Nieuwhof, 1963), 본 연구에서는 화분매개곤충을 이용하

여 연구를 수행하였다.

II. 재료 및 방법

1. 식물 재료 및 포장실험

배추좀나방에 대해 저항성을 갖도록 cry1Ac1 유전자가 

도입된 GM 양배추 C30 계통과 모본인 AD126 계통을 (주)

농우바이오로부터 분양받아 실험에 사용하였다. 이 양배추

는 포장시험을 실시하기 전인 2012년 겨울에 춘화처리를 

하여 개화를 유도하였다. 

충북 청주시 소재 한국생명공학연구원 LMO 격리포장에 

이랑 5개로 구성된 전체 면적 5 m × 9 m의 시험구를 조성

하였으며(Fig. 1A), 2013년 4월 25일에 각 이랑에 양배추 

유묘 15주 씩 들어갈 수 있도록 C30과 AD126 계통을 번갈

아가며 정식하였다. 전체적으로 C30 계통 35주와 AD126 

계통 36주를, 0.5 m × 1.2 m의 재식 간격으로 정식하였다.

양배추의 개화가 시작되었을 때 시험구 전체를 망실로 

덮어 화분매개곤충이 시험구 외부로 탈출하는 것을 방지하

였으며(Fig. 1B), 망실 내에 화분매개 곤충인 서양뒤영벌

(꽃부니호박벌, 그린아그로텍) 1봉군을 두어 C30 계통과 

AD126 계통의 수분을 유도하였다. 1봉군에는 여왕벌 1마

리와 일벌 60-80마리, 그 밖의 알과 유충이 포함되어 있

다. 실험기간 동안 제초제 및 살충제는 사용하지 않았으며, 

1주일에 1회씩 시험구내 잡초를 손으로 제거하였다. 또한 

봉군 유지를 위해 최소한의 먹이(40% 설탕물, 화분단자)를 

공급하였다.

2013년 7월 25일에 AD126 각 식물체 별로 종자를 전량 

수확하였으며, 실험에 사용한 GM 양배추와 서양뒤영벌은 

폐기 처리하였다.

2. 유전자 이동 검정

AD126 식물체로부터 수확한 종자는 한국생명공학연구

원의 LMO 격리온실 내에서 원예용 상토가 담긴 4 × 8 육묘

트레이에 파종하여 2주간 발아시켰다. 그 다음 발아한 식물

체의 수를 조사한 뒤, 각 식물체 별로 잎 시료를 채취하였

다. FastDNA Kit (MP Biomedical, France)를 이용하여 

식물 genomic DNA를 추출하였으며, 양배추 특이 내재유

전자인 cruciferin gene의 검출을 위한 primer인 BnC1과 

GM 양배추에 도입된 cry1Ac1 유전자의 primer (Bioneer, 

Korea)를 이용하여 multiplex PCR을 수행하였다(Table 

1). PCR 반응의 조성은 1.5 μl의 분석시료 genomic DNA 

(50 ng), 30 mM KCl, 1.5 mM MgCl2, 10 mM Tris-HCl, 

250 µM dNTPs, Taq polymerase 1U, 각 1 μl의 primer 

(Bioneer, Korea),를 포함하여 총량은 20 µl이었다. PCR 

반응 조건은 95℃에서 3분간 반응시킨 뒤에 95℃에서 1분, 

58℃에서 40초, 72℃에서 1분의 조건으로 40 사이클을 수

행하였으며, 마지막 반응은 72℃에서 10분간 수행하여 전 

증폭과정을 종료하였다. 증폭된 PCR 산물은 1% TA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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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1. Primers for detecting GM cabbages containing cry1Ac1 gene.

Target gene Code Sequence (5′ to 3′)

BnC1
BnC1-F GCTCTGGTGTCTCCTTTGTA

BnC1-R CTGAACCTTAAAGATCACGAA

cry1Ac1
cry1Ac1-F AACAATGGGATAGCTGTGGT

cry1Ac1-R GACAACAACCCAAACATCAA

Fig. 3. Agarose gel electrophoresis patterns of PCR products 

amplified from Bnc1 and cry1Ac1 genes of cabbage leaf samples. 

M: 100-bp DNA ladder; Lanes 1-9: individual samples; N: 

negative control; P: positive control.

Fig. 2. Bombus terrestris foraging flowers of Brassica oleracea

var. capitata.

buffer agarose gel에 전기영동하여 확인하였다.

III. 결과 및 고찰

옥수수나 벼와 같은 벼과 작물의 타가수분은 주로 바람

이 매개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으나(Hoyle and Cresswell, 

2007), 양배추의 경우, 고추나 수박과 같이 곤충이 주요 

매개체가 된다. 특히 꿀벌(Apis mellifera L.)과 서양뒤영

벌과 같은 벌이 양배추를 비롯한 십자화과 작물의 타가수

분에 효과적이다(Free and Williams, 1973; Delaplane 

and Mayer, 2000).

C30과 AD126 계통 모두 5월 초부터 7월 초까지 개화하

였으며, 화분매개곤충인 서양뒤영벌은 망실 내에서 활발한 

수분활동을 보였다(Fig. 2). 서양뒤영벌은 국내에서 화분

매개곤충으로써 많이 이용되고 있는데 꿀벌과 달리 시설토

마토와 같은 무밀식물의 꽃에서도 수분활동을 잘 하는 것

으로 알려져 있다(Lee 등, 2001). 또한 서양뒤영벌은 먹이

자원에 대한 채집반경이 100미터 이내이기 때문에 본 연구

의 디자인처럼 좁은 공간에 적용하기 알맞은 것으로 판단

된다.

포장실험 기간 동안 총 36개의 AD126 계통 양배추 중 

2주가 고사하여 총 34주로부터 주당 평균 44.7 ± 33.9개 

(평균 ± 표준편차), 총 1,519개의 종자를 얻었다(Table 2). 

이 중 878개가 발아하여 약 57.8%의 발아율을 보였다. 이 

중 3주에서 얻은 종자는 발아하지 않았다. 발아된 878개의 

양배추 샘플의 gDNA를 추출하여 multiplex PCR 검정을 

실시한 결과 cry1Ac1 유전자가 확인된 시료는 총 168개로 

나타나, GM 양배추로부터 모본으로의 유전자 이동 비율은 

약 19.7%였다(Fig. 3, Table 2).

본 연구에서는 망실을 이용하여 서양뒤영벌의 탈출을 방

지하였지만, 이로 인해 다른 화분매개곤충이 망실내로 들

어오는 것 역시 차단되었으므로 이것이 유전자 이동 빈도

에 어떠한 영향을 주었는지는 파악하기 어렵다. 보다 자연 

환경과 가까운 상태에서 실험을 하기 위해서는 주변에 양

배추 및 이와 교잡이 가능한 근연종이 분포하지 않음을 확

인한 이후에 망실 및 시판되는 화분매개곤충을 이용하지 

않고 실험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이다. 

또한 근접한 위치(50 cm 간격)에 정식한 GM 양배추로부

터 비변형 양배추로의 유전자 이동 빈도만을 조사하였는

데, 교잡이 가능한 거리에 대한 연구도 필요할 것이다. 아

직까지 국내외에서 GM 양배추의 격리거리에 대한 연구는 

보고된 바 없지만, 종자관리요강(농림축산식품부고시 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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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2. Frequencies (%) of gene flow from GM cabbages to non-GM control (AD126).

Rows
AD126

identificationnumber

Number of total seeds 

per plant

Number of germinated 

seeds per plant

Number of 

PCR-positive samples 

Gene flow frequency

(%)

1 1 13 6 1 16.67 

2 33 13 4 30.77 

3 62 35 10 28.57 

4 - - - -

5 48 25 4 16.00 

6 70 37 6 16.22 

7 - - - -

2 8 43 22 5 22.73 

9 114 74 12 16.22 

10 98 56 14 25.00 

11 34 26 9 34.62 

12 112 80 11 13.75 

13 53 20 3 15.00 

14 31 22 5 22.73 

3 15 72 60 14 23.33 

16 50 9 1 11.11 

17 121 84 18 21.43 

18 24 6 1 16.67 

19 18 7 2 28.57 

20 71 36 3 8.33 

21 17 11 2 18.18 

4 22 84 68 9 13.24 

23 3 3 0 0 

24 13 2 1 50.00 

25 24 5 0 0 

26 33 28 9 32.14 

27 45 26 4 15.38 

28 30 21 2 9.52 

5 29 52 27 3 11.11 

30 13 1 0 0 

31 15 9 5 55.56 

32 84 42 6 14.29 

33 3 0 0 0

34 1 0 0 0

35 31 17 4 23.53 

36 4 0 0 0

Total 1519 878 168 19.13 

2014-30호)의 [별표 6] 포장검사 및 종자검사의 검사기준

에 따르면 양배추의 경우 채종포가 같은 종의 다른 품종으

로부터 1,000 m 거리로 격리되어야 하므로, 상당히 넓은 

면적의 포장실험이 필요하다. 

Brassica oleraceae에 속하는 변종인 줄기양배추(B. 

oleracea var. gongylodes), 방울양배추(B. oleracea var. 

gemmifera), 양배추, 자주양배추(B. oleracea var. botrytis), 

녹색꽃양배추(B. oleracea var. italica), 케일(B. oleracea 

var. acephala) 등은 변종 간의 타가수분율이 72 – 95%로 

매우 높아 쉽게 타가수분을 할 수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Watts, 1968). 본 연구에서는 GM 양배추로부터 모본으로

의 유전자 이동성만 조사하였지만 향후에는 GM 양배추로

부터 B. oleracea에 속하는 다른 변종로의 유전자 이동성

에 대한 연구도 필요할 것으로 판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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