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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라지의 형질전환 조건 확립

경남과학기술대학교, 농학한약자원학부 : 이수진, 이민경, 손용완, 신용욱, 조영손, 홍점규,

이철호, 이신우*4)

실험목적

도라지는 최근 약용 뿐만 아니라 채소용으로 그 소비량이 국내에서 크게 증가하고 있

으며 일본과 중국 등으로의 수출로도 각광을 받고 있는 주요한 품목이다. 그러나 재배과

정에서 제초작업과 뿌리썪음병 등으로 생산량이 감소되며 품질을 저하시키는 요인이 되

고 있다. 특히 제초작업에 소요되는 노동력은 도라지의 생산단가를 높이는 가장 큰 요인

이다. 이러한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하여 최근에는 형질전환기술을 이용하여 제초제저항성

유전자 또는 병▪해충 저항성 유전자를 도입하는 연구가 시도되고 있다. 따라서 본 연구

에서는 도라지의 형질전환에 필요한 조건을 구명하고자 하였다.

재료 및 방법

〇 시험재료 : 충남아산시 도고에서 수집된 종자

〇 재조합운반체 ; pSCaM-4 (대두에서 분리한 calmodulin 유전자, SCaM-4와

Phosphothiothricine acetyltransferase를 암호하는 bar 유전자를 선발

마커로 재조합시킨 운반체)

〇 형질전환방법 : 아그로박테리아감염법을 이용하여 상기 재조합 운반체를 도입하여

0.25 phosphinothricin이 재분화시킴

표 1. 도라지 형질전환 배지 조성(캘러스 및 신초 유기)

Medium Composition

SRM
MS + 3% sucrose + 0.01 mg/L NAA + 0.1 mg/L GA3 + 2 mg/L

Zeatin + 0.25 mg/L PPT + 500 mg/L carbenicillin

SRM_NB
MS + 3% sucrose + 0.1 mg/L NAA + 1 mg/L BA + 0.25 mg/L

PPT + 500 mg/L carbenicillin

상기배지에서 얻은 신초는 MS + 3% sucrose + 500 mg/L carbenicillin을 함유한 배

지에서 발근을 유도시켰다. 또한 캘러스유기 및 신초유기 배지에는 PPT를 0.25 mg/L 로

사용하였고, 어느 정도 자란 신초를 뿌리부분을 제거하고 다시 0.5 mg/L 농도에서 1차

로 뿌리가 유도된 것을 0.75 mg/L 농도의 PPT를 함유하는 배지에 다시 뿌리를 제거하

고 옮겨 확실하게 발근이 활착되는 것만을 선발하도록 하였다.

〇 형질전환체의 분자생물학 확인 : PCR 또는 RT-PC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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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과 및 고찰

〇 PPT에 대한 비 형질전환도라지의 내성 조사 (형질전환체의 선발농도 조건 조사) : 도

라지의 식물체 게놈에 삽입된 형질전환체의 선발을 위하여 PPT의 농도를 각각 0.5,

0.75, 1.0 mg/L를 포함하는 배지에 치상한 후 관찰한 결과 0.75 mg/L의 농도에서 일

부 절편체가 고사하기 시작하였으며 1.0 mg/L 농도에서는 모두 고사하는 것으로 확

인이 되어 최종적으로 형질전환체를 확보하기 위하여 0.75 mg/L의 농도를 사용하도

록 하였다.

0.5 mg/L PPT 0.75 mg/L PPT 1.0 mg/L PPT

〇 도라지의 배지별, 조직별 형질전환 효율

도라지의 캘러스 및 신초의 재분화에는 NAA, GA3, 그리고 Zeatin을 포함하는 SRM배

지 보다는 NAA와 BA만을 포함하는 SRM_NB 배지가 보다 효과적이었으며 뿌리의 활착

율도 11.9%에 해당하는 높은 효율을 보였다. 또한 종자로부터 발아시켜 얻은 자엽

(cotyledon)을 절편체로 사용한 경우에 비하여 pot에서 재배한 식물체로부터 채취한 성숙

엽은 1.4%에 해당하는 아주 저조한 효율을 나타내었다.

No. of explants

used leaf disc

No. of regenerated

callus

No. of regenerated

shoots

No. of rooted

shoots

SRM
SRM_N

B
SRM

SRM_N

B
SRM

SRM_N

B
SRM

SRM_N

B

자엽
51 47 42 38 28 318

2

(7.1%)

38

(11.9%)

성숙엽
188 318 124 277 2 71

0

(0.0 %)

1

(1.4%)

〇 형질전환체의 분자 생물학적 확인

후보형질전환체로 선발된 식물체로부터

분리한 게놈 DNA로부터 도입된 SCaM4

유전자의 PCR 확인 결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