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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  언

식물의 절도 및 마약성 식물 소지 사건의 수사, 침입외래식물

의 관리 등 다양한 분야에서 식물의 종 식별 및 개체 식별이 꾸준

히 요구되고 있다(Chang et al., 2021; Hwang et al., 2013; Lee 

et al., 2020; Yoon et al., 2019). 특히 식물성 식품 원료의 진위 

판별 및 국내산 품종판별 등 먹거리 안전과 관련된 식물의 종 식

별 요구가 증가하고 있다(Chun et al., 2019; Ha et al., 2012). 

식품의약품안전처의 통계에 따르면 2010년부터 2019년까지 10

년간 자연 독으로 인해 발생한 식중독은 총 21건으로 135명의 환

자가 발생하였으며, 2009년 한 해 급성 중독으로 전국 응급의료

센터에 내원한 환자 3,500명 중 50명은 식물에 의한 중독환자로 

나타났다(Sung et al., 2012).

식중독을 유발하는 미국자리공(Phytolacca americana), 박

새(Veratrum oxysepalum) 등의 일부 독성 식물은 표현형이 산

나물과 유사하여 이를 식용식물로 오인하여 섭취 후 병원에 내

원한 사례가 다수 보고되었다(Bae et al., 2013; Jin et al., 

2004; Hwang and Kim, 2015). 이외에도 다양한 독성 식물에 

의한 식중독 사고가 꾸준히 발생하고 있으며, 이에 따라 독성 식

물에 대한 정확한 종 식별이 요구되고 있다. 일반적으로 식물은 

꽃과 뿌리, 잎의 형태 등을 이용한 형태학적 분류법을 통해 종 

식별이 가능하지만 감정기관에 의뢰되는 식물은 옷이나 증거물

에 묻은 식물 파편 혹은 죽은 사람의 위 내용물 등 다양한 형태로 

의뢰되고 있기 때문에(Coyle, 2004; Lee et al., 2018), DNA 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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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드를 이용한 분자 유전학적 종 식별이 필수적이다.

식물의 종 식별에 사용되는 DNA 바코드의 종류에는 trnH- 

psbA, trnL-trnF, trnL intron, psbK-psbI, rpoB, rbcL, 

matK 등 엽록체 DNA에 존재하는 구간을 대상으로 하는 바코

드와, internal transcribed spacer (ITS), 18S rRNA 등 핵 

DNA에 존재하는 구간을 대상으로 하는 바코드가 있다. 엽록체 

DNA에 존재하는 구간을 대상으로 하는 DNA 바코드 중 trnH- 

psbA, trnL-trnF, 그리고 trnL intron 바코드는 염기서열의 

변화정도가 낮은 tRNA 유전자를 포함하기 때문에 보존적인 영

역을 기반으로 하는 primer의 제작이 가능하고, 돌연변이 발생 

빈도가 높은 비암호화 영역을 대상으로 하기 때문에 식물의 종 

식별에 많이 사용되는 DNA 바코드이다(Stech et al., 2003; 

Taberlet et al., 1991). rbcL과 matK 바코드 또한 보존적인 염

기서열을 가지고 있어 식물의 계통발생학 연구 및 종 식별에서 

널리 사용되는 DNA 바코드이다(Kress et al., 2005; Shaw et 

al., 2005). 핵에 존재하는 구간을 대상으로 하는 DNA 바코드 

중 18S rRNA 바코드는 고등 생물의 계통 분석에 많이 사용되며

(Guo et al., 2015; Jansen et al., 2006; Sö rhannus, 2004), 

ITS 바코드는 보존적인 영역을 기반으로 하는 primer의 제작이 

가능하고 증폭 및 근연종 간의 식별이 용이하여 동식물의 종 식

별에 널리 이용되고 있다(Yao et al., 2010). 이와 더불어 Kress 

and Erickson (2007)이 수행한 연구에서 trnH-psbA, rbcL, 

matK, ITS1 바코드 등을 포함한 9개 DNA 바코드 각각의 종 식

별력은 모두 79% 이하였으나 trnH-psbA 바코드와 rbcL 바코

드를 조합하여 사용할 경우 종 식별력이 88%까지 증가함을 보고

하였다(Kress and Erickson, 2007). 이처럼 식물의 종 식별에

서는 단일 DNA 바코드를 사용하였을 때 종 식별력이 70% 이하

인 경우가 흔하게 발생하기 때문에(Hollingsworth et al., 

2011), DNA 바코드를 이용한 식물의 종 식별력을 높이기 위한 

방법으로 두 가지 이상의 DNA 바코드를 조합하여 사용하는 

multi-locus 방법이 지향되고 있다(Fazekas et al. 2008). 2009

년 CBOL (China Plant BOL) Plant Working Group의 연구에

서는 rbcL과 matK 바코드를 조합한 DNA 바코드가 범용성 핵

심 바코드(core DNA barcode)로 제시되었으며, 이와 더불어 

ITS 바코드를 종자식물의 핵심 바코드로 추가하여야 한다는 내

용이 보고된 바 있다(CBOL Plant Working Group, 2009; 

China Plant BOL Group et al., 2011). 이러한 핵심 바코드 조

합 외에도 다양한 식물 종에서 각각의 종 식별에 용이한 DNA 

바코드 조합이 제시되었으며, 감정 기관에 종 식별이 의뢰되는 

경우 신속하고 정확한 식별이 요구되기 때문에 각각의 식물에

서 종 식별에 가장 적합한 DNA 바코드 조합을 찾아 데이터베이

스를 구축하는 것이 필요하다.

본 연구는 국내에 자생하는 독성 식물을 수집하여 각각의 식

물에서 증폭 및 염기서열 분석에 유리한 DNA 바코드를 파악하

고자 하였으며, DNA 바코드 구간의 염기서열을 확보하여 추후 

요구되는 독성 식물의 종 식별 감정에서 활용할 수 있는 데이터

베이스를 구축하고자 하였다. 우선적으로 제주도에 자생하는 

19종의 독성 식물을 수집하여 trnH-psbA, trnL-trnF, trnL 

intron, rbcL, matK, ITS1-ITS4, 18S rRNA 바코드에 대한 염

기서열 데이터베이스를 구축하였으며, 각각의 종 식별에 가장 

적합한 DNA 바코드를 확인하여 독성 식물의 감정에 신속하고 

정확하게 적용할 수 있는 DNA 바코드 데이터베이스를 구축하

였다.

재료 및 방법

독성 식물 시료 및 DNA 추출

본 연구에 사용된 식물 시료는 국내에 분포한다고 알려진 

330여종의 독성 식물 중 제주도에 분포하고 있는 19종을 선정하

여 농업회사법인 제주생물자원(주)으로부터 표본을 구입하였

다(Fig. 1). 19종의 독성 식물은 2013년부터 2020년까지 제주도 

지역에서 채취된 식물로, 농업회사법인 제주생물자원(주)에서 

형태학적 분류법에 따라 종 식별이 수행되었으며 각각의 식물 

별 독성 성분 정보는 North Carolina Extension Gardener Plant 

Toolbox (https://plants.ces.ncsu.edu)와 국립수목원에서 발

간된 독성 식물 필드 가이드북을 참고하여 정리하였다(Korea 

National Arboretum, 2020; 2021) (Table 1). 실험에 사용된 독

성 식물의 genomic DNA는 시료의 잎을 약 500 ㎎ 채취하여 

AUTOMILL 파쇄기(Tokken, Japan)를 이용해 1600 r/min으로 

3분 동안 파쇄한 후, DNeasy Plant Mini Kit (QIAGEN, Germany)

를 이용하여 사용자 매뉴얼에 따라 추출하였다. 추출된 DNA는 

0.8% 아가로즈 젤 전기영동 후 Image Analyzer (UVP)로 확인하

였으며, Nanodrop spectrophotometer (Thermo Fisher Scien-

tific, USA)를 이용하여 농도를 측정하였다.

PCR 증폭 및 염기서열 획득

엽록체에 위치하는 trnH-psbA, trnL-trnF, trnL intron, 

rbcL, matK 바코드와 핵에 위치하는 ITS1-ITS4, 18S rRNA 바

코드의 primer를 사용하여 PCR 증폭하였다(Table 2). 증폭 조

성은 정방향(forward), 역방향(reverse) primer 각각 10 pmo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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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mpliTaq Gold DNA polymerase 2.5 unit (Thermo Fisher 

Scientific), Gold ST*R 10X buffer 2.5 μL (Promega, USA), 주

형 DNA 약 30 ng을 넣어준 후, 멸균 증류수를 total volume 25 μL

가 되게 채웠다. 증폭 장비는 ABI 9700 system (Applied Bio-

Systems, USA)을 사용하였으며, 95℃, 11 분 pre-denaturation, 9

5℃, 30 초 denaturation 후, primer 별 Tm에 따라 50℃-58℃, 

30 초 annealing, 72℃ extension 1 분을 28 cycle로 반복하였고 

72℃에서 7 분 동안 final extension을 수행하였다. 증폭 산물은 

2% 아가로즈 젤 전기영동 후 Image Analyzer (UVP)로 증폭여

부를 확인하였다. 염기서열 분석을 위해 증폭된 PCR 산물을 

ExoSAP-IT (Thermo Fisher Scientific)로 정제하였다. 이 후, 

ABI PRISM BigDye Terminator v3.1 Cycle Sequencing Kit 

(Applied BioSystems)를 이용하여 direct sequencing을 수행한 

다음, DyeEX™ 2.0 Spin Kit (QIAGEN)를 이용하여 반응에 사

용되지 않은 잔여 형광물질을 제거하였다. 최종적으로 정제된 

증폭 산물은 3500xl Genetic analyzer (Applied BioSystems)를 

사용하여 사용자 매뉴얼에 따라 염기서열을 분석하였다.

Fig. 1. Nineteen poisonous plants used in this study. (A) Nerium oleander, (B) Arisaema amurense, (C) Arisaema ringens, (D) 

Pinellia ternata, (E) Xanthium strumarium, (F) Impatiens textori, (G) Euonymus alatus, (H) Euphorbia esula, (I) Euphorbia 

helioscopia, (J) Euphorbia jolkinii, (K) Ricinus communis, (L) Canavalia lineata, (M) Veratrum nigrum, (N) Cocculus trilobus, (O) 

Phytolacca americana, (P) Pulsatilla cernua, (Q) Solanum lyratum, (R) Solanum americanum, (S) Laportea bulbifer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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염기서열 분석

Sequencing으로 얻어진 염기서열은 MEGA software (Mo-

lecular Evolution Genetics Analysis 5.2 software, USA)로 정

렬 및 비교하였고, NCBI (National Center for Biological Infor-

Table 1. Morphological identification and information of poisonous plants used in this study

NFS No.

Morphological identification Collection Toxicity

Family Botanical name
Common 

name
Locality Date

Major poisonous 

compounds
Poisonous parts

NFS_TP01 Apocynaceae Nerium oleander L. 협죽도 제주시 도두이동 2020-01 Oleandrin, Adynerin Leaf, Stem

NFS_TP02 Araceae Arisaema amurense f. serratum (Nakai) Kitag. 천남성 제주시 조천읍 2019-04
Calcium oxalate, 

Saponin
Leaf, Root, Stem, Fruit

NFS_TP03 Araceae Arisaema ringens (Thunb.) Schott 큰천남성 제주시 조천읍 2019-05 Calcium oxalate Root

NFS_TP04 Araceae Pinellia ternata (Thunb.) Breitenb. 반하 제주시 애월읍 2016-07
Calcium oxalate, 

Potassium oxalate
All parts

NFS_TP05 Asteraceae Xanthium strumarium L. 도꼬마리 제주시 아라일동 2018-11 Iodine salt, Saponin Seed

NFS_TP06 Balsaminaceae Impatiens textorii Miq. 물봉선 서귀포시 예래동 2019-11
Calcium oxalate, 

Akaloids
All parts

NFS_TP07 Celastraceae Euonymus alatus (Thunb.) Siebold 화살나무 서귀포시 안덕면 2016-06 Glycoside All parts

NFS_TP08 Euphorbiaceae Euphorbia esula L. 흰대극 서귀포시 안덕면 2020-01 Diterpene ester Juice/Sap

NFS_TP09 Euphorbiaceae Euphorbia helioscopia L. 등대풀 서귀포시 안덕면 2019-03 Saponin, Euphorbine All parts

NFS_TP10 Euphorbiaceae Euphorbia jolkinii Boiss. 암대극 서귀포시 표선면 2019-01 Diterpene ester All parts

NFS_TP11 Euphorbiaceae Ricinus communis L. 피마자 제주시 한림읍 2019-02 Ricin, Ricinine All parts

NFS_TP12 Fabaceae Canavalia lineata (Thunb.) DC. 해녀콩 제주시 구좌읍 2019-08 Urease, Canavanine All parts

NFS_TP13 Liliaceae Veratrum oxysepalum Turcz. 박새 제주시 한림읍 2019-03 Veratrine, Veratridine All parts

NFS_TP14 Menispermaceae Cocculus trilobus (Thunb.) DC. 댕댕이덩굴 서귀포시 안덕면 2016-06 Trilobine, Coclobine All parts

NFS_TP15 Phytolaccaceae Phytolacca americana L. 미국자리공 제주시 아라동 2013-09 Phytolaccatoxin, Saponin All parts

NFS_TP16 Ranunculaceae Pulsatilla cernua (Thunb.) Bercht. & J.Presl 가는잎할미꽃 서귀포시 예래동 2019-03 Ranunculin, Anemonin All parts

NFS_TP17 Solanaceae Solanum lyratum Thunb. 배풍등 제주시 오등동 2018-08 Atrophine, Solanine All parts

NFS_TP18 Solanaceae Solanum nigrum L. 까마중 서귀포시 남원읍 2019-11 Solanine, Saponin Fruit

NFS_TP19 Urticaceae Laportea bulbifera (Siebold & Zucc.) Wedd. 혹쐐기풀 제주시 해안동 2019-10 Formic acid, Serotonin All parts

Table 2. Information of DNA barcode primers used in this study

Locus Primer name Primer sequence (5'-3') Tm (℃) Reference

Chloroplast

trnH-psbA
F : GTTATGCATGAACGTAATGCTC

56 
Sang et al., 1997; 

Tate and Simpson 2003R : CGCGCATGGTGGATTCACAATCC

trnL-trnF
F : AAAATCGTGAAGGTTCAAGTC

53 
Sang et al., 1997;

Taberlet et al., 1991R : GATTTGAACTGGTGACACGAG

trnL intron
F : CGAAATCGGTAGACGCTACG

58 Taberlet et al., 1991
R : GGGGATAGAGGGACTTGAAC

rbcL
F : AGTTCCGTCAGAAGAAGCAGGAG

50 Ng et al., 2016
R : CATTCAAGTAATGCCCTTTGATTTC

matK
F : CGATCTATTCATTCAATATTTC

50 Cuénoud et al., 2002
R : TCTAGCACACGAAAGTCGAAGT

Nuclear

18SrRNA
F : TGCAGTTAAAAAGCTCGTAG

53 
Rollo et al., 2002; 

Soltis et al., 1997R : GGTTGAGACTAGGACGGTATCTG

ITS1-ITS4
ITS1 : TCCGTAGGTGAACCTGCGG

54 White et al., 1990
ITS4 : TCCTCCGCTTATTGATATG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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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ation, USA) GenBank의 BLAST (Basic Local Alignment 

Search Tool)를 이용하여 가장 유사한 종을 검색하였다. 계통수 

분석은 MEGA software를 이용하여 BLAST 결과 염기서열 일

치율이 가장 높았던 3종의 염기서열을 NCBI에서 내려 받아 

alignment한 후, Neighbor joining 방법으로 bootstrap replication 

(1000)을 적용하여 수행하였다.

결과 및 고찰

PCR 증폭 및 염기서열 획득 용이성

분자 유전학적 종 식별을 위해 19종의 독성 식물에서 7개의 

DNA 바코드를 PCR 후 염기서열을 분석하였다(Fig. 2). DNA 바

코드별로, trnH-psbA 바코드는 19종 중 15종, trnL-trnF 바코

드는 19종 중 19종, trnL intron 바코드는 19종 중 17종, rbcL 바

코드는 19종 중 18종, matK 바코드는 19종 중 17종, 18S rRNA 

바코드는 19종 중 19종, ITS1-ITS4 바코드는 19종 중 19종에서 

각각 증폭되어 염기서열을 분석할 수 있었다. 독성 식물 19종 모

두에서 증폭되며 염기서열 획득에 가장 용이한 DNA 바코드는 

trnL-trnF, 18S rRNA, 그리고 ITS1-ITS4 바코드였다.

본 연구에서 trnH-psbA 바코드의 경우 천남성과(Araceae)

에 속하는 독성 식물 3종(NFS_TP02, NFS_TP03, NFS_TP04)

과 노박덩굴과(Celastraceae)에 속하는 Euonymus alatus 

Fig. 2. PCR amplification of seven DNA barcodes. (A) trnH-psbA, (B) trnL-trnF, (C) trnL intron, (D) rbcL, (E) matK, (F) 18S rRNA, 

(G) ITS1-ITS4. 1-19 represents NFS No. of each plant indicated in Table 1. L: ladder marker (1 k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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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FS_ TP07)에서 증폭되지 않았는데, 이러한 결과는 Liu et al. 

(2021)의 종 식별 연구에서 trnH-psbA 바코드의 경우 한약재 

천남성(Arisaematis Rhizoma)으로 사용되는 천남성과의 식물

에서 PCR 증폭이 되지 않는 결과와 동일하였다(Liu et al., 

2021). 이는 천남성과에 속하는 식물들의 trnH-psbA 바코드 

구간은 아데닌(A)과 티민(T) 염기의 비율이 평균 70%로 높아 

sanger sequencing을 이용한 염기서열 분석에 어려움이 있다

는 연구에서 그 원인을 유추할 수 있다(Luo et al., 2009). 따라

서 천남성과에 속하는 독성 식물의 종 식별에는 trnH-psbA 

바코드를 제외한 다른 DNA 바코드를 이용하는 것이 적합할 

것으로 사료된다. 이 외에도 trnL intron 바코드는 천남성속

(Arisaema)에 속하는 독성 식물 2종(NFS_TP02, NFS_TP03)

에서, rbcL 바코드는 E. alatus (NFS_TP07)에서, matK 바코드

는 Xanthium strumarium (NFS_TP05)과 Canavalia lineata 

(NFS_TP12)에서 각각 증폭되지 않아 해당 독성 식물의 종 식별

을 위해서는 다른 DNA 바코드를 이용하는 것이 적합할 것으로 

사료된다.

분자 유전학적 종 식별

각각의 독성 식물에서 획득한 DNA 바코드 구간의 염기서열

을 이용하여 BLAST를 통한 상동성 비교 검색을 수행하였다

(Table 3). trnH-psbA 바코드는 염기서열을 분석한 15종 중 12

종(80%)의 염기서열이 NCBI GenBank에 등록된 염기서열과 

매칭되었으며, trnL-trnF 바코드는 19종 중 15종(78.95%), 

trnL intron 바코드는 17종 중 14종(82.35%), rbcL 바코드는 18

종 중 16종(88.89%), matK 바코드는 17종 중 16종(94.12%), 18S 

Table 3. Molecular genetic identification using 7 DNA barcodes in poisonous plants

Morphological identification Markers Base similarity (%) NCBI accession No. Genetic identification

Nerium oleander 

(NFS_TP01)

trnH-psbA 349/349 (100) MH837747.1 Nerium oleander

trnL-trnF 427/427 (100) KJ953907.1 Nerium oleander

trnL intron 508/508 (100) KT280316.1 Nerium oleander

rbcL 671/671 (100) KJ953907.1 Nerium oleander

matK 805/805 (100) KU556667.1 Nerium oleander

18SrRNA 358/358 (100) AF107572.1 Nerium oleander

ITS1-ITS4 592/593 (99.83) HE602380.1 Nerium oleander

Arisaema amurense 

(NFS_TP02)

trnH-psbA NAᶻ NA NA

trnL-trnF 404/404 (100) AY248948.1 Arisaema amurense

trnL intron NA NA NA

rbcL 507/507 (100) GQ436774.1 Arisaema amurense

matK 780/780 (100) GQ434305.1 Arisaema amurense

18SrRNA 384/384 (100)ʸ MZ675613.1ʸ Arisaema amurense

ITS1-ITS4 716/736 (97.28) KT634014.1 Arisaema amurense

Arisaema ringens

(NFS_TP03)

trnH-psbA NA NA NA

trnL-trnF 430/430 (100) NC_044118.1 Arisaema ringens

trnL intron NA NA NA

rbcL 683/684 (99.85) NC_044118.1 Arisaema ringens

matK 754/755 (99.87) NC_044118.1 Arisaema ringens

18SrRNA 381/381 (100)ʸ MZ675614.1ʸ Arisaema ringens

ITS1-ITS4 679/679 (100) KT634048.1 Arisaema ringen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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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3. Continued

Morphological identification Markers Base similarity (%) NCBI accession No. Genetic identification

Pinellia ternata 

(NFS_TP04)

trnH-psbA NA NA NA

trnL-trnF 431/431 (100) MT193722.1 Pinellia ternata

trnL intron 502/502 (100) MT193722.1 Pinellia ternata

rbcL 700/702 (99.72) MT193722.1 Pinellia ternata

matK 760/760 (100) KT025808.1 Pinellia ternata

18SrRNA 386/386 (100)ʸ MZ675615.1ʸ Pinellia ternata

ITS1-ITS4 593/593 (100)  KU551862.1 Pinellia ternata

Xanthium strumarium 

(NFS_TP05)

trnH-psbA 449/451 (99.56) KY215745.1 Xanthium strumarium

trnL-trnF 382/382 (100)ʸ OK085468ʸ Xanthium strumarium

trnL intron 413/413 (100) MK261333.1 Xanthium strumarium

rbcL 495/495 (100) MH049962.1 Xanthium strumarium

matK NA NA NA

18SrRNA 368/368 (100)ʸ MZ675617.1ʸ Xanthium strumarium

ITS1-ITS4 644/644 (100) MH050192.1 Xanthium strumarium

Impatiens textorii 

(NFS_TP06)

trnH-psbA 262/262 (100)ʸ OK085469ʸ Impatiens textorii

trnL-trnF 152/153 (99.35) AB043660.1 Impatiens textorii

trnL intron 418/419 (99.76) LC465231.1 Impatiens textorii

rbcL 655/659 (99.39) AB043525.1 Impatiens textorii

matK 673/673 (100)ʸ OK288019ʸ Impatiens textorii

18SrRNA 363/363 (100)ʸ MZ675618.1ʸ Impatiens textorii

ITS1-ITS4 579/593 (97.64) LC465175.1 Impatiens textorii

Euonymus alatus 

(NFS_TP07)

trnH-psbA NA NA NA

trnL-trnF 411/414 (99.28) EU328891.1 Euonymus alatus

trnL intron 534/535 (99.81) EU328821.1 Euonymus alatus

rbcL NA NA NA

matK 761/763 (99.74) HQ593291.1 Euonymus alatus

18SrRNA 353/355 (99.44) AY674596.1 Euonymus alatus

ITS1-ITS4 472/474 (99.58) MH711033.1 Euonymus alatus

Euphorbia esula 

(NFS_TP08)

trnH-psbA 406/407 (99.75) KC758662.1 Euphorbia esula

trnL-trnF 375/384 (97.66) JN009943.1 Euphorbia esula

trnL intron 585/599 (97.66) KF741108.1 Euphorbia esula

rbcL 495/496 (99.80) KJ746287.1 Euphorbia esula

matK 848/848 (100) EU659777.1 Euphorbia esula

18SrRNA  385/385 (100) KT459188.1 Euphorbia esula

ITS1-ITS4 615/620 (99.17) EU659749.1 Euphorbia esul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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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3. Continued

Morphological identification Markers Base similarity (%) NCBI accession No. Genetic identification

Euphorbia helioscopia 

(NFS_TP09)

trnH-psbA 200/201 (99.5) MN199031.1 Euphorbia helioscopia

trnL-trnF 368/368 (100) MN199031.1 Euphorbia helioscopia

trnL intron 552/552 (100) MN199031.1 Euphorbia helioscopia

rbcL 649/649 (100) MN199031.1 Euphorbia helioscopia

matK 804/804 (100) MN199031.1 Euphorbia helioscopia

18SrRNA 375/375 (100)ʸ MZ675621.1ʸ Euphorbia helioscopia

ITS1-ITS4 689/693 (99.42) JN010052.1 Euphorbia helioscopia

Euphorbia jolkinii 

(NFS_TP10)

trnH-psbA 204/204 (100)ʸ OK085470ʸ Euphorbia jolkinii

trnL-trnF 368/368 (100)ʸ OK085474ʸ Euphorbia jolkinii

trnL intron 528/528 (100)ʸ OK085477ʸ Euphorbia jolkinii

rbcL 665/665 (100)ʸ OK288021ʸ Euphorbia jolkinii

matK 636/637 (99.84) EU659793.1 Euphorbia jolkinii

18SrRNA 368/368 (100)ʸ MZ675620.1ʸ Euphorbia jolkinii

ITS1-ITS4 617/619 (99.68) EU659765.1 Euphorbia jolkinii

Ricinus communis 

(NFS_TP11)

trnH-psbA 594/594 (100) MT555091.1 Ricinus communis

trnL-trnF 454/454 (100) NC_016736.1 Ricinus communis

trnL intron 514/514 (100) HG971931.1 Ricinus communis

rbcL 686/686 (100) MH049995.1 Ricinus communis

matK 721/721 (100) MN243353.1 Ricinus communis

18SrRNA 355/355 (100) AB233559.1 Ricinus communis

ITS1-ITS4  631/631 (100) MH050221.1 Ricinus communis

Canavalia lineata 

(NFS_TP12)

trnH-psbA 296/296 (100)ʸ OK085471ʸ Canavalia lineata

trnL-trnF 333/333 (100)ʸ OK085472ʸ Canavalia lineata

trnL intron 512/512 (100)ʸ OK085475ʸ Canavalia lineata

rbcL 690/690 (100)ʸ OK288020ʸ Canavalia lineata

matK NA NA NA

18SrRNA 384/384 (100)ʸ MZ675625.1ʸ Canavalia lineata

ITS1-ITS4 644/645 (99.84) KT751442.1 Canavalia lineata

Veratrum oxysepalum 

(NFS_TP13)

trnH-psbA 238/238 (100) JF807787.1 Veratrum nigrum

trnL-trnF 330/332 (99.40) DQ517461.1 Veratrum nigrum

trnL intron 522/523 (99.81) DQ517461.1 Veratrum nigrum

rbcL  680/680 (100) GQ436293.1 Veratrum nigrum

matK 698/698 (100) GQ434045.1 Veratrum nigrum

18SrRNA 384/384 (100) KP420427.1 Veratrum nigrum

ITS1-ITS4  649/649 (100) MH711343.1 Veratrum nigru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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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orphological identification Markers Base similarity (%) NCBI accession No. Genetic identification

Cocculus orbiculatus 

(NFS_TP14)

trnH-psbA 515/517 (99.61) GQ434990.1 Cocculus orbiculatus

trnL-trnF 445/446 (99.78)  MT153842.1 Cocculus orbiculatus

trnL intron 484/485 (99.79)  MT153842.1 Cocculus orbiculatus

rbcL 648/648 (100) FJ026477.1 Cocculus orbiculatus

matK 787/787 (100) MT153801.1 Cocculus orbiculatus

18SrRNA 386/386 (100)ʸ OK067368.1ʸ Cocculus orbiculatus

ITS1-ITS4 471/471 (100) EU079374.1 Cocculus orbiculatus

Phytolacca americana 

(NFS_TP15)

trnH-psbA 509/509 (100) MH286315.1 Phytolacca americana

trnL-trnF 426/426 (100) MH286315.1 Phytolacca americana

trnL intron 617/617 (100) MH286315.1 Phytolacca americana

rbcL 703/703 (100) MH286315.1 Phytolacca americana

matK 795/795 (100) MH286315.1 Phytolacca americana

18SrRNA 381/381 (100) HQ843435.1 Phytolacca americana

ITS1-ITS4 598/598 (100) MH711754.1 Phytolacca americana

Pulsatilla cernua 

(NFS_TP16)

trnH-psbA 354/354 (100) NC_045908.1 Pulsatilla cernua

trnL-trnF 414/415 (99.76) NC_045908.1 Pulsatilla cernua

trnL intron 485/485 (100) NC_045908.1 Pulsatilla cernua

rbcL 685/685 (100) NC_045908.1 Pulsatilla cernua

matK  765/765 (100) NC_045908.1 Pulsatilla cernua

18SrRNA 375/375 (100)ʸ MZ675622.1ʸ Pulsatilla cernua

ITS1-ITS4 625/628 (99.52) KF896285.1 Pulsatilla cernua

Solanum lyratum 

(NFS_TP17)

trnH-psbA 493/493(100) KX346973.1 Solanum lyratum

trnL-trnF 469/469 (100)ʸ OK085473ʸ Solanum lyratum

trnL intron 509/509 (100)ʸ OK085476ʸ Solanum lyratum

rbcL 683/683 (100) JQ255453.1 Solanum lyratum

matK 733/733 (100) JQ255449.1 Solanum lyratum

18SrRNA 369/369 (100)ʸ MZ675623.1ʸ Solanum lyratum

ITS1-ITS4 601/607 (99.01) JQ255429.1 Solanum lyratum

Solanum nigrum 

(NFS_TP18)

trnH-psbA 472/473 (99.79) MH622094.1 Solanum americanum

trnL-trnF 473/473 (100) GU323358.1 Solanum americanum

trnL intron 508/508 (100) GU323358.1 Solanum americanum

rbcL 683/683 (100) MH722372.1 Solanum americanum

matK 701/701 (100) MH621652.1 Solanum americanum

18SrRNA 383/383 (100)ʸ MZ675616.1ʸ Solanum americanum

ITS1-ITS4 618/618 (100) MH711384.1 Solanum americanu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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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orphological identification Markers Base similarity (%) NCBI accession No. Genetic identification

Laportea bulbifera 

(NFS_TP19)

trnH-psbA 236/245 (96.33) MF786032.1 Laportea bulbifera

trnL-trnF 222/232 (95.69) KF138348.1 Laportea bulbifera

trnL intron 480/485 (98.97) KX271436.1 Laportea bulbifera

rbcL  682/682 (100) KF138185.1 Laportea bulbifera

matK 850/852 (99.77) MK931211.1 Laportea bulbifera

18SrRNA 349/349 (100)ʸ MZ675624.1ʸ Laportea bulbifera

ITS1-ITS4 486/487 (99.79) KX271355.1 Laportea bulbifera

ᶻNA : Not Amplified.

ʸNCBI accession No. of analyzed sequence information in this study.

Fig. 3. Neighbor Joining (NJ) phylogenetic tree. Phylogenetic trees by NJ statistics with 1,000 bootstrap replicated based on (A) 

trnH-psbA, (B) trnL-trnF, (C) trnL intron, (D) rbcL, (E) matK, (F) ITS1-ITS4. Phylogenetic trees were constructed with species that 

were not identified as a single species in the BLAST results. The numbers shown on the branch nodes indicate bootstrap values (> 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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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RNA 바코드는 19종 중 6종(31.58%), ITS1-ITS4 바코드는 19종 

중 19종(100%)의 염기서열이 매칭되었다. 종 별로 NCBI Gen-

Bank에 해당하는 DNA 바코드 구간의 염기서열이 등록되어있

지 않아 대조할 수 없는 경우 본 연구에서 분석한 염기서열 정보

를 NCBI GenBank에 등록하였으며, 해당 정보를 Table 3에 표

기하였다.

분자 유전학적 종 식별 결과 19종 중 17종이 형태학적 분류법

을 통한 식별 결과와 일치하는 종으로 식별되었으나 NFS_TP13

과 NFS_TP18 표본은 형태학적 종 식별 결과와 다른 식물로 식

별되었다. NFS_TP13 표본은 형태학적 분류법에서 Veratrum 

oxysepalum으로 식별되었으나 BLAST를 통한 상동성 비교 검

색 결과 Veratrum nigrum과 매칭되었으며, NFS_TP13 샘플과 

NCBI GenBank에 등록된 V. oxysepalum의 바코드별 염기서

열 일치율은 trnH-psbA 바코드 94.92%, trnL-trnF 바코드 

94.67%, trnL intron 바코드 91.62%, rbcL 바코드 99.12%, 

matK 바코드 97.71%, 18S rRNA 바코드 100%, ITS1-ITS4 바

코드 93.52%로 18S rRNA를 제외한 6개의 바코드에서 V. 

nigrum 보다 낮은 일치율을 보였다. V. oxysepalum과 V. 

nigrum은 잎의 모양이 매우 유사하여 꽃의 색깔이 형태학적 종 

식별에 중요한 역할을 하며, 두 종의 개화 시기는 6~8월로 알려

져 있다. 본 연구에 사용된 식물 시료는 3월에 채집된 식물의 

표본으로 채집 시기에 개화가 되지 않아 형태학적 종 식별에 혼

선이 있었을 것으로 사료된다.

NFS_TP18 표본은 형태학적 분류법에서 Solanum nigrum으

로 식별되었으나 BLAST를 통한 상동성 비교 검색결과 Solanum 

americanum과 매칭되었다. S. americanum과 S. nigrum은 화

서의 종류와 꽃의 색깔 등 형태학적인 차이가 있어 두 종을 이종

으로 보기도 하지만, 데이터베이스에 따라 S. americanum 

Mill.을 정명으로 하고, S. nigrum L.을 이명으로 처리하여 동

종이명으로 보기도 한다(The Plant List ver. 1.1, 2013, http:// 

www.theplantlist.org). NFS_TP18 표본과 NCBI GenBank에 

등록된 S. nigrum의 바코드별 염기서열 일치율은 trnH-psbA 

바코드 99.81%, trnL-trnF 바코드 97.97%, trnL intron 바코드 

99.58%, rbcL 바코드 100%, matK 바코드 99.71%, 18S rRNA 바

Fig. 3. Continu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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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드 99.22%, ITS1-ITS4 바코드 100%로, trnH-psbA와 rbcL 

바코드를 제외한 DNA 바코드에서 S. americanum 보다 낮은 일

치율을 보였으나 trnL-trnF 바코드를 제외한 모든 DNA 바코드

의 염기서열 일치율이 99% 이상으로, 정확한 종 식별을 위해 추

가적인 분석이 필요하다고 판단되었다. 본 연구에서 획득한 

NFS_TP18 표본의 바코드 구간 염기서열을 NCBI GenBank에 

등록된 S. nigrum과 S. americanum의 염기서열과 alignment

하여 분석한 결과 trnL-trnF 바코드 구간에서 S. nigrum과 S. 

americanum 사이에 1개의 SNP와 삽입/결실이 존재했으며, 

NFS_TP18 표본의 염기서열은 S. americanum과 일치하였다. 

또한 trnL-trnF 바코드 구간에서 ‘TCATGTT’ motif가 S. nigrum

의 경우 2번 반복하며 존재하는 반면, S. americanum은 1번 존

재하였으며 NFS_TP18 샘플 역시 1번 존재하였다(data not 

shown). 따라서 NFS_TP18 표본은 최종적으로 S. americanum으

로 판단되었다.

7개 DNA 바코드의 단일 종 식별 유용성

BLAST를 통한 상동성 비교 검색에서 trnH-psbA 바코드를 

사용하여 종을 식별할 경우 염기서열이 매칭된 12종 중 8종

(66.67%)이 같은 속 내의 근연종과 2% 이상의 염기서열 일치율 

차이를 보이며 단일 종으로 식별되었으며, trnL-trnF 바코드

는 15종 중 10종(66.67%), trnL intron 바코드는 14종 중 5종

(35.71%), rbcL 바코드는 16종 중 6종(37.50%), matK 바코드는 

16종 중 7종(43.75%), 18S rRNA 바코드는 6종 중 4종(66.67%), 

ITS1-ITS4 바코드는 19종 중 11종(57.89%)이 단일 종으로 식별

되었다. 단일 종으로 식별되지 않은 종은 본 연구에서 획득한 염

기서열과 NCBI GenBank에 등록된 해당 종 및 BLAST 결과 염

기서열 일치율이 가장 높았던 3종의 염기서열을 alignment한 

후, Phylogenetic tree를 작성하여 계통수 분석을 수행하였다

(Fig. 3). 계통수 분석을 추가적으로 수행한 결과, trnH-psbA 

바코드를 사용하여 종을 식별할 경우 12종 중 8종(75%)이 다른 

종들과 구분되며 단일 종으로 식별되었으며, trnL-trnF 바코

드는 15종 중 12종(80%), trnL intron 바코드는 14종 중 8종

Fig. 3. Continu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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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7.14%), rbcL 바코드는 16종 중 10종(62.50%), matK 바코드

는 16종 중 12종(75%), ITS1-ITS4 바코드는 19종 중 16종

(84.21%)이 단일 종으로 식별되었다.

단일 종 식별률이 가장 높았던 DNA 바코드의 조합은 trnL- 

trnF 바코드와 ITS1-ITS4 바코드 조합으로, 두 개의 DNA 바코

드를 조합하여 종 식별을 수행하면 BLAST 상동성 비교만으로 

19종 중 16종(84.21%)의 식물에서 단일 종 식별이 가능하였으

며, phylogenetic tree를 이용한 계통수 분석을 추가적으로 수

행하면 19종 중 18종(94.74%)의 식물에서 단일 종 식별이 가능

하였다. 따라서 미지의 독성 식물에 대한 감정이 의뢰되면 우선

적으로 trnL-trnF 바코드와 ITS1-ITS4 바코드를 조합하여 사

용하는 것이 신속한 종 식별에 도움이 될 것으로 사료된다. 18S 

rRNA 바코드는 PCR 증폭 및 염기서열 획득에는 용이하였으나 

본 연구에서 종 식별을 수행한 독성 식물 19종 중 13종의 염기서

열이 NCBI GenBank에 등록되어있지 않아 염기서열 대조에 어

려움이 있었으며, 계통수 분석을 수행할 수 없었다. 따라서 18S 

rRNA 바코드를 국내에 자생하는 독성 식물의 분자 유전학적 

종 식별에 활용하기 위해서는 NCBI에 독성 식물들의 염기서열 

정보 등록이 선행되어야 할 것으로 사료된다.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은 국내에 자생하는 독성 식물의 신속

하고 정확한 종 식별을 위해 DNA 바코드 데이터베이스를 구축

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으며, 본 연구는 기초 연구로서 제주

도에 자생하는 독성 식물 19종을 선정하여 7개의 DNA 바코드

를 이용한 종 식별을 수행하였다. DNA 바코드의 효율을 평가할 

때, PCR 증폭이 용이하며, 수동적인 염기서열의 교정 작업이 

없어도 고품질 양방향 염기서열을 획득할 수 있으며, 근연종 간

의 높은 식별력을 가진 DNA 바코드가 이상적인 DNA 바코드로 

판단된다(CBOL Plant Working Group, 2009). 이러한 기준에 

따라 19종의 독성식물 각각에서 DNA 바코드 별 1. PCR 증폭이 

용이, 2. 고품질 염기서열 획득 용이, 3. BLAST 상동성 비교 검

색만으로 단일 종 식별 가능, 위 세 가지 조건의 충족 여부를 확

인하였으며, 최종적으로 각각의 종 식별에 용이한 DNA 바코드

Table 4. Recommended DNA barcodes for species identification of 19 poisonous plants in this study

NFS No. Family Botanical name trnH-psbA trnL-trnF
trnL 

intron
rbcL matK

18S 

rRNA
ITS1-ITS4

NFS_TP01 Apocynaceae Nerium oleander +ᶻ + + + + + +

NFS_TP02 Araceae Arisaema amurense · · · · · · ·

NFS_TP03 Araceae Arisaema ringens · + · · · · ·

NFS_TP04 Araceae Pinellia ternata · + + + + · +

NFS_TP05 Asteraceae Xanthium strumarium + · · · · · +

NFS_TP06 Balsaminaceae Impatiens textorii · + + · · · ·

NFS_TP07 Celastraceae Euonymus alatus · + · · · · ·

NFS_TP08 Euphorbiaceae Euphorbia esula + · · · · + +

NFS_TP09 Euphorbiaceae Euphorbia helioscopia + + + + + · +

NFS_TP10 Euphorbiaceae Euphorbia jolkinii · · · · + · +

NFS_TP11 Euphorbiaceae Ricinus communis + + + + + + +

NFS_TP12 Fabaceae Canavalia lineata · · · · · · +

NFS_TP13 Liliaceae Veratrum nigrum + · · · · · ·

NFS_TP14 Menispermaceae Cocculus orbiculatus · · · · · · +

NFS_TP15 Phytolaccaceae Phytolacca americana · · · · · + ·

NFS_TP16 Ranunculaceae Pulsatilla cernua + + · + · · ·

NFS_TP17 Solanaceae Solanum lyratum · · · · · · +

NFS_TP18 Solanaceae Solanum americanum · + · · + · ·

NFS_TP19 Urticaceae Laportea bulbifera + + · + + · +

ᶻ+ : recommend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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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데이터베이스를 구축하였다(Table 4). 본 연구를 통해 확보

된 DNA 바코드 데이터베이스를 활용할 경우, 다양한 독성 식물

의 종 식별 감정에 빠르게 대응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되며, 이

와 더불어 더욱 정확하고 신속한 종 식별 감정을 위해 국내에 

자생하는 독성 식물을 대상으로 추가적인 DNA 바코드 데이터

베이스 확보가 필요할 것으로 사료된다.

적  요

독성 식물로 인한 식중독 사고는 매년 발생하고 있으며, 일부 

독성 식물은 식용 식물로 오인 섭취되어 식중독을 유발하기 때

문에 독성 식물의 정확한 종 식별이 요구되고 있다. 이러한 요구

에 따라 감정기관에서는 독성 식물의 종 식별에 적합한 DNA 바

코드를 찾아 신속하고 정확한 종 식별에 활용할 수 있는 데이터

베이스를 구축하는 것이 필요한 실정이다. 따라서 본 연구는 다

양한 독성 식물에서 DNA 바코드 구간의 염기서열을 확보하고, 

각각에 적합한 DNA 바코드를 확인하여 데이터베이스를 구축하

고자 하였으며, 기초 연구로써 제주도에 자생하는 독성식물 19

종을 선정하여 7개의 DNA 바코드 (trnH-psbA, trnL-trnF, 

trnL intron, rbcL, matK, ITS1-ITS4, 18S rRNA)를 이용한 종 

식별을 수행하였다. 종 식별 결과 trnL-trnF 바코드와 ITS1- 

ITS4 바코드가 PCR 증폭 및 염기서열 획득에 가장 용이하였으

며, 두 개의 바코드를 조합하여 사용하면 19종 중 18종의 식물에

서 단일 종 식별이 가능하였다. 따라서 미지의 독성 식물에 대한 

감정이 의뢰되었을 때 trnL-trnF 바코드와 ITS1-ITS4 바코드

를 조합하여 사용하면 신속한 종 식별에 도움이 될 것으로 사료

된다. 본 연구에서 제시된 독성식물 19종의 염기서열 및 DNA 바

코드 데이터베이스는 더욱 신속하고 정확한 독성 식물의 종 식

별 감정에 도움이 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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