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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    록 

 
반송(Pinus densiflora f. multicaulis Uyeki)은 소나무의 독특한 품종 

중 하나로써 한국과 일본에 주로 분포한다. 소나무와 달리 줄기가 곧게 

발달하지 않고 지상부에서부터 세 개 이상 다수의 수간이 갈라져 나온다. 

그리하여 개체 별로 다양한 수형이 나타나 관상적 가치가 뛰어나다. 

반송은 자연에 집단분포하는 경우가 극히 드물며 상업적 또는 연구적인 

목적으로 접목하여 증식해왔다. 더불어 소나무속 수종들은 암구화와 

수구화가 혼합되어 있는 양성구화가 발생한다고 보고되어 왔으며, 

반송에서는 양성구화의 발달이 다른 수종보다 많은 것이 관찰되어왔다. 

최근에 들어서야 해외에서 소나무종의 두 가지 수종에서 전사체 분석이 

진행되었다. 그리고 소나무속에서 양성구화가 발생하는 이유나 

생식기관을 결정하는 요인에 대한 연구가 지속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다. 

국내에서는 소나무(Pinus densiflora)의 유전체 해독 프로젝트가 

시작하는 단계에 있으며, 반송에 대한 유전적인 연구 또한 기초단계에 

있다. 본 연구에서는 소나무 속에서 수고가 낮고 구화가 많이 발달하는 

반송을 선정하여 반송의 구화 및 성숙구과의 특성을 형태학적, 전사학적 

그리고 유전학적인 차이를 비교 분석하였다.  

구과와 종자 분석 결과, 반송이 기존 소나무 속의 타수종 연구 결과와 

동일한 성전환하는 양성구화의 발달 형태를 보였다. 그리고 정단부와 측

면부에서 발달한 구과 및 종자를 형태학적으로 비교 분석한 결과, 측면

부에서 발생한 구과와 측면부 구과에서 생산된 종자가 정단부에서 발달

한 구과 및 종자와 비교하여 발아하는 시기와 생장이 저조하다는 것이 

밝혀졌다. 그러나 시간이 지나면 측면부에서 얻은 종자가 정단부에서 얻

은 종자의 발아율에 가까워지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구화들의 전사체 분석 결과, 수구화에는 LEA gene family와 

cyplp029 gene, WRKY transcription factor ZmWRKY17, dhn_ESK2 

등이 발현하였으며, 양성구화의 시작단계에서는 에틸렌(ethylene)을 조

절하는 PtLTP1, 옥신(Auxin)을 수송하는 PIN1, 질소를 수송하는 

NPF7.3을 동정하였다. 그리고 암구화에서는 조직에 상시 특이적으로 발

현하는 지베렐린과 브라시노스테로이드 생합성에 관여하는 CYPs, 

gibberellin metabolism genes 등 호르몬의 전구체들이 주로 동정되었

다. 특히, 측면부에서 발달하는 암구화에서는 LINE-1 



 

ii 

 

retrotransposable element를 동정하였다.  

당년지 정단에서만 구과가 발달하는 집단(AC, apical cone)과 정단 

및 측면에서 구과가 발달하는 집단(SC, side cone)의 비교 분석 결과 

16,666개의 SNP가 두 집단간에 차이가 있음을 발견하였으며, 그 중 집

단 내에서 모두 일치하지만 집단간에 차이가 나는 homo/homo SNPs 

92개를 선별하였다. 선별한 SNPs 위치의 reference genome의 서열과 

RNA-seq 데이터에 mapping한 결과 Pinus pinaster의 transposon 

PpRT1을 발견할 수 있었다. 선발한 SNP에 대한 위치의 서열이 어떤 

기능을 하고 있는지는 아직 추가 연구를 통하여 밝여나가야 할 것이다.  

본 연구결과를 통하여 당년지 측면에서도 정단과 동일한 암구화가 발

달한다는 것을 발견할 수 있었으며 반송의 화기 구조에 따라 발현하는 

것으로 추정하는 유전자들을 선별할 수 있었다. 또한 암구화의 발생 위

치에 따른 유전적 차이를 발견 할 수 있었다. 향후 본 연구에서 발견한 

유전자들의 기능 연구와 SNPs 분자표지 분석 결과에 따른 표지 개발 

등 후속 연구가 필요할 것이다.  

 

주요어 : Pinus densiflora f. multicaulis Uyeki, bisexual strobilus, 

conelets, RNA-seq, SNP 

 

약어 :  

암구화 : FS (Female strobilus, seed cone, ovulate strobilus) 

수구화 : MS (Male strobilus, pollen cone, staminate strobilus) 

측면부 암구화 : FSS (Female strobilus at the side aspect) 

양성구화 : BS (Bisexual strobilus) 

정단부 성숙구과 : AC (Apical cone) 

측면부 성숙구과 : SC (Side cone) 

 

학   번 : 2015-3037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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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장 반송의 구화 발달 및 구과 분석 
 

제1절 서 론 
 

반송(Pinus densiflora f. multicaulis Uyeki)은 일본의 Uyeki 박사가 

소나무를 형태학적으로 분류하여 품종으로 등록한 소나무의 독특한 품종 

중 하나로써 한국과 일본에 주로 분포한다. 반송은 소나무와 달리 

줄기가 곧게 발달하지 않고 지상부의 시작부터 여러 개의 수간이 갈라져 

나온다. 또한 소나무와 비교하여 수고가 낮은 것이 특징이다(Woo, 

2003). 그리하여 개체 별로 다양한 수형이 나타나 관상적 가치가 

뛰어나다. 반송은 자연에 집단분포하는 경우가 극히 드물며 상업적 

연구적인 목적으로 접목하여 증식한다(Moon, 2010).  

기존까지 반송의 표현형에 관한 연구는 형태적, 해부학적인 연구에 

그쳤으며 소나무와 비교하여 유의미한 차이가 있음이 밝혀졌다(Woo, 

2003). 또한 반송이 소나무와 비교하여 핵형학적으로 차이를 보였고, 

동위효소에서 특이적 band와 고유의 band가 있다는 차이를 

밝혔다(Kim et al., 1990). 그 후 반송의 유전변이를 찾기 위하여 

전국의 31개 개체의 배유조직을 이용하여 4개의 동위효소를 사용하여 

비교하였으나 소나무와 반송을 구별할 수 있는 유전자좌를 발견할 수는 

없었다(Lee et al., 1996). 

구과목(毬果目, Coniferales)의 소나무과(科, Pinacea family)에 

속하는 수종들은 피자식물에서 볼 수 있는 꽃의 기본구조가 없는 

불완전화(incomplete flower) 형태의 꽃을 가지고 있으며 구과목의 

수꽃은 pollen cone 또는 staminate strobilus라 하고, 암꽃은 seed 

cone, ovulate strobilus라고 한다. 불완전화이지만 유한생장을 하고 

생식세포를 만들어 내기 때문에 넓은 의미에서 꽃의 범주에 

속한다(Jackson & Sweet, 1972). 하지만 국내에서는 소나무의 화기에 

대한 명확한 한국 명칭이 하나로 정립되어 있지 않고 학술지와 전문 

서적에서 또한 혼재되어 사용하는 경우가 존재한다. 그러므로 본 

연구에서는 seed cone은 암구화, pollen cone는 수구화, 암구화와 

수구화의 조직이 혼재되어 발달하는 구화를 양성구화로 명명하여 보다 

직관적으로 사용할 수 있게 하며, 구과(cone)와의 명명적 혼선을 

방지할 수 있도록 하였다.  

암구화(FS, female strobilus)와 수구화(MS, male strobilus)는 서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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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른 위치에서 발달하며 이전 연구와 관찰을 통하여 한 그루의 구화에서 

암수 비율이나 발생량은 가지의 활력에 따라 성결정(sexuality)이 

일어난다고 생리적, 생태학적 연구 결과에 따라 추론 해왔다.  

기존까지의 연구에서는 화기 발달이 양지 또는 음지의 광합성 조건의 

다른 위치에 따라, 무기영양 상태에 따라, 호르몬 비율에 따라 수종별로 

다른 차이를 보였다고 연구되어 왔다. 또한 수구화가 발달하는 위치에 

암구화와 수구화의 조직이 혼합되어 발달하는 양성구화(BS, bisexuality 

strobilus)가 존재하는 것이 밝혀져 있으며 이에 대한 연구도 일부 

진행되어 왔다.  

소나무는 수관(crown)의 정단부에 암구화가 발달하고, 중하단부에 

수구화가 주로 발달하고, 발달의 시기도 차이를 나타내는 등 자가수분을 

피하는 메커니즘으로 발달을 하였다. 소나무속에서도 양성구화의 발달을 

드물게 관찰되어 왔으나 반송은 소나무와 달리 양성구화를 많이 

발달하며, 한 가지 내에서 다양한 화기가 혼재되어 발달하는 것을 쉽게 

관찰할 수 있었다.  

가지 측면부에서 발달하는 양성구화에 대하여 구조학적, 전사체학적 

연구가 있어왔지만 기존까지 양성구화가 정상구과로 발달하는지, 

정단에서 발달하는 구과와 차이가 있는지, 구과에서 얻은 종자가 제대로 

발아하는지에 대한 명확한 연구는 존재하지 않았으며 양성구화가 많이 

관찰되는 반송에서는 더더욱 진행된 연구를 찾을 수가 없었다. 또한 

소나무속의 구화들은 수종별로 형태적인 차이가 있으며, 수종에 따라 

양성구화 발달의 원인이 다르게 추론된 과거 연구가 있으므로 반송 

구화에 대한 독자적인 연구가 필요하다고 판단하였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반송 가지의 측면에서 발달하는 양성구화를 

해부학적으로 관찰하고, 가지 정단의 암구화에서 발달한 구과와 가지 

측면의 양성구화에서 발달한 구과의 차이를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가 

있는지 알아보고자 하였다. 이를 통하여 기존 다른 종에서의 연구를 

반송에 적용할 수 있는지 판단하고 향후 소나무 채종원의 생산량 증가와 

양성구화 발달의 기작 등의 심화 연구를 진행하는데 토대가 될 것이라 

판단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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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절 연구사 

 

소나무속의 다양한 수종에 대한 연구는 많이 이루어져 있으나 

기본적으로 반송(Pinus densiflora for. multicaulis Uyeki)에 대한 

연구가 굉장히 적은 편에 속한다. 이는 한국과 일본지역에 집중적으로 

자라며, 자연 분포가 드물고, 반송의 품종이 생태학적 연구의 필요성이 

적었으며, 관상학, 조경학적 가치를 우선시하여 접목에 의하여 클론 

증식을 하기 때문인 것으로 판단된다.  

소나무에 대한 기초연구들은 진행되어 왔으나 반송의 기초연구는 

부족한 편이며 일부 국내 연구자에 의해 진행되어왔다(Thior, 1961; Im 

et al., 1979). 반송은 서론에서 언급했듯이 소나무와의 형태적 해부학적 

차이가 있는 소나무의 한 품종으로 밝혀져 있다. 소나무와 반송의 

침엽의 아홉 가지 형태적 특성과 다섯 가지 해부적 특성 그리고 구과 및 

종자의 일곱 가지 형태적 특성을 조사한 결과 구과 및 종자 비교에서 

한가지 특성을 제외한 모든 특성에서 5%수준에서 통계적 유의성이 

인정되었다(Woo, 2003). 침엽의 거치수와 기공수는 반송이 큰 값을 

보였으며 다른 특성에서는 모두 적은 특성을 보였다. 특히 반송의 엽 

수지구 위치에서 해송의 특성인 중위의 수지구가 발견되었다(Woo, 

2003).  

반송은 소나무와 비교하여 핵형학적으로 차이를 보였고, peroxidase와 

esterase의 동위효소에서 특이적이고 고유한 위치에서 차이가 있음이 

밝혀졌다(Kim et al., 1990). 그 후 반송의 유전변이를 찾기 위하여 

전국의 31개의 개체의 배유조직을 이용하여 4개의 동위효소를 사용하여 

비교하였으나 소나무와 반송을 구별할 수 있는 유전자좌를 발견할 수는 

없었다(Lee et al., 1996). 

위와 같이 반송의 형태적 연구는 이루어져 있었으나 반송 화기의 

발달에 관한 연구는 찾을 수 없었으며, 소나무 속의 다른 수종들의 

연구에서 화기의 발달과 양성구화에 대한 연구가 다수 진행되어왔다.  

슬래쉬 소나무(Pinus elliottii var. elliottii)의 화아원기에 대한 

생리학적 연구에서는 소나무의 전년도에 생산된 shoot의 발생량이 

다음해에 생산되는 암구화과 수구화와 상관관계가 있다는 연구결과가 

있었다. 또한 수구화에서 암구화가 되는 성전환은 shoot의 총 수량의 

증가와도 관련이 있는 것으로 판단하였다. 더불어 수관의 정단부에 

구화가 많이 열리지 않는 나무는 많이 열리는 나무와 비교하여 생장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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좋았으며, 유관속 조직이 발달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Lee, 1980). 

Pinus johannis에서는 양성구화의 암구화 조직과 수구화 조직이 

실제로 일반 암구화와 수구화처럼 기능을 하는가에 대한 연구를 

진행하였다. 수구화 조직의 화분 활성 검사와, 암구화 조직의 

인공교배를 통하여 발달한 구과에서 얻은 종자의 발아테스트를 

진행하였다. 그 결과, 화분에서의 활성이 있음을 발견하였고, 종자가 

발아하는 것을 확인하였다. 이 연구를 통하여 양성구화의 암수조직 모두 

제기능을 하는 것으로 밝혀졌다(Lluvia et al., 2011). 본 연구의 

연구자들은 연구결과를 통하여 피자식물에서 양성구화의 구조가 적은 

이유가 유전적 제약보다는 근친번식을 피하기 위한 선택일 것이라 

추측하였다.  

반송의 특성과 소나무 화기의 특성에 대한 연구자료를 통하여 반송이 

소나무 중에서도 독특한 형태적 특성을 지니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었으며, 소나무 속의 한 수종의 연구결과에서 양성구화가 제기능을 

한다는 것을 알아내었다. 이 과거 연구를 토대로 비추어 볼 때 일반 

소나무와 달리 수간이 여러 개로 뻗으며, 그 뻗은 수간에서 매년 

발생하는 당년지에서 양성구화가 일반적인 소나무보다 많이 발달하는 

것으로 보아 피자식물보다 자가교배를 피하려는 기작이 부족한 

소나무속에서 더욱 자가교배에 대한 가능성이 높아지는 쪽으로 

발달한다는 것을 알 수 있었다. 수고가 낮고 구과를 많이 얻을 수 있는 

반송은 본 연구를 심화시키기에 좋은 특성을 모두 가지고 있다.  

 

Figure 1-1. Bisexual conelet of the type that can yield viable seeds.  

Scale is in m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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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1-2. Comparison of Karyotype of P. densiflora (A) and P.  

densiflora f. multicaulis (B)(Lee et al., 1996). 

 

 

 
Figure 1-3. Pinus densiflora f. multicaulis Uyeki without trun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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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1-4. Disposition of pollen, ovulate, and bisporangiate cones 

of Pinus johannis. (A) Subcluster of pollen cones. (B) Ovulate cones 

develop on the tip of whorled lateral shoots. (C) Bisporangiate 

cones (arrows) interspersed with subcluster of microstrobilus of 

an individual initially monoecious predominately male. (D) Bisexual 

cone (arrow) originated at the top of the shoot alongside 

megastrobilus in individual initially monoecious predominately 

female (Flores-Renteria et al., 20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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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1-1. List of reports of bisporangiate structures in extant 

gymnosperms. Most of these reports correspond to single 

morphological entities (cones) as described by Christianson and 

Jernstedt (2009), although misinterpretations of the bisexual state 

can be found in literature when male and ovulate cones develop 

(Flores-Renteria et al., 2011). 

  

Species name  Clade Reference 

Abies balsamea Pinaceae Schooley, 1967 

Abies excelsa (Picea excelsa) Pinaceae Dickson, 1860 

Abies grandis Pinaceae Eis, 1970 

Abies lasiocarpa Pinaceae Eis, 1970 

Abies spp. Pinaceae Coulter and Chamberlain,1901 

Agathis brownii Araucariaceae Lanner, 1966 

Araucaria bidwillii Araucariaceae Orwa et al., 2009 

Cedrus odorata Cupressaceae GardenWeb, 2010 

Cryptomeria japonica Cupressaceae Hashizume, 1961 

Cryptomeria japonica Cupressaceae Hashizume, 1973 

Cryptomeria japonica Cupressaceae Lemoine-Sebastian, 1968 

Cunninghamia lanceolata Cupressaceae Lemoine-Sebastian, 1968 

Ephedra campylopoda Gnetales Strasburger, 1872 

Ephedra intermedia Gnetales Mehra, 1950 

Ephedra trifurca Gnetales Land, 1904 

Gnetum gnemon Gnetales Thompson, 1916 

Gnetum gnemon Gnetales Haycraft and Carmichael, 2001 

Gnetum scandens Gnetales Lignier and Tison, 1912 

Juniperus communis Cupressaceae Renner, 1904 

Larix europaea (L. decidua) Pinaceae Bartlett, 1913 

Larix laricina Pinaceae Tosh and Powell, 1986 

Larix microcarpa (L. laricina) Pinaceae Meyer, 1850 in Masters, 1869 

Larix occidentalis Pinaceae Kirkwood, 1916 

Phyllocladus alpinus Podocarpaceae Robertson, 1906 

Picea abies Pinaceae Flandung et al., 1999, Melzer, 2007 

Picea abies Pinaceae Tabor, 1990 

Picea abies Pinaceae Dickson, 1860 

Picea spp. Pinaceae Santamour, 1959 

Picea alba (P. glauca) Pinaceae Holmes, 1932 

Picea canadensis (P. glauca) Pinaceae Jack, 1895 

Picea glauca Pinaceae Zasada, et al., 1978 

Picea glauca Pinaceae Pauley, 1942 

Picea glauca Pinaceae Marquard and Hanover, 198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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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icea mariana Pinaceae Weidlich and Teeri, 1976 

Picea mariana Pinaceae Caron and Powell, 1990 

Picea mariana Pinaceae Caron and Powell, 1991 

Picea mariana Pinaceae Elliot, 1979 

Picea morinda (P. smithiana) Pinaceae Rao, 1931 

Pinus caribaea Pinaceae Harrison and Slee, 1991 

Pinus contorta Pinaceae Black, 1961 

Pinus densiflora Pinaceae Matsuda, 1892 

Pinus densiflora Pinaceae Righter, 1932 

Pinus densiflora Pinaceae Wakushima et al., 1996 

Pinus densiflora  var. umbraculifera Pinaceae Mergen, 1963 

Pinus elliottii Pinaceae Mergen and Koerting, 1957 

Pinus elliottii Pinaceae Hoekstra and Mergen, 1957 

Pinus elliottii Pinaceae Dorman, 1976 

Pinus griffithii (P. allichiana) 
ⅩPinus strobus Pinaceae Mergen, 1963 

Pinus heterophylla (P. elliottii) Pinaceae Jack, 1895 

Pinus longifolia (P. roxburghii) Pinaceae Rao, 1932 

Pinus maritima (P. pinaster) Pinaceae Goebel, 1905 

Pinus massoniana Pinaceae Righter, 1932 

Pinus montana (P. cembra) Pinaceae Steil, 1918 

Pinus nigra Pinaceae Matziris, 2002 

Pinus laricio (P. nigra) Pinaceae Fisher, 1905 

Pinus palustris Pinaceae Zobel and Goddard, 1954 

Pinus taeda Pinaceae Zobel and Goddard, 1954 

Pinus thunbergii Pinaceae Mergen, 1963 

Pinus thunbergii Pinaceae Saito, 1957 

Pseudotsuga douglasii (P. menziesii) Pinaceae Hill and De Fraine, 1909 

Pseudotsuga taxifolia (P. menziesii) Pinaceae Littlefield, 1931 

Saxegothea conspicua Podocarpaceae Chamberlain, 1966 

Sequoia sempervirens Cupressaceae Lemoine-Sebastian, 1968 

Sequoia sempervirens Cupressaceae Shaw, 1896 

Thuja plicata Cupressaceae Ross and Pharis, 1987 

Tsuga canadensis Pinaceae Holmes, 1932 

Tsuga heterophylla Pinaceae Ross and Pharis, 1987 

Welwitschia mirabilis Gnetales Land, 1904 

Welwitschia mirabilis Gnetales Hufford, 1996 

Welwitschia mirabilis Gnetales Chamberlain, 19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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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절 재료 및 방법 

 

3.1 반송의 구화 및 구과 채취  

 

반송(P. densiflora f. multicaulis)의 구화 발달에 대한 관찰은 강원도 

화천군 상서면 노동리 사유지에 두그루의 반송 모수에서 얻은 종자들로 

파종하여 식재되어 있는 19년생 반송 풍매차대집단 870개체 중 구화가 

발달하는 100개체를 선정하여 관찰하였다. 성숙구과의 채취는 

서울대학교 관악캠퍼스 교내에 2009년에 식재한 15년생 접목 클론묘 

4본에 있는 당년지(current year shoot) 과병 정단부에 발달하는 

암구화(FS)와 당년지 측면부에 발달하는 수구화(MS) 및 양성구화(BS) 

세 종류로 구분하여 약 5개 이상 채취하였다.  

 

3.2 구화의 현미경 관찰 

 

반송 구화의 관찰은 올림푸스(Olympus SZ61) 45배율 실체현미경과 

Sigma社의 주사전자현미경(FESEM, Field emission scanning electron 

microscope)을 이용하여 관찰하였다. 실체현미경 촬영은 올림푸스 

실체현미경 전용 카메라 및 소프트웨어를 이용하여 촬영하였다. 

실체현미경 관찰은 구화의 외부, 횡단면, 방사단면부를 절단하여 45배 

확대하여 실시하였다. 주사전자현미경 관찰은 구화의 단면을 보기 위해 

단면을 절단한 후에 샘플의 전처리 과정을 거친 후 백금코팅기(Sputter 

coater, model : EM ACE200)를 이용하여 백금코팅 과정을 거쳤다. 그 

후에 약 70 ~ 2000배로 확대하여 단면을 관찰 및 촬영하였다.  

 

Figure 1-3. Stereoscopic microscope (left), Scanning Electron 

Microscope (righ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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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3 반송의 정단부 발달구과 및 측면부 발달구과 채취 

 

반송 구과 분석을 위한 성숙구과 채취는 서울대학교 관악캠퍼스 

교내에서 2009년에 식재한 15년생 접목묘 클론묘 4본과 2005년에 

식재한 1본 총 5본에서 정단부에서 발달하는 암구화에서 발달한 

성숙구화(apical cone) 10개와 측면부에서 발달하는 암구화와 양성구화 

후기형에서 발달한 성숙구화(side cone) 10개를 채취하였다.  

 

 

Figure 1-5. A : AC, Conelets grown up at the apical of new branch, 

B : SC, Conelets grown up at the side aspect of new branch 

 

3.4 구화 형태의 측정 및 분석  

 

구과의 길이, 폭, 무게를 측정하고, 구과 분석을 위해 총 

인편(scale)수와 염성인편(fertile scale)수를 계산하였다. 고사배주는 

1차 고사배주(first year aborted ovule), 2차 고사배주(second-year 

aborted ovule)로, 종자는 충실종자(filled seeds)와 비립종자(empty 

seed)로 구분하였다. 

미국 농무성 산림청의 구과분석 지침(USDA Forest Service, 

1977)을 참고하여 종자잠재성(seed potential), 종자효율성(seed 

efficiency), 1차 고사배주율, 2차 고사배주율을 산출하여 특성 차이를 

분석하였다.  

 

Seed potential (SP) = fertile scale ∙ 2 

Seed Efficiency (SE) = total filled seeds / seed potentia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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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ercent of first-year aborted ovules = first-year aborted ovules / 

SP 

Percent of second-year aborted ovules = second-year aborted 

ovules / SP 

 

구과의 특성에 대한 통계적 유의성 및 상관관계를 구명하기 위해 통계 

프로그램 “R”을 이용하여 T검정과 상관관계 분석을 실시하였다. 

 

3.5 종자의 발아테스트  

 

반송 당년지 정단부의 성숙구과(AC)에서 종자 59개, 측면부에서 

발달한 성숙구과(SC)에서 얻은 53개의 종자를 얻었다. 채취한 종자는 

알코올로 멸균 소독하였다. 그 후 petri dish 안에 filter-paper를 얹고 

멸균증류수를 적셨다. 그 위에 종자를 올려 온도 25℃, 습도 60%의 

항온항습 조건에서 광주기는 16h day, 8h night 조건으로 설정하여 

배양기에서 4주 동안 발아테스트를 실시하였다.  

 
 



 

12 

 

제4절 결 과 

 

4.1 구과의 구조 관찰 

 

4.1.1 정단부와 측면부 구화의 형태적 비교 

 

일반적으로 알려져 있던 반송 구화는 당년지의 정단부에 

암구화(FS)가 발달하고 측면부에 수구화(MS)와 양성구화(BS)가 

발달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그러나 관찰결과 측면부에서도 BS가 

아닌 FS와 동일한 구조인 FSS (FS at the side aspect)가 발달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이러한 현상은 FS와 MS가 모두 발달하는 

개체에서 무작위로 발달하는 것을 확인하였다. 

양성구화(BS)의 발생량과 위치는 개체별로 차이가 있으며, 고정된 

가지에서만 나는 것이 아니라 개체 내 당년지에서도 해마다 무작위로 

발달한다. 양성구화(BS) 안에 있는 암구화(FS)의 조직과 수구화(MS) 

조직의 구성비율은 일정하지 않다.  

 

 

Figure 1-6. A variety of strobilus of Pinus densiflora f. multicaulis 

Uyeki. A : immature MS, B : FS, C : contained FS, FSS, BS and M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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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S : male strobilus, FS : female strobilus at the apical aspect, FSS : 

female strobilus at the side aspect, BS : bisexual strobilus   

 

4.1.2 구화의 성숙과 수분 

 

모든 반송개체에서 수구화(MS)는 가지와 수구화(MS) 사이에 

과병(pedicel)이 존재하지 않는 상태로 가지에서 바로 발달한다. 

수구화(MS)는 수많은 화분낭(pollen sac)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그 

안에는 수분(moisture)과 함께 화분립(pollen grain)이 존재한다. 

화분립이 성숙단계에 도달하여 수분(受粉)할 시기가 오면 화분낭이 

터지고 길게 늘어나면서 화분이 날리게 된다(Figure 1-7A and 1-7B).  

암구화(FS)는 일반적으로 당년지의 정단부에서 발달한다. 

암구화(FS)는 자가교배를 피하기 위하여 개체 내에서는 평균적으로 

수구화(MS)의 발달보다 늦게 발달한다. 그러나 구화의 발달 시기는 

개체별 개화 시기의 차이로 인하여 구화의 발달 시기가 겹치는 경우가 

존재하기 때문에 화분이 날리기 전에 암구화(FS)가 발달하는 것을 

관찰하였다.  

암구화(FS)는 수구화(MS)의 발달과는 달리 가지와 암구화(FS) 

사이에 과병(pedicel)이 초기부터 발달한다. 또한 양성구화(BS)는 

암구화(FS) 조직이 많은 비율을 차지할수록 과병의 길이가 발달하며, 

수구화(MS) 조직이 발달할수록 과병이 작거나 없다. 측면부에서 

발달하는 암구화(FSS)는 정단부에서 발달하는 암구화 처럼 발달 

초기부터 과병(pedicel)이 발달하며, 잎눈과 다르게 부피가 부풀어 

오른다. FSS가 성숙하면 FS와 동일한 형태를 갖춘다(Figure 1-7C, 1-

7D, 1-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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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1-7. A : immature MS, B : matured MS, C : immature FSS,  

D : matured FSS 

 

암구화는 수구화의 발달과는 달리 가지와 암구화 사이에 암구화를 

받쳐주는 과병(pedicel)이 초기부터 발달한다. 또한 양성구화는 암구화 

조직이 많은 비율을 차지할수록 과병의 길이가 발달하며, 수구화조직이 

발달할수록 과병이 작거나 없다. 측면부에서 발달하는 수구화는 

정단부에서 발달하는 암구화처럼 발달 초기부터 꽃대(pedicel)가 

발달하며, 잎눈과 다르게 부피가 부풀어 오른다. 측면부에서 발달하는 

수구화(FSS)가 성숙하면 정단부에서 발달하는 수구화(FS)와 동일한 

형태를 갖춘다(Figure 1-7-C and 1-7-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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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1-8. A : immature BS, B : mature BS, C : lived BS (left),  

dead BS (right) 

 

양성구화가 끝까지 발달하고 성숙하여 발달을 멈추었을 때 양성구화 

내의 암수 구조의 비율 또한 구화 별로 차이를 보였다. 양성구화의 경우 

FS와 유사하게 과병이 발달하고 구화 상단에서 중반부 이상까지 발달한 

구화는 생존하여 대부분이 구과로 발전하였다. 그러나 상단부에 FS의 

조직 발달이 적고 과병이 미미하게 발달한 양성구화는 구과로 발전하지 

못하고 수분의 시기가 지나면 MS와 함께 가지에서 탈락하였다. 

양성구화의 MS 조직은 일반 MS와 같이 화분이 성숙하였고, 상단부의 

FS 구조의 조직은 수분이 되어 구과로 형성되었다. 현미경 관찰을 

통하여 구화 내부의 화분립을 확인하였으며 수분 시에 화분낭이 

개방하여 날라간 것을 확인하였다(Figure 1-8B, 1-8C, 1-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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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1-9. Cross section of MS, BS, FSS and FS by dissection  

microscop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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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1-10. Mature pollen grains in pollen sacs of BS by SEM 

 

4.1.3 한 당년지 내에서 발달하는 구화의 조합 

 

반송 한 개체의 가지마다 당년지가 발달한 후에 구화와 잎눈이 발달을 

한다. 100개체 이상의 반송 풍매집단에서 한 당년지 내에서 발달하는 

구화의 종류와 조합을 관찰한 결과 개체 및 개체 내에서 상이한 결과를 

나타내었다. 한 당년지마다 FS, FSS, MS, BS 네 가지 구화의 종류 

중에서 발달하는 구화의 조합은 총 14가지의 조합이었다(Table 1-2).  

100개체 중에서 FS만 발달한 개체는 19%, FSS만 발달한 개체는 

7%, MS만 발달한 개체는 21% 였다. 그러나 BS만 독립적으로 발달한 

개체 및 당년지는 없었다. 또한 FS + FSS + MS + BS 네 조합이 모두 

있는 개체는 2% 였으며, 세가지 조합으로 구성된 당년지는 총 17%, 

두가지 조합으로 구성된 당년지는 17%, 아무 구화도 발견할 수 없었던 

개체는 17% 였다. 또한 BS와 FS가 같이 발달하는 개체도 존재하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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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S가 하나라도 발견된 개체는 19% 이다. 그리고 BS나 FSS가 

측면부에 하나라도 있는 개체의 비율은 37% 였다. 또한 아무것도 

발달하지 않거나 한가지만 발달하는 경우는 64% 였다. 

 

Table 1-2. Combinations of 4 kinds of strobilus in 100 trees.  

 

Combi

nation 
FS FSS MS 

FS+FSS

+MS+BS 

FS+FS

S+MS 

FS+F

SS+B

S 

FS+FS

S+MS 

% 19 7 21 2 1 6 4 

Combi

nation 

FSS+

MS+B

S 

FS

+M

S 

FS+

FSS 
FSS+MS 

FSS+B

S 

MS+B

S 

No 

strobili 

% 6 6 5 1 3 2 17 

 

Table 1-3. The number of trees that contain any of strobilus  

 

Contained FS FSS MS BS FSS + BS 

number 43 35 37 19 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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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1-11. A various of combinations of strobilus in a new branch. 

A : FS + FSS + MS + BS, B : FS + FSS, C : FS, D : FSS, E : MS, 

F : MS + BS + FSS. MS : Male strobilus, FS : female strobilus at 

the apical aspect, FSS : female strobilus at the side aspect, BS : 

bisexual strobilus   

 

4.2 구과 및 종자 특성 비교 

 

  정단부 발달 구과(AC : apical cone)와 측면부 발달 구과(SC : side 

cone)의 종자 특성 간 유의적인 차이를 확인하기 위해 구과분석을 

실시하였다. AC의 길이는 평균 30.72 mm (23.28 ~ 43.3 mm), 폭 

평균 17.93 mm (13.42 ~ 24.59 mm), 무게 평균 5.465 g (2.5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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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33 g)이며, SC는 길이 평균 20.66 mm (14.54 ~ 30.05 mm), 폭 

평균 13.1 mm (9.39 ~ 18.56 mm) 무게 평균 2.204 g (0.815 ~ 

5.167 g)이다. 변이계수를 보면 AC의 길이는 16%, 폭 18%, 무게 

43% 이었으며, SC의 길이는 23%, 폭 22%, 무게 63%로 SC 수치의 

변동폭이 상대적으로 크게 나타났다. T-test 결과, AC와 SC의 길이, 폭, 

무게가 유의적인 차이가 인정되는 것으로 나타났다(Table 1-4). 

인편수는 AC가 평균 60.87개, SC가 평균 63.49개로 유의적인 

차이가 없었다. AC의 염성인편수는 평균 25.94개, 충실종자수는 평균 

3.553개, 비립종자수는 평균 10.45개, 1차고사배주수는 평균 34.28개, 

2차고사배주수는 평균 3.596개였다. 반면에 SC의 염성인편수는 평균 

7.865개, 충실종자수는 평균 0.4324개, 비립종자수는 평균 5.378개, 

1차고사배주수는 평균 8.892개, 2차고사배주수는 0.9189개로 AC와 

유의적인 차이가 있었다(Table 1-5).  

인편수는 AC와 SC 간에 유의적인 차이가 없지만, 염성인편수, 

충실종자, 비립종자수, 1차고사배주수 그리고 2차고사배주수가 SC가 

AC보다 더 적었다. 즉, SC는 AC보다 구과의 형태적인 차이가 클 뿐만 

아니라, 생산 능력이 부족할 것으로 유추할 수 있다. 

구과의 형태적 특성과 종자 특성 항목 간의 상관관계를 분석하기 위해 

상관분석을 실시하였다. 반송의 AC는 대부분 특성 항목 간 높은 정의 

상관관계를 가지는 것으로 나타났다(Table 1-6). 이는 이전 연구에서 

반송에서 AC는 형질 간 높은 정의 상관이 있다고 보고한 결과와 

일치한다(Woo, 2003). 그러나, 비립종자수와 1차고사배주수, 

2차고사배주수, 충실종자수 그리고 1차고사배주수는 음의 상관관계를 

가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 원인은 미국 농무성 산림청이 제시한 

기준을 보면 구과의 피해가 원인인 것으로 판단되었다(Table 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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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1-4. Comparison of length, width, and weight between AC and SC 

 
L Wd Wt 

 
Mean (mm) CV (%) Mean (mm) CV (%) Mean (mm) CV (%) 

AC 
30.72 

(±1.446) 
16 

17.93 

(±0.812) 
15 

5.465 

(±0.689) 
43 

SC 
20.66 

(±1.555) 
22 

13.1 

(±0.949) 
22 

2.204 

(±0.461) 
64 

t 9.4685 7.7405 7.8595 

p-value 1.192E-14 3.429E-11 1.927E-11 

* L : length (mm), Wd : width (mm) and Wt : weight (g) of conelet, AC : apical cone, SC : side con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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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1-5. Comparison of characteristics of AC and SC. AC : apical cone, SC : side cone. 

  
Number of  

total seeds 

Number of  

fertile seeds 

Number of  

filled seeds 

Number of  

empty seeds 

First year 

aborted ovules 

Second year 

aborted ovules 

AC 
60.87 

(±4.003) 

25.94 

(±2.528) 

3.553 

(±1.320) 

10.45 

(±3.933) 

34.28 

(±4.512) 

3.596 

(±0.654) 

SC 
63.49 

(±3.769) 

7.865 

(±4.259) 

0.4324 

(±0.368) 

5.378 

(±2.996) 

8.892 

(±5.018) 

0.9189 

(±0.729) 

t -0.951 7.2973 4.5551 2.0504 7.5196 5.4675 

p-value 0.3445 7.8E-10 3.1E-05 0.04359 8E-11 5.3E-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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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1-6. Correlations between properties of phenotypes and 

seeds of AC. AC : apical cone. 

AC D W S F 1-OA 2-OA Es Fs 

L 0.946*** 0.978*** 0.830*** 0.757*** 0.016 0.124 0.680*** 0.757*** 

D 1 0.964*** 0.895*** 0.780*** -0.014 0.037 0.750*** 0.782*** 

W   1 0.861*** 0.781*** 0.074 0.141 0.649*** 0.732*** 

S     1 0.845*** 0.138 -0.109 0.694*** 0.750*** 

F       1 0.480*** 0.131 0.517*** 0.583*** 

1-OA         1 0.410** -0.485*** -0.341* 

2-OA           1 -0.379** -0.271 

Es             1 0.850*** 

Fs               1 

 *, **, *** : 0.05, 0.01 and 0.001 significant, NS : non-significant. 

L : length, D : depth, W : weight, S : scales, F : fertile scales, 1-

AO : first year aborted ovules, 2-AO : Second year aborted ovules, 

Es : empty seeds, Fs : filled seed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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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1-7. Correlations between properties of phenotypes and 

seeds of SC. SC : side cone. 

SC D W S F 1-OA 2-OA Es Fs 

L 0.973*** 0.975*** 0.649*** 0.847*** 0.825*** 0.602*** 0.776*** 0.646*** 

D 1 0.978*** 0.729*** 0.851*** 0.822*** 0.616*** 0.791*** 0.638*** 

W   1 0.673*** 0.919*** 0.894*** 0.610*** 0.859*** 0.681*** 

S     1 0.558*** 0.556*** 0.292 0.518*** 0.446** 

F       1 0.978*** 0.615*** 0.939*** 0.711*** 

1-OA         1 0.533*** 0.863*** 0.744*** 

2-OA           1 0.563*** 0.272 

Es             1 0.536*** 

Fs               1 

*, **, *** : 0.05, 0.01 and 0.001 significant, NS : non-significant. L : 

length, D : depth, W : weight, S : scales, F : fertile scales, 1-AO : 

first year aborted ovules, 2-AO : Second year aborted ovules, Es : 

empty seeds, Fs : filled seeds 

 

  반면, 반송 SC는 인편수와 2차고사배주수, 충실종자수와 

2차고사배주수의 상관관계를 제외하고 다른 모든 특성 항목간의 

상관관계가 높은 정의 관계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Table 1-6).  

  소나무와 형태가 다른 자웅이주 수종인‘Wild papaya’(Jacaratia 

mexicana)의 수나무에서 생산된 종자는 정상 종자에 비해 1/3도 안 

되는 비율로 발아하였다고 보고되었다(Aguirre et al., 2007). 해당 

연구에서 이와 같은 결과의 이유로 첫째, 근교약세(inbreeding 

depression)를 꼽았다. 둘째, 성분배 상충기작(sex-allocation trade-

off)으로 인하여 한정된 에너지를 화분, 그리고 배주와 열매에 나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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할당하여 종자의 성숙이 적절히 이뤄지지 않는다는 것이다. 셋째, 성 

간섭(floral sexual interference) 기제로 이 현상은 수그루에서 생성된 

꽃이 씨방의 발달에 충분한 물리적 공간을 제한하고 화분 생성 과정에 

의해 간섭을 받으면서 종자 성숙이 저해가 된다는 이론이다. 이를 

반송의 SC에 유추하면, 세 가지 기제가 원인으로 작용해 AC에 비해 더 

작고, 종자 성숙이 충분히 이뤄지지 않은 것으로 추측된다. 

  미국 농무성 산림청에서 발간한 구과분석 지침에 따라 종자잠재성, 

종자생산효율, 1차 고사배주비율, 2차 고사배주비율을 산출한 결과, 

AC와 SC가 유의적인 차이를 보였다(Table 1-7). 그러나 1차 

고사배주비율이 AC가 20% 이상으로 구과해충 방제 및 수분 문제의 

구명, 조치가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2차 고사배주비율도 6∼9% 범위 

안에 포함되어 종자 가해유충 피해 방제, 진단, 평가가 필요하였으며, 

종자생산효율도 35% 이하로 그 감소 원인을 구명할 필요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수목에 따라 자가 수정의 빈도가 높을 수 있는데 자가 

수정한 경우에는 종자 수 가 더 적을 수 있는 등 여러 가지 복합적인 

이유로 생산력이 감소한 것으로 보인다(Smith et al., 1988). 

 

Table 1-8. Comparison of seed characteristics of AC and SC. AC : 

apical cone, SC : side cone. 

  

Seed 

production 

potential 

Seed 

production 

efficiency 

 First year 

aborted ovules 

rate 

Second year 

aborted ovules 

rate 

AC 
51.87 

(±5.089) 

0.0578 

(±0.02) 

0.695 

(±0.077) 

0.076 

(±0.014) 

SC 
15.73 

(±8.638) 

0.01 

(±0.008) 

0.212 

(±0.092) 

0.019 

(±0.017) 

t 7.6411 3.8246 8.1707 5.287 

p-value 3.58E-11 0.00025 3.21E-12 1.01E-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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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1-9. Key indication for data interpretation (Bramlett et al., 

1977) 

Cone characteristic and 

Threshold level (percent)* 
Interpretation 

1. First-year aborted ovules  

0-10 Good management practice 

11-19 
Evaluate possible insect or 

pollination problems 

20+ 
Identify and correct insect or 

pollination problems 

2. Second-year aborted ovules  

0-5 Good management practice 

6-9 Evaluate seedbug control program 

10+ Increase seedbug control 

3. Percent filled seeds  

85+ Good management practice 

50-84 
Evaluate possible seedbug or 

inbreeding problems 

Below 50 
Identify and correct seedbug or 

inbreeding problems 

4. Seed efficiency  

55+ Good management practice 

35-56 Evaluate causes of seed loss 

Below 35 
Identify causes of seed loss and 

begin correction 

* Each organization may wish to modify these thresholds to meet its 

target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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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1-12. Germination test of seeds obtained from AC and SA. 

A : after a week, B : for 4 weeks 

 

AC로부터 얻은 종자 59립과 SC로부터 얻은 종자 53립을 

발아테스트한 결과 1주일 후 AC 종자에서는 12립이 발아하여 20.3% 

의 발아율을 보였고, SC 종자에서는 4립이 발아하여 7.5% 발아율을 

보였다. 또한 발아한 줄기의 길이 생장은 AC가 평균 3.1 cm, SC는 1.1 

cm로 차이를 보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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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주간 발아테스트를 한 결과 AC로부터 얻은 종자에서는 총 18 립이 

발아하여 30.5% 의 발아율을 보였고, 줄기의 평균 길이는 3.4 cm 였다. 

SC로부터 얻은 종자에서는 총 15 립이 발아하여 28.3% 의 발아율을 

보였으며, 줄기의 평균 길이는 1.5 cm 였다. 초기 발아율은 두 그룹간 

2.7배 이상의 차이가 났으며, 줄기 생장의 또한 2.82배로 AC가 

우수하였다. 4주 후에는 AC가 SC 대비 발아율은 1.07배, 줄기 생장 

율은 2.67배로 격차가 줄어들었다. 발아 테스트 결과 발아율과 생장은 

AC가 SC보다 우수하나 초기에서 후기로 갈수록 차이는 줄어든다는 

것을 확인 하였다. 이 결과의 원인으로는 종자 분석에서 AC의 

종자크기가 SC보다 유의미하게 컸으며 종자 안에 존재하는 배유의 

양이나 배의 성숙도 및 크기의 차이에 의하여 종자 발아의 시기의 

차이를 보였다고 판단하였다. 이 원인에 대한 더욱 정확한 결론을 내기 

추후 종자의 구성성분의 양이나 발달 정도에 따른 해부학적 분석이 더 

필요할 것이다. 

 

Table 1-10. Germination rate AC and SC 

Type 
Germination 

For 1 week 

Germination 

for 4 weeks 

AC 12 seeds 20.3% 18 seeds 30.5% 

SC 4 seeds 7.5% 15 seeds 28.3% 

 

Table 1-11. T-test between stem length of two groups  

t df p-value D. means 

-4.832 21.519 0.000 -19 (m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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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절 결론 및 고찰 

   

반송의 구화는 암구화(FS, female strobilus)와 수구화(MS, male 

strobilus) 그리고 측면에 양성구화(BS, bisexsual strobilus)가 

발달하는 것으로 밝혀져 있었다. 그러나 측면부 초기의 발달 과정을 

보면 양성화 이외에도 암구화와 동일한 구조의 구화(FSS, female 

strobilus at the side)가 발달한다는 것을 밝혀내었다. 이는 구화 

발달과정의 관찰과 구과 분석 및 종자의 발아 실험을 통하여 실제로 

암구화라고 판단하였다. 즉, 반송의 한 당년지에서 발달하는 구화는 

구조와 위치에 따라 정단부의 암구화와 측면부의 암구화, 수구화 그리고 

양성구화 총 4가지로 분류할 수 있었다. 또한 양성구화는 과병이 

암구화에 가깝게 발달하고 암구화 조직이 구과의 절반 이상이 되면 그 

안에 있는 암구화와 수구화의 조직이 둘 모두 정상적으로 발달하여 

성숙하여 수분에 참여하였다. 양성구화의 암구화는 화분을 받아 수분이 

되어 구과로 발달하고, 밑부분의 수구화는 성숙한 화분립을 만들어 

날려보낸다. 이는 앞선 연구에서 다른 수종에서 연구된 화분 활성 

테스트와 교배 테스트를 통한 결과와 일치하였다(Lluvia et al., 2011). 

반송의 양성구화 또한 다른 소나무의 양성구화와 같이 기능을 한다는 

것을 알 수 있었다. 그러나 본 연구에서는 정단부에 발달하는 암구화와 

양성구화 및 측면부에 발달하는 암구화에서 발달한 구과를 비교분석 

하였으나 양성구화에서 발달한 구화와 측면부에서 발달한 암구화를 

구분하여 분석하지는 않았다. 향후 정단부, 측면부의 암구화와, 

양성구화에서 발달한 구과 이렇게 세가지로 구분하여 양성구화에서 

발달한 구과가 정상 구과와 어떠한 차이를 보이는지 세분화하여 연구할 

필요가 있다. 후속 연구를 통하여 양성구화 및 측면의 암구화를 증가 및 

감소 시킬 수 있는 기술이 발달한다면 본 연구를 토대로 목적에 따라 

화기를 선택적으로 발달시킬 수 있을 것이다.  

이전까지의 연구에서 소나무속의 구과는 암구화는 당년지의 상단 

정단부에 주로 발달하고, 수구화는 당년지의 측면에 주로 발달하며 

측면에 종종 양성구화가 발달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었다. 본 하지만, 

반송의 경우 일반적인 소나무속의 수종들과는 다른 구과 발달 양상을 

보인다. 한 당년지에 다양한 형태의 구과가 발달하는데 한 당년지에 

다양한 형태의 구과가 일정한 법칙 없이 발달하는 것을 볼 수 있었다. 



 

30 

 

한 개체에서 수구화만 발달하는 경우, 암구화만 발달하는 경우, 한 

당년지에 암구화, 수구화 양성구화가 발달하는 경우, 또한 당년지 

측면부에 암구화가 발달하는 경우가 있다. 이는 개체별로 상이하고 개체 

안의 당년지에선 해마다 무작위로 발달하였다. 이렇듯 반송에서는 

일반적인 구과 발달의 위치적인 개념이 맞지 않았다. 이런 이유를 

수목의 구조적으로 추론한다면 반송은 수간이 직립하지 않고, 여러 

줄기로 뻗어 있으며 수고가 낮고, 우산형의 수관을 가지고 있어 수고가 

높은 나무들과는 다른 형태로 번식하는 전략을 택했을 것으로 

판단하였다. 또한 사전 연구에서 보았듯이, 반송은 여러모로 자가교배를 

피하기 위해 진화한 피자식물과는 반대의 성향을 보여주고 있으며, 

양성구화와 같이 자가교배하기 좋은 구조를 가지고 있다(Lluvia et al., 

2011). 이는 반송이 자가교배를 유도하는 방향으로 발달한 소나무에서 

파생된 변이 품종일 것이라 판단하였다. 반송이 반송으로서의 형질을 

보존하도록 유도하는 열성 유전형질(recessive genetic character)을 

잃지 않기 위함이라 판단하였다. 그러므로 향후 유전적 연구를 통하여 

반송의 형질을 나타내거나 구화에 관한 열성 유전 형질은 무엇인지 후속 

연구를 진행할 필요가 있다. 

미국 농무성 산림청의 구과분석 지침에 따라 분석한 당년지의 

정단부에서 발달한 구과와 측면부에서 발달한 구과는 전체적으로 발달이 

저조하여 저조한 원인을 분석해야 하겠으나 같은 나무에서 채취한 만큼 

두 샘플의 외부적인 요인은 배제할 수 있다고 판단하였다. 구과 

분석에서는 형태적인 특성과 종자 특성 모두 정단부의 구과가 

측면부에서 발달하는 구과보다 통계적으로 유의미하게 우수하였다. 또한 

발아테스트 결과 정단부의 종자가 측면부에서 얻은 종자의 줄기보다 

초기 발아량 및 평균 줄기의 길이보다 유의미하게 높고 길었다. 그러나 

각 샘플에서 얻은 종자의 발아테스트 결과 초기에는 정단부의 구과에서 

얻은 종자가 더 많이 발아하였으나 장기간 관찰 결과 발아율이 크게 

차이가 나지 않는 결과를 얻었다. 이는 우수한 종자를 얻을 것인지 

아니면 다량의 종자를 얻을 것인지 목적에 따라 반송의 화기 발달을 

다르게 하며, 측면 발달 구과를 속아내는 등의 물리적 실험을 거쳐 

생산량 조절에 관한 연구가 필요할 것이다.  

본 연구를 통하여 측면에서 반송의 암구화조직이 발달하는 형태를 

정립하였고, 반송형질을 유지하려는 열성 유전형질이 존재할 것이라 

추론할 수 있었다. 또한 구과 분석 및 종자의 발아테스트를 통하여 향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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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종원이나 산업에서 반송의 생산량을 어떻게 조절해야 할 지 

측면부에서 발달하는 구과를 어떻게 생산하고 활용해야 할지 후속연구가 

더욱 필요할 것이라 판단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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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장 반송 구과의 전사체 분석 

 

제1절 서 론 

 

반송(P. densiflora f. multicaulis)의 암구화와 수구화 및 측면 암구화 

그리고 양성구화들의 발달시기에서부터 수분이 이루어지는 성숙단계에 

이르기 전에 성결정 개시인자와 성숙인자들의 활성이 활발한 시기에 

종류별로 구화들을 채취를 하여 전사체 분석을 하기로 하였다.  

본 실험에서 양성구화 채취를 세분화 한 이유는 이전 연구에서는 

양성구화에 대한 단계를 설정하여 분석한 것이 없었으며, 

후속연구에서는 양성구화의 초기단계에서 발현이 높은 유전자들이 

강하게 성전환에 관여할 것이라 추론하였기에 기존 연구에서 더욱 

성전환 단계를 세분화 하여 심화시키려 하였다. 또한 정단부의 암구화와 

측면부의 암구화의 발달시기의 전사체 발현을 비교한 연구가 진행되지 

않아서 측면부의 암구화를 따로 채취하였다. 그리고 기존 연구에서는 

소나무에서 성을 결정하는데 주요한 이종상동성 유전자들을 선별하으나 

아직 성전환이 시작하는 초기 단계에서 발현하는 유전자에 대하여는 

정확한 분류를 하지 못하였기에 기존 연구에서 분류한 주요 인자들이 

성이 결정되고 나서 발현을 하는 유전자인지 그 이전에 성결정이 

이루어지기 전에 작용하는지에 대한 정확한 대답을 얻을 수는 없었다.  

본 연구에서는 반송 구화의 전사체 분석에서 수구화와 암구화의 

조직의 구성비율에 따른 단계를 설정하였다. 수구화는 수조직의 100%, 

암조직 0%, 양성구화에서 성전환이 일어나는 1단계 (transformation 1, 

T1)는 수조직 1~20%, 2단계(T2)는 수조직 21~40%, 3단계(T3)는 

41~60%, 4단계(T4)는 61~80%, 측면의 암구화는 암조직 100% 

그리고 암구화 또한 암조직 100%로 설정하여 구화들을 채취하였다. 

그리하여 총 7단계로 나누어 전사체 분석을 실시하였다.  

시료 자체가 미세하며 육안으로 단계를 구분하기에 오차가 있을 

것이라 판단하여 실험자 한명이 동일한 기준으로 일관성 있게 단계를 

분류하여 여러 반송에서 발달 시기의 동시에 같은 단계에 있는 구화들을 

채취하여 단계별로 혼합하였다. 이를 통하여 양성구화에서 단계별로 

구분이 되는 것에 대한 오차를 줄이고, 실험의 반복성을 줄 수 있었다. 

본 연구를 통하여 성전환이 일어나는 시기에 발현하는 이종상동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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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전자들과 암구화 조직과 수구화 조직에서 특이 발현하는 유전자들을 

선발하였다. 그 후 각 암수구화의 발달에 관여하는 유전자들을 

분류해내는 것을 목표로 하였다. 그리고 양성구화의 단계별로 다양한 

발현패턴을 보이는 유전자들을 통계적으로 유사하게 발현하는 것들끼리 

그룹별로 분류하고 주석달기를 실시하여 여러 요인들이 각 단계에서 

어떻게 상호작용을 하면서 화기가 발달하는지 알아보고자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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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절 연구사 

 

반송(P. densiflora f. multicaulis)은 제1장 서론에서 소개하였듯이 

FS, FSS, MS and BS와 같은 형태의 구과들이 존재한다.   

소나무속의 양성구화가 발달하는 것은 1869년 Bail 박사에 의해 처음 

보고가 된 이후로 양성구화의 발달에 대한 생리학적 연구가 많이 

이루어졌다. 그리고 2000년 중후반에 들어서야 NGS (Next Generation 

Sequencing)기술을 기반으로 한 유전자 발현 분석이 몇몇 소나무속의 

수종들 사이에서 이루어졌다.  

먼저 꽃기관의 발달은 피자식물에서는 분열조직 정체성 결정 

유전자(meristem identity gene), 꽃기관 정체성 결정 유전자(floral 

organ identity gene) 그리고 경계 한정 유전자(cadastral gene) 등 

세가지 유전자가 조절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금어초(Antirrhinum)의 

분열조직 정체성 결정 유전자 FLORICAULA (FLO)에 결함이 있는 

돌연변이체는 꽃을 생산하지 않는 화서를 발달시킨다(Bradley et al., 

1996). 애기장대에서 발견한 SUPPRESSOR OF CONSTANTS 1 

(SOC1)는 AGAMOUS-LIKE 201 (AGL20)이라고도 불린다. 

APETALA1 (AP1) 그리고 LEAFY (LFY)는 모두 꽃분열조직 정체성 

확립을 위해 활성화되어야 하는 중요한 유전자들이다.  

애기장대에서 LFY는 금어초의 FLO 역할을 한다. SOC1은 꽃의 

환기에서 환경 및 내부 신호를 포함하는 몇 가지 다른 경로의 신호를 

통합하는 중요한 역할을 한다(Samach et al., 2000). 따라서 SOC1은 

꽃 발달을 개시하는 주요 스위치 역할을 하는 것으로 판단한다. 일단 

활성화가 되면 SOC1은 LFY의 발현을 촉진시키고 LFY는 AP1이 

발현되도록 한다. 애기장대에서 AP1이 발현되면 LFY는 양의 피드백을 

한다(Simon et al., 1996). 애기장대에서는 APETALA1 (AP1), 

APETALA2 (AP2), APETALA3 (AP3), PISTILLATA (PI) 그리고 

AGAMOUS (AG)라는 다섯 가지의 유전자들이 꽃기관 정체성을 

결정한다고 알려져 있다(bowman et al., 1989; Weigel and Meyerowitz, 

1994).  

나자식물인 반송은 피자식물에서 볼 수 있는 꽃의 기본 구조인 꽃잎, 

꽃받침, 수술, 암술이 없기 때문에 암구화와 수구화를 꽃이라고 부르지 

않는다. 그러나 암구화와 수구화가 생식기관의 역할을 하기에 꽃의 일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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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2-1. Arrangement of floral organ in wild-type arabidopsis 

and ABC model of organ identity genes.  

 (Right) Arreangement of floral organs in wild-type Arebidopsis. 

Whorl1 (W1) contains four sepals (se)m whorl2 (W2) contains four 

petals (pe), whorl3 (W3) contains six stamens (st), and whorl4 

(W4) contains two carpels (ca) forming the central gynoecium. 

 (Left) ABC model of organ identuty genes. The block diagram 

depicts a schematic longitudinal section through a half flower. In 

wild type, A alone determines the development of sepals, A and B 

that of petals, B and C that of stamens, and C alone that of carpels. 

Furthermore, A represses C in whorls 1 and 2, and C represses A 

in whorls 3 and 4. Organ specification in mutants follows 

accordingly (Weigel and Meyerowitz, 1994). 

 

이라고 여겨진다(Jackson and Sweet, 1972). 반송은 일가화 

(monoecious)이면서 불완전화(imcomplete flower)인 동시에 양성화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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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성화의 형태의 구화를 모두 지니고 있는 수종이라 할 수 있다.  

소나무 속의 수종들에서도 애기장대의 성결정에 연관된 유전자들과 

같은 성결정에 관여하는 유전자들을 찾기 위한 연구들이 많이 

진행되어왔으며, 그에 앞서 무기영양에 따른 성결정의 변화에 대한 

연구가 먼저 있었다. 소나무 수목의 무기영양상태가 악화되면 수꽃이 

생기며, 질소 비료를 시비하면 수꽃에서 암꽃으로의 전환이 일어나는 

것으로 보아 질소가 암꽃 발달에 주요한 연관이 있는 것으로 

판단하였다(Sweet & Will, 1965; Ware, 1958; Giertych & Forward. 

1966). 

암꽃의 발달은 높은 옥신 호르몬의 함량과 관련이 있으며, 

지베렐린(gibberellins) 또한 연관이 되어 있는 것으로 추측되고 있다. 

지베렐린은 피자식물에서 화기의 성숙을 유도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또한 지베렐린은 소나무에서 구과의 생산을 가속화하는 여러 처리에서 

비축되는 것을 확인하였으며, 송백류와 초본성 피자식물에서 생식기관의 

성숙을 유도하나 담쟁이와 다른 많은 목본성 피자식물에서 유년 복귀를 

일으키기도 하여 종과 환경에 따른 여러 상호작용을 하는 호르몬으로 

알려져있다. 또한 옥신/지베렐린 비율에 따라 성결정이 달라지며, 과거 

연구에서는 상반되는 결과가 나와 1990년 초까지 확실한 결론을 내지 

못하였다(Pharis, 1976; Ross, 1990). 

Pinus tabuliformis 연구에서는 거의 수구화에서 성전환이 일어나기 

시작하는 초기 단계 가까운 양성구화에서 이미 암구화의 발달과 관련한 

유전자들이 존재하고 있다는 것을 밝혔다. 또한 양성구화의 발달에는 

MADS-box 유전자들과 LFY/NDLY 유전자가 중요한 역할을 할 

것이라고 추론하였다(Niu et al., 2016). 또한 성전환에 관여할 것으로 

판단하는 유전자로 PtDAL11과 PtDAL13의 발현 패턴을 분석하여 

선발하였다.  

Pinus bungeana 연구에서는 화기의 성결정에 관여한다고 판단되는 

유전자들의 기능에 대한 주석달기(annotation)를 하여 관련 호르몬들을 

선발하였다. 옥신과 관련된 tryptopan metabolism, cysteine을 

선발하였으며 에틸렌과 관련한 methionine metabolism 그리고 

사이토키닌 관련 Zeatin 생합성 유전자 등의 식물호르몬들 및 호르몬 

전구체들의 이종상동성유전자 (orthologous gene)들을 양성구화에서 

발견함으로써 성결정에 직간접적으로 관여할 것이라는 것을 

찾아내었다(Duan et al., 20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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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절 재료 및 방법 

 

3.1 반송의 구과 채취 및 RNA 추출 

강원도 화천군 상서면에 있는 반송 풍매 차대 집단에서 관찰한 개체들 

중 개화시기에 구화를 종류별로 채취하였다. 구화는 단계별로 각기 

3~5개체씩 섞어서 채취하였다. RNA 추출은 각 그룹별로 totalRNA를 

Plant RNeasy mini Kit (Quagen, Germany)를 사용하였다. 양성구화는 

4단계로 나누어 채취하였다. 수구화는 수조직의 100%, 양성구화에서 

1단계 (transformation 1, T1)는 수조직 1~20%, 2단계(T2)는 수조직 

21~40%, 3단계(T3)는 41~60%, 4단계(T4)는 61~80%, 측면의 

암구화는 암조직 100% 그리고 암구화 또한 암조직 100%로 설정하여 

구화들을 채취하였다. 

 

 

Figure 2-2. Sampling of MS, BS, FSS and FS for transcription 

analysis 

 

3.2 Sequencing과 quality control  

Illumina HiSeq2500 플랫폼 기반으로 평균 100bp의 Paired-end 

(PE) reads를 생산하였다. Bac library construction과 전사체 서열 

해독은 Theragen Etex™에서 수행하였다. 전사체 서열 데이터는 

NCBI의 Short Read Archive (SRA)로 업로드할 예정이다. Sequencing 

reads는 DeconSeq을 이용하여 오염된 서열을 제거하는 

Decontamination과정을 거쳤으며, PRINSEQ을 이용하여 기기적 

오류의해 반복되는 서열을 제거해주는 De-replication과정을 수행하여 

Quality control을 수행하였다.  

 

3.3 de novo assembl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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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aw data는 de novo assembly는 Theragen Etex™ 의 서버에 의해 

수행되었다. 전사체 reads 어셈블러는 Open source SW인 Trinity 

(http://trinityrnaseq.sourceforge.net)를 사용하였다. RSEM을 

이용하여 RNA-seq reads를 mapping하고 발현량을 확인하였다.  그 

후 edgeR SW를 이용하여 DEG (Differential expressed genes)를 

분석하였다. 유전자 발현의 normalization은 paired-end reads에 주로 

사용되는 FPKM (Fragment per kilobase of transcript per million 

mapped reads) 방법을 사용하였다. FPKM 값을 이용하여 그룹 

사이에서 관찰된 발현 변화에 대한 통계 테스트를 하였다(Trapnell & 

cole et al., 2012).  

 

3.4 Annotation of transcripts 

 

그룹별로 모든 샘플들의 FPKM 평균값을 이용해 각 유전자에서 

t검정을 실시하였다. 여기서 차등발현 유전자 탐색은 t검정으로 도출된 

p-value 값을 이용하였다. p-value 값을 30으로 두어 

subsubcluster를 나누었으며, 그 후 유사한 발현 패턴이 있는 

subsubcluster끼리 다시 한 번 그룹을 지었다. 그 후 전사체 분석 

데이터에서 도출한 transcripts들의 중 주요 발현유전자들은 NCBI 

Blast web을 사용하였고, 전체 transcripts에 대한 blast는 blastx 

tool을 사용하였다.  

Data base는 https://bioinformatics.psb.ugent.be/plaza /versions 

/gymno-plaza/의 Pinus sylvestris data base와 

https://www.arabidopsis.org/의 애기장대 유전자 기능 주석 data base 

(TAIR10_gene functional description)를 사용하여 이종상동성 

유전자들의 주석달기를 실시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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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절 결 과 

 

4.1 De novo assembly   

 

7개의 샘플에서 총 141,057,465 raw reads를 생산하였다(Table 2-

3). 그 후 low-quality reads를 trimming하고 primer/adaptor 서열을 

제거한 후에 ONLY LONGEST ISOFORM per 'GENE'을 분류하여 

high-quality reads 72,836,272를 생산했다. Contig N50은 1,651 bp

였고, median contig length는 451 bp 였다. 평균 contig의 길이는 

891.32bp였고 총 assembled bases는 72,836,272bp였다.  

 

Table 2-1. Summary statistics of MS, BS (T1, T2, T3, T4), FSS  

and FS sequencing and assembly

 Total 

Trinity ‘genes’ 81,717 

Trinity transcripts 142,301 

Stats based on  ALL 

transcript contigs 

Contig N50 (bp) 1,694 

Median contig length (bp) 576 

Average contig 991.26 

Total assembled bases 141,057,465 

Stats based on ONLY 

LONGEST ISOFORM 

per 'GENE' 

Contig N50 (bp) 1,652 

Median contig length (bp) 451 

Average contig 891.32 

Total assembled bases 72,836,272 



 

40 

 

 

Figure 2-3. All transcripts contig length by FastAnnotator (Chen et 

al., 2012) 

 

4.2 Gene expression profiling 

  

MS와 BS의 네 단계 T1, T2, T3, T4, 그리고 FSS와 FS 총 7단계의 

샘플들의 발현 패턴을 보면 MS에서 FS로 가까워질수록 유전자의 발현 

패턴이 반대로 바뀌게 된다. 이는 MS발달에 관여하는 유전자들이 MS 

조직이 줄어들고 FS의 조직이 늘어남에 따라 FS를 발달시키는데 관여

하는 유전자들의 발현이 증가한다는 것을 보여주었다(Figure 2-3).   

각 샘플별로 발현 패턴의 유사도를 보면 MS와 타 샘플과 가장 발현 

패턴의 유사도가 떨어졌다. 이는 MS만이 FS의 조직을 가지고 있지 않

기 때문인 것으로 판단한다. FS의 조직이 존재하는 나머지 6개의 단계

에서는 T1이 독립적으로 떨어져있고, T2와 T3가 유사하고 그 다음으로 

T4가 T2, T3와 발현 패턴이 가장 유사하다. 그리고 FSS와 FS는 굉장

히 유사한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Figure 2-3). 이런 패턴은 각 샘플 

간 상관관계를 나타내주는 sample correlation matrix와 Sample vs 

Sample MA plots 그리고 Volcano plots에서 더 명확하게 확인할 수 있

다. MAplot은 유전자의 발현 값과 p-value의 상관관계를 보기 위해서 

사용되며, Volcano plot은 각 유전자의 log2FoldChange와 p-value를 

보기 위해 사용된다(Figure2-4, 2-5, 2-6). 

MS에서 FS의 조직이 점차적으로 많아지는 방향으로 샘플을 나열하면 

trasnscripts들의 발현 양상이 역전되는 것을 볼 수 있다. 이는 암수 조

직의 비율에 따라 단계적으로 비례하게 발현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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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2-4. Heat map. A. Differential expression gene profiles 

(RNA-seq) from Male strobilus to Female strobilus in Pinus 

densiflora f. multicaulis Uyeki. Stage T1 ~ T4 are bisexual strobilus 

to change from male to female gradually. B. Heat map sample 

sequence converted from 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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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2-5. Sample correlation matri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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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2-6. Sample vs Sample MA plots 

 

구화의 암수 조직의 비율은 수구화에서 암구화로 갈수록 수구화의 조

직이 점차 줄어들다가 없어지는 것을 확인 할 수 있다. MA plot에서는 

조직의 비율에 따른 두 샘플간 유의성을 갖는 발현 차이를 보이는 유전

자들이 수구화가 다른 그룹과 대비하여 T1부터 확연하게 나타났으며, 

T1부터 차례대로 암구화까지는 수구화와 다른 샘플과의 발현차이만큼 

확연하지 않다. 이는 암구화의 조직의 양과 상관 없이 암구화조직에 항

시적으로 발현하는 유전자가 많다는 것을 유추할 수 있다(Figure 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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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2-7. Sample vs Sample Volcano plots 

 

측면부 암구화와 정단부 암구화의 조직은 제 1 장에서 보였듯이 동일

한 표현형을 보이고 같은 기능을 한다. 그러나 volcano plot에서 측면부 

암구화는 암구화와 비교하여 다른 패턴 양상을 보인다. 7개의 각 샘플이 

다른 샘플과의 유의적인 차이를 나타내는 양상에서 각자 특이적으로 상

반되는 양상의 샘플들을 가지고 있다. 수구화의 경우 측면부 암구화와 

T1은 수구화, 암구화와, T2, T3는 같은 양상, T4 그리고 측면부 암구화

에서는 정단부 암구화와의 샘플 비교 패턴이 다른 샘플과 차이를 보여준

다. Heat-map에서 발현의 유사도에 따른 분류로 보면 측면부 암구화는 

정단부 암구화와 타 샘플과 비교하여 어느정도 유사한 발현 패턴을 보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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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며 가장 가까운 성질의 샘플이라 할 수 있으나 volcano plot에서는 측

면부 암구화가 정단부 암구화 샘플과는 다른 양상을 보여주며 정단부 암

구화와의 유의미한 차이의 발현 유전자들 또한 다르다는 것을 확인 할 

수 있다. 이는 암구화의 발달 위치를 바꾸게 하는 주요 인자들의 발현 

차이가 어떤 요인에 의하여 발생하기 때문으로 판단된다(Figure 2-8).  

 

4.3 Grouping of subclusters by expression pattern 

 

수구화부터 양성구화의 세부 단계 T1, T2, T3, T4와 측면부 암구화 

그리고 정단부 암구화까지의 순서대로 FPKM 평균값으로 계산한 일곱 

가지 구화의 전사체 발현 패턴을 확인하여 p-value 30에서 

subclustering한 결과 총 18개의 subcluster를 얻을 수 있었다. 18개의 

subcluster는 발현 패턴이 유사하나 발현량의 차이에 따라 분류된 

경우가 존재하여 발현 패턴으로 subcluster들을 또다시 grouping 

하였다. 총 다섯 개의 group으로 18 subclusters를 grouping 하였다. 

Group 1은 subcluster 4, subcluster 7, subcluster 9, subcluster 12, 

subcluster 15 총 5개 subcluster가 포함되며 그룹들 중 가장 많은 

1,408개의 transcipts가 포함되었다. Group 2는 subcluster 2, 

subcluster 5, subcluster 8 총 3개 subcluster가 포함되며 1,056개의 

transcipts가 포함되어 있다. Group 3은 subcluster 10, subcluster 11, 

subcluster 14 총 3개 subcluster가 포함되며 98개의 transcipts가 

존재한다. Group 4는 subcluster 1, subcluster 3, subcluster 6, 

subcluster 13 총 4개 subcluster가 포함되며 217 개의 transcipts가 

존재한다. 마지막으로 Group 5는 subcluster 16, subcluster 17, 

subcluster 18 총 3개 subcluster가 포함되며 3개의 transcipts가 

존재한다. Group 5는 발현 패턴의 무작위성과 주석달기 결과 어떤 

이종상동성유전자(orthologous gene)들이 탐색이 되지 않아 분석이 

불가한 subclusters를 모아놓았다.  

또한 p-value를 낮추어 resubclustering을 실시한 결과 

subsubcluster 14에서 12개의 transcript가 subsubcluster 30에서는 

2개의 transcript가 포함되었다. 이 두 subsubcluster를 group 6으로 

그룹지었으며, 이 그룹에서는 정단과 측면의 암구화가 수구화 조직이 

있는 다른 단계보다 상대적 발현량이 줄어든 그룹이었다.  

 Table 2-2. The number of transcripts each subcluster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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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roup subcluster no. of transcripts 

1 

4 152 

7 920 

9 298 

12 30 

15 8 

2 

2 853 

5 19 

8 184 

3 

10 6 

11 68 

14 24 

4 

1 149 

6 27 

3 30 

13 11 

5 

16 1 

17 1 

18 1 

6 
14 12 

30 2 

total 2,796 

* Cut-off of Group 1 ~ 5 : p-value 0.3, Cut-off of 6 : p-value 

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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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3.1 Annotation by gene data base and blastn searching 

  

Trinity transcripts 142,301개를 애기장대(Arabidopsis thailiana) 

유전자 데이터 베이스에 맵핑한 결과 총 16,383개가 맵핑이 되었으며, 

trasncripts의 isoform들을 제외하고 그 중 기능이 밝혀져 있는 유전자

는 798개였다.  기능이 밝혀진 798개의 유전자를 다시 발현패턴별로 

clustering하여 선발한 2,796개의 transcripts와 맵핑해본 결과 단 6개

의 유전자만 맵핑이 되었다.   Cluster 2에서 3개, cluster 7에서 1개 그

리고 cluster 14에서 2개를 맵핑할 수 있었다.  

위와 같은 방법으로 Trinity transcripts 142,301개를 구주소나무

(Pinus sylvestris L.) 유전자 데이터 베이스에 맵핑하여 isoform을 제

외하는 작업을 실행한 후 기능이 밝혀진 1,180개의 유전자를 찾아내었

다. 그 후 1,180개의 유전자를 clustering하여 선발한 2,796개의 

transcripts와 맵핑하여 서로 일치하는 60개의 유전자를 선발할 수 있

었다.  

그 후 cluster들을 발현 패턴의 유사성에 따라 그룹을 지었으며 그룹

별로 샘플간 상대적으로 발현차이가 크고, 가장 발현 패턴이 명확한 

cluster를 선발하여 blastn 탐색을 통하여 유사도가 높은 이종상동성유

전자들을 찾아내어 기능들을 탐색하고 유추하였다(S1).  

Group 1에서는 cluster 12, cluster 15의 transcripts의 이종상동성유

전자들을 찾아 기능을 유추하였으며, group 2에서는 cluster 5, group 3

에서는 cluster 10과 cluster 14, group 4에서는 cluster 6, group 6에서

는 cluster 14와 cluster 30에 포함된 transcripts의 기능들을 유추하였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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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3.2 Expression pattern analysis of Group 1 

 

Group 1에 포함된 subcluster 4, 7, 9, 12, 15의 transcripts 

expression median 값들은 모두 구과의 표현형이 수구화에서 암구화에 

가까워질수록 발현량이 낮아지는 패턴을 보여주었다. 상대적인 발현량의 

차이가 적은 subcluster 7과 subcluster 9에 가장 많은 1,218 

transcripts 가 포함되어 있었다. 가장 발현량이 높은 수구화와 가장 발

현량이 낮은 정단의 암구화의 상대적인 발현량의 차이는 subcluster 4

는 7.52, subcluster 7은 4.00, subcluster 9는 2.46, subcluster 12는 

10.67, subcluster 15는 7.49의 발현량의 차이를 보였다. 가장 높은 발

현량의 차이를 보인 subcluster 12에는 총 30개의 transcripts가 포함

되어 있었다.  

Blast를 통한 anootation 결과 subcluster 12의 30개의 transcripts 

중 13개에서 다른 종과 유사한 이종상동성유전자(orthologous) CDSs를 

찻을 수 있었다. Juglans regia (English walnut) 종에서 건조와 관련한 

protein PCC13-62-like mRNA가 동정되었으며, Pinus tabuliformis에

서 LEA1-1, LEA1-2, LEA4-1이 동정되었으며, 이는 Pinus 

tabuliformis의 후기 배발생조직에서 풍부하게 발견되는 단백질이다. 또

한 Pinus tabuliformis에서 23개의 gene family가 있는 것으로 발견되

었으며 염분 스트레스 등 다양한 스트레스 내성에 관여하는 단백질로 밝

혀져 있다. LEA protein은 건조 시 세포막을 안정화시키는 단백질로서 

종자 성숙 시 배를 건조시키는 것으로 처음으로 알려져 있다. LEA 단백

질의 삼투스트레스에 의해 조절되는 일단의 유전자에 의해 암호화된다

(Gao and Lan, 2016). 또한 Ananas comosus (pineapple)와 Olea 

europaea var. sylvestris에서 subtilisin-like protease가 동정되었다. 

subtilisin-like protease는 세린(serine) 계열의 단백질 분해효소로써, 

그 중 TghSS42 유전자는 5가지 식물 병원체에 대한 항진균 능력을 보

였고(Zhang et al., 2017), 대부분의 식물체에 존재하며 식물의 식물 병

원체 및 스트레스에 대한 방어 능력을 보이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Figueiredo et al., 2018). 또한 Cupressus sempervirens에서 건조 내

성에 관여하는 단백질 cyplp029가 동정 되었으며, Vigna unguiculata에

서 probable WRKY transcription factor 31로 추정되는 mRNA가 동정 

되었다. WRKY transcription factor ZmWRKY17은 Arabidopsis에서 

염분 스트레스에 negative regulator로 작용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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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ai et al., 2017). Pinus pinea (stone pine)의 dehydrin (dhn_ESK2) 

mRNA가 동정되었으며 dehydrin gene family는 가뭄 내성을 위한 후보

유전자의 큰 계열을 대표한다는 것을 Picea glauca에서 발견했다(Stival 

et al., 2018). 또한 유전자 데이터 베이스에서 발견한 emb-1유전자는 

온도에 민감하며 선충류 Caenorhabditis elegan에서 세포의 유사분열시

에 후기(anaphase)로 진행하게 하는 APC16 서브유닛을 부호화하는 것

으로 알려져 있는 것으로 보아 세포분열에 관여하는 유전자라 할 수 있

다(Shakes et al., 2011).  

Subcluster 15는 MS와 FS의 발현차이가 7.49이며, 다른 

subclusters의 발현패턴과는 다른 양상을 보인다. 다른 subclusters의 

transcripts의 발현은 MS이후 급격하게 내려가는 양상이 관찰되나 

subcluster 15의 경우는 MS와 가장 유사한 형태인 BS의 T1단계까지 

발현량을 유지하다가 T2부터 급격하게 발현량이 줄어드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Subcluster 15에 포함된 transcript을 동정한 결과 대분의 

transcripts가 Pinus contort와 Picea engelmannii x Picea glauc에서 

Chitinase 1-2와 Chitinase 7-1이 나타났다. Chitinase는 옥수수에서 

썩음과 줄기 부패의 원인이 되는 Stenocarpella maydis로부터 저항성을 

가지고 있으며 이 단백질이 식물의 병원균으로부터 부패되는 것에 대한 

감수성을 가지고 있다는 연구 결과가 있다(Naumann et al., 2010). 

앞서 동정했던 subcluster 12 안에 있는 transcripts 대부분이 식물의 

방어기작이나 내성과 관련된 유전자로 추정할 수 있다. 또한 MS 조직이 

많이 포함되어 있는 구과일수록 식물의 방어 기작과 관련한 유전자의 

발현이 더 많은 것을 확인 할 수 있었다. 또한 Group 1 중 모든 

subclusters 에서 발현 차이가 조직이 표현형이 바뀜에 따가 가장 

극적으로 변하는 subcluster 안에 방어기작과 스트레스 내성과 관련한 

transcripts 가 가장 많이 포함되어 있는 것을 확인 할 수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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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2-8. Comparison of the gene-based relative expression levels concurrently detected by RNA-seq of major 

ortholog genes of group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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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Figure 2-9. Group 1, Grouping of subclusters of transcripts by expression patter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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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2-3. Description of transcripts of subcluster 12 

GenBank Plant Desctiption 

BT101845.1 Picea glauca (white spruce) unknown 

XM_018955953.1 Juglans regia (English walnut) 
PREDICTED: Juglans regia desiccation-related  

protein PCC13-62-like(LOC108984117) 

FJ043498.1 Pinus taeda (loblolly pine) unknown 

KM521229.1 Pinus tabuliformis 
Pinus tabuliformis late embryogenesis abundant protein  

LEA4-2 

KM521220.1 Pinus tabuliformis 
Pinus tabuliformis late embryogenesis abundant protein  

LEA1-2 

XM_020238950.1 Ananas comosus (pineapple) 
PREDICTED: Ananas comosus alpha-galactosidase-like  

(LOC109714355), 

XM_014638685.2 Vigna radiata var. radiata (mung bean) 
PREDICTED: Vigna radiata var. radiata subtilisin-like  

protease 

L42464.1 Picea glauca (white spruce) 
Picea glauca Em-like protein(EMB44) mRNA, complete  

cds. 

XM_023032580.1 Olea europaea var. sylvestris 
PREDICTED: Olea europaea var. sylvestris subtilisin-like  

protease SBT1.3 (LOC111403915) 

BT106046.1 Picea glauca  Picea glauca clone GQ02901_P11 mRNA sequence 

FJ237438.1 Cupressus sempervirens 
Cupressus sempervirens isolate cyplp029 putative water  

deficit inducible protein mRNA, partial cds 

XM_028077274.1 Vigna unguiculata (cowpea) 
PREDICTED: Vigna unguiculata probable WRKY transcription  

factor 31(LOC114188682), mRNA 

KM521219.1 Pinus tabuliformis 
Pinus tabuliformis late embryogenesis abundant protein 

LEA1-1 mRNA, complete cds 



 

53 

 

KM033838.1 Pinus pinea (stone pine) Pinus pinea dehydrin (dhn_ESK2) mRNA, complete cds. 

FJ043498.1 Pinus taeda  unknown 

L42465.1 Picea glauca (white spruce) 
Picea glauca late embryo abundance protein (lea) mRNA,  

complete cds. 

BT110256.1 Picea glauca  unknown 

BT123923.1 Picea sitchensis  unknown 

XM_025077839.1 Ziziphus jujuba (common jujube) 
PREDICTED: Ziziphus jujuba probable beta-D-xylosidase 2 

(LOC107426164), transcript variant X2, mRNA. 

PTA00070906 Pinus sylvestris L. EMB-1 protein-like 

 

 

 

Table 2-4. Description of transcripts of subcluster 15 

GenBank plant Description 

BT114188.1 Picea glauca (white spruce) Unknown 

JQ443649.1 Pinus mugo  Unknown 

HM219844.1 Picea engelmannii x Picea glauca  class I chitinase (Chia1-2) mRNA 

BT070982.1 Picea sitchensis  Unknown 

FJ140028.1 Pinus taeda  Unknown 

HM219849.1 Pinus contorta  class I chitinase (Chia1-2) mRNA 

HM219851.1 Pinus contorta  class VII chitinase (Chia7-1) mRNA 

HM219851.1 Pinus contorta  class VII chitinase (Chia7-1) mRN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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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3.3 Expression pattern analysis of Group 2 

 

Group 2에 포함된 subcluster 2, 5, 8의 transcripts expression 

median 값들은 Group 1과 정반대의 패턴을 보여준다. 수구화에서는 

거의 발현하지 않다가 양성구화의 T1부터 일제히 발현량이 증가하여 

정단부 암구화까지 발현량의 큰 변화 없이 지속적으로 발현하는 

transcripts를 확인할 수 있다. 특히 다른 subclusters보다 subcluster 

5의 발현차이가 가장 컸다. Subcluster 5의 transcripts들 중 Pinus 

contorta (lodgepole pine)에서 Cytochrome P450 enzymes가 동정 

되었다. 이 Cytochrome P450 monoxygease 일산소화효소, CYPs는 

소포체에 존재하며 관련되지만 구별되는 혼합-기능 산화효소를 이르는 

일반적인 용어이다. CYPs는 지베렌린과 브라시노스테로이드 생합성 

단계를 포함하는 다양한 산화과정에 참여하는 효소로 알려져 

있다(Ohnishi et al., 2012). 

지베렐린(gibberelins)은 뿌리와 줄기의 생장을 촉진할 뿐 아니라 

꽃의 개시와 성 결정에도 영향을 미치는 호르몬으로 알려져 

있다(Yaxley et al., 2001, Fu and Harberd, 2003). GA는 로제트형 

식물에서 개화를 위한 장일 처리나 저온처리를 대체할 수 있으며, 

양성화보다는 단일화의 경우 꽃의 성 결정은 유전적으로 조절된다. 또한 

광주기나 영양상태의 환경적인 영향은 GA에 의하여 중개된다. 예를 

들어 옥수수에서 GA는 수술의 발달을 억제하여 암꽃만 형성한다. 오이, 

대마와 같은 쌍자엽식물에서는 반대의 효과를 갖는다(Dellaporta and 

Calderon, 1994., Pimenta and Lange, 2016). Pinus densiflora에서 

동정한 putative 1-D-deoxyxylulose 5-phosphate synthase type 2 

(DXS) mRNA는 resin 생합성의 표지자로 사용되며, 목재의 줄기에서 

특히 많이 합성된다. 목재가 상처를 입었을 때 급격하게 전사수준이 

높아진다. 소나무에서 PdDXS와 PdHDR의 유전자의 전사 조절로 

resin의 생합성이 조절된다고 추측한다(Kim et al., 2009).  

Pinus sylvestris (Scots pine)에서 flavoprotein-containing 

polyamine oxidase로 추정되는 mRNA가 동정되었다. Flavoprotein은 

Vitamin B2를 함유한 리보플라빈과 단백질이 결합된 황색 단백질 

효소이며, polyamine oxidase는 최근 H2O2의 세포 생존에 관여한다는 

연구를 토대로 암치료에 새로운 전략으로 떠오르고 있다(Okubo et al., 

2019). Pinus tabuliformis에서 gibberellin metabolism gen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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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enBank accession no. KJ158982.1)가 발견 되었다. 또한 Pinus 

banksiana에서는 monoterpene 합성 유전자가 동정 되었는데 이는 

sage에서 가뭄스트레스에서 monoterpene의 양이 급격하게 증가함을 

보고하며, 스트레스에 능동적으로 작용하는 효소로 알려져 

있다(Radwan et al., 2017). 

Cluster 2에서 얻은 3개의 유전자는 CXIP1, E3 ubiquitin ligase 그리

고 ATP-binding cassette transporter, cluster 7에서는 GST 유전자

가 발견되었다. 마지막으로 cluster 14에서는 cytochrome P450과 

CYP703A2가 발견되었다. Cluster 2는 group 2에 속한 cluster로써 수

구화에서 발현이 낮다가 양성구화의 발달이 시작되는 단계부터 암구화에 

가까워지는 단계까지 지속적으로 발현이 높게 유지되는 패턴을 가진 

transcripts로 구성되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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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2-10. Comparison of the gene-based relative expression levels concurrently detected by RNA-seq of major 

ortholog genes of group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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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2-11. Group 2, Grouping of subclusters of transcripts by expression patter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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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2-5. Description of transcripts of subcluster 5 

GenBank plant Description 

KJ845674.1 Pinus contorta (lodgepole pine) Cytochrome P450 enzymes of the CYP720B subfamily  

EU438118.1 Pinus densiflora 

Regulation of resin acid synthesis in Pinus densiflora  

by differential transcription of genes encoding multiple  

1-deoxy-D-xylulose 5-phosphate synthase and 1-hydroxy- 

2-methyl-2-(E)-butenyl 4-diphosphate reductase genes  

KJ711003.1 Pinus tabuliformis 
The genes involved in the male and female cone development  

in Pinus tabuliformis 

AF513113.1 Abies grandis geranyl diphosphate synthase (GPPS3) mRNA 

JQ240294.1 Pinus contorta  Pinus contorta monoterpene synthase like (TPS-mono1) mRNA 

  
Unknown 

AC241306.1 Pinus taeda (loblolly pine)  Unknown 

HM236830.1 Pinus sylvestris (Scots pine)  putative flavoprotein-containing polyamine oxidase mRNA 

KJ158982.1 Pinus tabuliformis  gibberellin metabolism genes 

KU287879.1 Picea glauca putative intracellular pathogenesis-related protein (m007d1) gene 

EF083202.1 Picea sitchensis (Sitka spruce)  Unknown 

AY779541.1 Pinus taeda  Pinus taeda diterpene synthase mRNA 

MH017230.1 Pinus taeda 
cDNA sequences associated with carbon metabolism, wood formation,  

and disease resistance 

FN256697.1 Pinus pinaster Unknow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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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H017230.1 Pinus taeda Glucan endo-1,3-beta-glucosidase 3 GH17a) mRNA 

BT107419.1 Picea glauca (white spruce)  Picea glauca clone GQ03107_E08 mRNA  

JQ240290.1 Pinus banksiana  monoterpene synthases 

BT115060.1 Picea glauca clone GQ03608_D06 mRNA 

BT102153.1  Picea glauca (white spruce)  clone GQ0167_I07 mRN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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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3.4 Expression pattern analysis of Group 3 

 

Group 3에 포함된 subcluster 10, 11, 14는 transcripts expression 

median 값들은 양성구화와 측면부 암구화에서 높고, 수구화와 정단부 

암구화에서 낮은 subcluster들이다. 즉, 측면에서 발달하는 암구화 조직

이 있는 개체에서 높게 발현되는 transcripts를 grouping 해 놓았다. 

Subcluster를 세부적으로 분석해 보았을 때, subcluster 10, 14는 양성

구화의 T1 ~ T4에서만 특이적으로 발현이 높았으며, subcluster 11은 

subcluster 10과 14 보다 발현의 폭은 넓지 않았으나 측면부 암구화에

서 발현이 특이적으로 올라가는 것을 확인 할 수 있었다.  

Subcluster 10에서는 Capsicum annuum의 transcription factor 

bHLH90-like으로 추정되는 mRNA를 동정하였고 특성은 밝혀져 있지 

않다. Pinus radiata에서 동정한 MC1 유전자는 Arabidopsis에서 프로그

램 된 세포 사멸(PCD)의 식물체에서 식물 노화 방지 및 생존에 기여하

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Coll et al., 2014). Pinus radiata에서 동정한 또

다른 PtLTP1 유전자는 lipid transfer protein으로 orthologous gene인 

AtLTP1이 ethylene의 반응과 신호를 조절하는 기능이 있는 것으로 알

려져 있다. 식물호르몬인 에틸렌은 세균, 균류, 식물기관에서 생산되며, 

환경 스트레스와 옥신은 에틸렌 생합성을 촉진한다. 에틸렌은 열매의 성

숙을 조절하고, 종자 휴면 타파, 비대팽창, 뿌리와 뿌리털, 수생식물 등

의 생장을 촉진, 잎의 노쇠를 가속화하고, 파일애플과에서 개화를 유도

하는 등 다양한 역할을 하는 호르몬이다. 또한 최근에는 비생물 환경스

트레스에 대한 식물의 반응을 중재하는 식물 개발의 핵심 호르몬으로 주

목을 받고 있다(Groen and Whiteman, 2014).  

  Subcluster 14에서는 Ipomoea nil의 peroxidase 40 mRNA, 

Spinacia oleracea에서 cytochrome P450 704C1이 동정되었다. 둘 모

두 과산화효소로써 식물체 내에서 활성산소를 산화시키는 촉매제로 스트

레스에 반응하는 유전자이다. Pinus tabuliformis에서는 PtGASA2가 발

견되었다. GASA gene family는 arabidopsis에서 기능연구가 되어 왔으

나 많이 알려지지 않은 유전자이다. GASA2는 arabidopsis의 뿌리와 꽃

에서 발견되었으며, GA에 의해 조절되는 것으로 나타났다(Herzog et al., 

1995). Cryptomeria japonica에서는 잎과 암꽃 그리고 shoot 생장에서 

발견되는 CLFL006_I15, CFFL004_I18, CSFL015_B17의 mRNA가 동

정되었다. Pinus tabuliformis에서는 PtCHS1이 동정되었다. PtCHS1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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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균 및 방어기작에 중요한 역할을 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는 유전자이다

(Hayakawa et al.,2017). Pinus taeda에서 발견된 cinnamyl alcohol 

dehydrogenase (CAD) gene은 쌀에서는 monolignol을 생합성하는 유

전자로 알려져 있으며, 리그닌 생합성 관련 유전자의 전사와 관련이 깊

은 유전자이다(Hirano et al., 2012).   

Subcluster 11에서는 24개의 transcripts가 포함되어 있으며 그 중 

발현량을 log2으로 전환한 값들을 측면부 암구화의 발현량에서 T1 ~ 

T4의 발현량 평균 값을 뺀 값이 3이상 되는 5개의 transcript를 동정하

였으며, 그 중에서 Citrus sinensis heat shock cognate 70 kDa protein 

2를 발견하였다.  

Vigna angularis에서 LINE-1 retrotransposable element가 동정 되

었다. LINE (Long interspersed nuclear elements)은 많은 진핵생물에

서 발견되는 retrotransposable element의 한 형태이다. 이 LINE은 활

성화 되었을 때 세포 내에서 동원되어 꾸준히 유전자 서열을 재배열 시

킬 수 있다. Active LINE reorganization은 돌연변이 유발의 원천으로 

메틸화되어 있으나 조절되지 않는다면 동물에서 암과 같은 발병 기전을 

활성화시키는 역할을 한다(Kerachian et al., 2019). 



 

62 

 

 

Figure 2-12. Comparison of the gene-based relative expression levels concurrently detected by RNA-seq of major 

ortholog genes of group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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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2-13. Group 3, Grouping of subclusters of transcripts by expression patter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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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2-6. Description of transcripts of subcluster 10 

GenBank plant Description 

XM_016693151.1 Capsicum annuum 
PREDICTED: Capsicum annuum transcription factor bHLH90-like  

(LOC107848388), transcript variant X1, mRNA 

U90350.1 Pinus radiata (Monterey pine) Pinus radiata PrMC1 mRNA, complete cds. 

U90342.1 Pinus radiata (Monterey pine) Pinus radiata PrLTP1 mRNA, complete cds. 

U90343.1 Pinus radiata  Pinus radiata PrMC2 mRNA, complete cds 

 

Table 2-7. Description of transcripts of subcluster 14 

GenBank plant Description 

BT100404.1 Picea glauca  Picea glauca clone GQ0013_H20 mRNA sequence. 

BT103137.1 Picea glauca  Picea glauca clone GQ0207_C11 mRNA sequence 

KJ711081.1  

XM_019325237.1 

Pinus tabuliformis  
Ipomoea nil  

Pinus tabuliformis clone PtMCE1 MCE1 mRNA, complete cds  

PREDICTED: Ipomoea nil peroxidase 40 (LOC109175870), mRNA. 

XM_022000826.1 Spinacia oleracea  
PREDICTED: Spinacia oleracea cytochrome P450 704C1-like 

(LOC110795802), mRNA  

BT100460.1  Picea glauca  Picea glauca clone GQ0015_C21 mRNA sequence  

KJ711050.1 Pinus tabuliformis Pinus tabuliformis clone PtGASA2 GASA2 mRNA, complete cds  

AY596275.1  Pinus monticola  Pinus monticola pathogenesis-related protein 10-3.3 mRNA, complete cds 

BT100384.1 Picea glauca  Picea glauca clone GQ0013_A21 mRNA sequence  

JQ904039.1  

AK416354.1 

Cunninghamia lanceolata  
Cryptomeria japonica   

Cunninghamia lanceolata cinnamoyl-CoA reductase (CCR2) mRNA, complete 

cd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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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ryptomeria japonica mRNA, clone: CSFL021_H19, expressed in reproductive 

shoots  

BT116526.1 Picea glauca Picea glauca clone GQ03801_F12 mRNA sequence  

KJ711012.1 Pinus tabuliformis Pinus tabuliformis clone PtCHS1 CHS1 mRNA, complete cds. 

FJ428228.1  Pinus taeda  
Pinus taeda cinnamyl alcohol dehydrogenase (CAD) gene, 5' UTR, promoter 

region and partial cds. 

KP056747.1  

XM_006836233.3 

Ginkgo biloba  
Amborella trichopoda 

Ginkgo biloba flavonoid 3' hydroxylase-like protein (F3'H) mRNA, complete 

cds  

PREDICTED: Amborella trichopoda cytochrome P450 703A2 (LOC18427181), 

mRNA  

XM_028815890.1 Erpetoichthys calabaricus 
PREDICTED: Erpetoichthys calabaricus synaptotagmin like 4 (sytl4), 

transcript variant X2, mRNA  

BT100432.1 Picea glauca Picea glauca clone GQ0014_A15 mRNA sequence  

AB602861.1  Cryptomeria japonica  
Cryptomeria japonica mRNA for hypothetical protein, complete cds, clone: 

CMFL030_J13  

U90341.1  Pinus radiata Pinus radiata chalcone synthase homolog PrChS1 mRNA, complete cds  

AK410422.1 

AK406855.1 

AK415736.1  

Cryptomeria japonica 

Cryptomeria japonica mRNA, clone: CLFL006_I15, expressed in needles  

Cryptomeria japonica mRNA, clone: CFFL004_I18, expressed in female 

strobilus  

Cryptomeria japonica mRNA, clone: CSFL015_B17, expressed in reproductive 

shoot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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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2-8. Description of transcripts of subcluster 11 

GenBank plant Description 

XM_017555898.1 Vigna angularis(adzuki bean) 
PREDICTED: Vigna angularis LINE-1 retrotransposable element ORF2 

protein (LOC108323438), partial mRNA. 

XM_015532667.2 Citrus sinensis 
PREDICTED: Citrus sinensis heat shock cognate 70 kDa protein 2 

(LOC102617514) 

 

 

 



 

67 

 

4.3.5 Expression pattern analysis of Group 4 

  

Group 4는 subcluster 1, 3, 6, 13이 포함되어 있으며, 양성구화 부분

에서 발현이 높은 특징이 있다. 그러나 똑같이 양성구화 부분에서 발현

이 높은 group 3와 다른 점은 양성구화의 T1 형태의 구화 즉, 수구화에 

아까우나 암구화의 조직이 발견될 시기의 변화가 일어나는 초기단계에 

가장 발현이 높은 subcluster 1, 6을 포함하고 있다.  

그 중 T1에서 가장 발현이 높은 subcluster 6의 transcripts 들의 

annotation 결과를 보면 Picea engelmannii x Picea glauca, Pinus contorta, 

Picea abies, Pinus taeda 총 Picea와 Pinus 속의 4개의 수종에서 부패에 

저항성을 가지는 chitinase gene family의 orthologous 유전자 4개를 

찾을 수 있었다. 또한 Pinus radiata와 Ricinus communis에서 PIN1과 

auxin efflux carrier component 1c으로 추정하는 mRNA를 동정하였다. 

이는 T1의 단계에서 Auxin이 작동하도록 그 수송체들이 발현한다고 유

추해볼 수 있다. 그리고 Pinus pinaster에서 laccase (Lac2 gene)을 동

정하였는데 이 유전자는 lignin 분해 및 독성해독과 관련이 있다. 또한 

버섯이나 벌 등에도 존재하며, lignin을 생분해하며 목재에 부후에 관여

하는 유전자이다(Yang et al., 2016) 

Vigna radiata var. radiata에서는 cannabidiolic acid synthase- 

like 1 mRNA가 동정되었다. CBDA 합성 효소가 산소 분해 효소도 아니

고 과산화 효소도 아니며 cannabigerolic acid뿐만 아니라 

cannabinerolic acid로부터 CBDA의 형성을 촉매하는 역할을 한다.  이 

CBDA는 cannabinoids를 합성하는데 cannabinoids는 cannabis와 

Echinacea에서 주로 발견된다. Cannabinoids는 식물체의 trichomes의 

수지구에 집중되어 있고, CBDA는 수지구에 농축액을 축적하는 역할도 

한다 대마의 주요 환각 성분으로 알려진 CBDA는 소나무에서의 주된 기

능은 알려져 있지 않다(Taura et al., 1996).  

Pinus pinaster에서 동정한 NPF family transporter (NPF7.3) 

mRNA는 nitrate transporter 1 / peptide transporter family (NPF) 라

는 질산염, 아미노산, 펩타이드 및 식물 호르몬을 포함한 질소 화합물의 

수송과 정착에 관여한다. 무기영양상태가 소나무속의 성을 결정하는데 

영향을 준다는 연구 결과가 있었다(Sweet & Will, 1965; Wareing, 

1958). 이전 영양학적 연구에 따르면 질소 시비가 MS가 있는 자리에 

FS가 발달하거나 MS에서 FS로 전환이 일어나게 하는 관찰 결과가 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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었다(Giertych & Forward, 1966). 또한 Pinus elliottii 수종에서 질소

의 시비를 높인 결과 수구화에서 양성구화의 수가 증가하는 것을 관찰하

였다(Hoekstra and Mergen, 1957). NPF가 T1에서 상대적으로 높게 

발현한 것은 질산염(nitrate)이 당년지의 측면부의 수구화 조직을 암구

화의 조직으로 성전환 시키는데 필요한 영양소이기 때문이다. 

 

 

 

 

 

 
 

Figure 2-14. Group 4, Grouping of subclusters of transcripts by 

expression patter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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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2-15. Comparison of the gene-based relative expression levels concurrently detected by RNA-seq of major 

ortholog genes of group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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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2-9. Description of transcripts of subcluster 6 

 

  

GenBank Plant Description 

JQ261757.1 Pinus radiata 
Pinus radiata isolate 4707 hypothetical protein (0_11938_01) gene,  

partial cds  

HM219847.1  Picea engelmannii x Picea glauca  
Picea engelmannii x Picea glauca class VII chitinase (Chia7-1)  

mRNA, complete cds  

XM_014634629.2  Vigna radiata var. radiata 
PREDICTED: Vigna radiata var. radiata cannabidiolic acid synthase 

-like 1 (LOC106752857), mRNA 

KJ023090.1  Pinus thunbergii  Pinus thunbergii peroxidase mRNA, complete cds  

HM219850.1  Pinus contorta  Pinus contorta class I chitinase (Chia4-1) mRNA, complete cds  

AY270019.1 Picea abies  Picea abies class IV chitinase Chia4-Pa2 mRNA, complete cds  

FN824801.1 Pinus pinaster  
Pinus pinaster mRNA for laccase (Lac2 gene), lignin degradation  

and in the detoxification of lignin-derived products  

KX986717.1  

KY807684.1  

XM_002530441.3 

Pinus pinaster 
Pinus radiata 
Ricinus communis 

Pinus pinaster NPF family transporter (NPF7.3) mRNA, complete  

cds  

Pinus radiata PIN1 protein (PIN1) mRNA, complete cds  

PREDICTED: Ricinus communis probable auxin efflux carrier  

component 1c (LOC8283128), mRNA  

EU392814.1  Pinus taeda 
Pinus taeda isolate FBRC12 chitinase type 4-like gene, partial  

sequen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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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3.6 Expression pattern analysis of group 6 

 

Group 6은 subsubcluster 14의 12개 transcripts와 subsubcluster 

30의 2개의 transcruots를 포함하고 있다. 이 그룹은 양성구화 부분에

서 발현이 높은 특징이 있다. 양성구화 부분에서 발현이 높은 group 3

과 유사한 발현 패턴을 가지고 있다. 즉, 수구화에서 발현이 낮았다가 

양성구화로 성전환이 되는 단계에서는 발현이 급격하게 높아지는 것을 

확인 할 수 있다. 또한 측면부 암구화와 정단부 암구화에서 발현이 급격

하게 떨어지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Cytochrome P450, PtGASA2, 

transcription factor bHLH90과 같은 유전자는 group 3과 겹치는 유전

자들이다. 그러나 6의 경우에는 수구화에서 양성구화의 발현 차이가 

group 3과 비교하여 보다 적은 패턴을 가지고 급격하게 측면부 암구화

와 정단부 암구화의 단계에서 발현량이 떨어지는 유전자를 확인할 수 있

다.  

Pinus tabuliformis에서 발견된 PtGASA2는 애기장대에서 기능 구명 

연구가 되어 왔고, 뿌리와 꽃에서 발견되어 지베렐린에 의해 조절되는 

것으로 밝혀져 있다. Sugar phosphate/phosphate translocator 

At3g14410는 애기장대에서 역수송체, 세포벽을 관통하는 수송체 역할

을 하는 활성을 가지고 있다. 또한 탄수화물을 membrane 사이로 수송

하는 역할을 한다(Gaudet et al., 2011).  

Synaptotagmin like 4(sytl4) 유전자는 인간의 혈소판에서 발견되는 

유전자이다. 뭉쳐있는 것들을 풀어주는 역할을 하며 혈소판에서 혈액 응

고가 일어날 때 이 유전자가 관여하여 출혈이 멈추지 않게 만드는 역할

을 한다. 그러나 이 유전자는 인간과 쥐에서 주로 연구가 되어있으며 아

직 식물에서는 어떠한 어떠한 기능을 하는지 밝혀져있지 않다(Hampson 

et al., 2013).  

Arabidopsis thaliana와 Capsicum annuum에서 모두 나타난 

Transcription factor bHLH90은 DNA-binding 기능이 있으며, 전사효

소를 활성화하는 기능이 있다. 또한 DNA 주형에 바인딩되어 전사를 조

절하는 역할을 한다(Riechmann et al., 2000). 또한 같은 transcript의 

일부 다른 도메인에서 U6 spliceosomal RNA 서열이 동정되었는데 애

기장대에서는 U4/U5/U6 tri-snRNP 복합체가 pre-mRNA 절단에 참

여한다. 또한 암배우체(female gametophyte)에서 난세포와 중심세포의 

생사를 결정하는 역할을 하며 생식세포의 사멸을 예방하고 생식에 성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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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게 하는 중요한 역할을 한다. 이 두 Transcription factor bHLH90와 

U6 spliceosomal RNA가 암구화만 존재하는 구간에서 급격히 발현량이 

줄어들었다. Lachesis 유전자는 생식세포 내에서 부세포들이 난세포와 

중심세포의 성숙과정에서의 기작에 도움을 주게 만들어주는 역할을 한다. 

Lachesis의 효모 절단 인자 PRP4와 상동성이 있으며 절단 장치의 구성 

요소가 세포 운명 결정에 참여함을 나타낸다(Gross-Hardt et al., 

2007). 이 두 유전자는 또한 한 transcript 서열에서 가까운 위치에 발

견되었으며, bHLH90이 PRP4의 발현을 조절하는 것으로 판단할 수 있

다.  

  

 

Figure 2-16. The blast result of transcript in subcluster 30.  

 

Olea europaea var. sylvestris에서 동정해낸 Xyloglucan 

endotransglucosylase / hydrolase genes (XTHs)을 담배에서 연구된 

이종상동유전자인 NtXTHs의 기능을 들여다본 결과 Xyloglucan 골격의 

재구성 및 변형에 필요한 효소를 암호화하여 세포의 변화를 일으키는 역

할을 하며 XTH의 ontology 분석 결과 조직별로 특이 발현 패턴을 나타

내는 것으로 드러났다. 특히 IAA와 brassinolide를 포함한 염분, 알칼리, 

열, 냉각 및 식물 호르몬을 포함한 환경 스트레스에 상응하는 12 개의 

NtXTHs의 발현 양상이 밝혀졌다(Wang et al., 2018).  

shuffling among the different Arabidopsis transcription factor families. Gene  

epresented by circles, whose size is proportional  
 

Table 2-10. Description of transcripts of subcluster 30 

GenBank Plant Description 

XM_016693151.1 

XR_003580750.1 

 

Capsicum 
annuum 

PREDICTED:  transcription factor bHLH90-like 

(LOC107848388), transcript variant X1, mRNA 

PREDICTED:  U6 spliceosomal RNA  

(LOC114081232), ncRN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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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2-11. Description of transcripts of subcluster 14 

GenBank Plant Description 

BT100384.1 Picea glauca clone GQ0013_A21 mRNA sequence  

XM_022000826.1 Spinacia oleracea 
Select seq XM_022000826.1 PREDICTED: Spinacia oleracea 

cytochrome P450 704C1-like (LOC110795802), mRNA 

KP056747.1 

XM_006836233.3 
Amborella trichopoda 

Ginkgo biloba flavonoid 3' hydroxylase-like protein (F3'H) mRNA, 

complete cds 

PREDICTED: Amborella trichopoda cytochrome P450 703A2 

(LOC18427181), mRNA 

BT101933.1 Picea glauca GQ0133_K12 mRNA sequence 

BT103137.1  Picea glauca GQ0207_C11 mRNA sequence 

KJ711050.1 Pinus tabuliformis PtGASA2 GASA2 mRNA, complete cds 

BT100432.1 Picea glauca GQ0014_A15 mRNA sequence 

Unknown Unknown Unknown 

XM_022988057.1  Olea europaea var. sylvestris 
PREDICTED:  probable xyloglucan endotransglucosylase/hydrolase 

protein 6 (LOC111367276), mRNA 

JQ261124.1  Pinus radiata isolate 13650 anonymous locus 0_3251_01 genomic sequence 

XM_026549888.1 Papaver somniferum 
PREDICTED:  probable sugar phosphate/phosphate translocator 

At3g14410 (LOC113301107), transcript variant X2, mRNA 

 XM_028815890.1 Erpetoichthys calabaricus 
PREDICTED:  synaptotagmin like 4 (sytl4), transcript variant X2, 

mRNA 

 

 

  

https://www.ncbi.nlm.nih.gov/nucleotide/BT103137.1?report=genbank&log$=nucltop&blast_rank=1&RID=H1ABESY101N
https://www.ncbi.nlm.nih.gov/nucleotide/XM_022988057.1?report=genbank&log$=nucltop&blast_rank=4&RID=H1ATMZWX015
https://www.ncbi.nlm.nih.gov/nucleotide/JQ261124.1?report=genbank&log$=nucltop&blast_rank=1&RID=H1E75WUK01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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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2-17. Comparison of the gene-based relative expression levels concurrently detected by RNA-seq of major 

ortholog genes of group 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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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 5 절 결론 및 고찰 

 

수구화, 양성구화 네 단계, 측면부 암구화, 정단부 암구화 총 7 단계별

로 transcripts의 발현을 패턴화 한 결과 각 단계별로 특이적으로 발현

하는 transcripts들과 이와 관련한 이종상동성유전자(orthologous 

gene)들의 주석달기(annotation) 실시하였다.  

수구화의 구조에서 발현하며 수구화의 조직이 줄어들수록 발현량이 비

례하며 줄어드는 group 1에서 가장 발현이 높았던 subcluster 위주로 

동정한 결과 배발생 조직에서 발달하는 LEA gene family에 해당하는 

이종상동성유전자들을 찾을 수 있었다. LEA genes은 배발생과 세포막 

안정화, 염분스트레스, 삼투 스트레스, 등 다양한 능력을 가지고 있다. 

이와 더불어 본 연구를 통하여 수구화 조직에서 특이 발현하는 유전자라

는 것을 밝혀냈다. LEA gene이 반송의 수구화에서 어떠한 역할을 하는

지는 더 연구가 필요하다. 또한 항진균 능력과, 스트레스 방어 능력이 

있는 subtilisin-like protease, 건조 내성과 관련있는 cyplp029 gene, 

염분스트레스에 negative regulator로 작용하는 WRKY transcription 

factor ZmWRKY17, 가뭄 내성에 관여하는 dehydrin (dhn_ESK2) 

gene 등 수구화 조직에서 특이적으로 발현하는 유전자들은 주로 외부 

스트레스로부터 내성을 갖게 하거나 식물 방어에 관여하는 genes 들로 

구성되어 있었다(Wei et al., 2008).  

LEA gene family는 배발생과 세포막 안정화 등을 촉진하는 기능이 

있는 것으로 보아 화분 및 화분낭 발달 등 수구화의 발달에 영향을 미칠 

수 있으며 수구화의 조직이 치는 유전자라고 판단 할 수 있다. 또한 수

구화의 발달에 LEA gene family가 관여한다면 이를 활성화시키는 

transcription factor가 있을 확률이 높은데 본 group 1에서서는 WRKY 

transcription factor가 LEA gene family의 발현량이 수구화 조직의 양

과 정의 관계에 있었다. WRKY transcription factor와 LEA gene 

family가 스트레스 기작과 관련한 연구에서는 역의 상관관계를 나타낸다. 

후기 배발생 형성 과정에서 LEA gene family가 풍부하게 발견이 되며 

WRKY transcription factor는 애기장대에서 종자의 크기를 조절하며, 

목화(Gossypium hirsutum)에서 꽃밥과 화분 발달을 조절하는데 참여하

는 유전자 가족으로 연구가 되어 있다. 그러므로 이 둘이 정의 관계로 

수구화의 발달에 작용할 가능성이 높다고 할 수 있다(Liang et al., 

2016; Luo et al., 2005; Wang et al. 20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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암구화 조직에서 상시 특이적으로 발현하는 group 2에서 동정한 유전

자들을 보면 양성구화가 발달하기 시작하는 지베렌린과 브라시노스테로

이드 생합성 단계를 포함하는 다양한 산화과정에 참여하는 효소인 

CYPs, gibberellin metabolism genes (GenBank accession no. 

KJ158982.1) 등 암구화 조직이 발달하기 시작하면 GA호르몬을 생합성

하는데 관여하는 유전자들이 지속적으로 높게 발현하는 것을 확인하였다. 

즉, 지베렐린은 연구가 암구화의 발생량과 상관없이 항시 높게 발현하는 

호르몬으로서 반송에서 암구과 조직의 생존에 중요한 요소로 작용하고 

있다고 판단할 수 있다.  

양성구화에서 특이 발현하는 Group 3에는 ethylene을 조절하는 

PtLTP1, peroxidase 40, cytochrome P450 704C1 등 활성산소를 산

화시키는 기작에 촉매제로써의 역할을 하는 유전자들이 동정되었다. 

Auxin을 수송하는 PIN1과 auxin efflux carrier component 1c가 동정

되었고 리그닌을 분해하는데 관여하는 laccase (Lac2 gene)을 동정하였

다. 또한 양성구화의 발달 초기 T1 단계에서 특이적으로 발현하는 것으

로 동정한 대표적인 유전자로 NPF family transporter (NPF7.3)는 질

산염과 펩타이드 수송체로서의 역할을 하는데 T1 단계에서 NPF의 발

견이 과거 연구에서 무기영양소인 질소가 수구화의 성전환을 촉직하게 

하는 요인 중 하나라는 연구 결과를 뒷받침 해주는 결과라고 할 수 있다.  

Group 3에서는 양성구과의 초기 발달에 관련된 발현뿐만 아니라 측면

부의 암구화에서 특이적으로 발현하는 transcripts를 포함하는 

subcluster 11에서는 24개의 transcripts가 포함되어 있으며 그 중 발

현량을 log2으로 전환한 값들을 측면부 암구화의 발현량에서 T1 ~ T4

의 발현량 평균 값을 뺀 결과값이 3이상 되는 5개의 transcript를 동정

하였다. 그중에서 Vigna angularis의 LINE-1 retrotransposable 

element가 동정 되었는데 LINE (Long interspersed nuclear 

elements) 은 많은 진핵생물에서 발견되는 retrotransposable element

의 한 형태이다. 이 LINE은 활성화 되었을 때 세포 내에서 동원되어 꾸

준히 유전자 서열을 재배열 시킬 수 있다. Active LINE reorganization

은 돌연변이 유발의 원천으로 메틸화되어 있으나 조절되지 않는다면 동

물에서 암과 같은 발병 기전을 활성화시키는 역할을 한다(Kerachian et 

al., 2019). 일반적으로 칩엽수는 복잡한 지놈을 보유하고 있어 유전체 

연구를 진행하기에 어려운 측면이 많이 있다. 최근 연구에서 Picea 

abies, Picea glauca 그리고 Pinus taeda 세 수종에서 총 413,423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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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이 요소(transposable element, TEs)를 찾았고, 11,133개의 family

로 분류하였다. 소나무 속에서는 수많은 TE가 끊임 없이 이동하여 작용

하고 있다고 보여진다. 특히 LINE-1 RTE는 세포 내에서 작용하면서 

정단부 암구화 및 양성구화에 비하여 측면의 암구화에서 특히 높은 발현

을 보인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이를 통하여 LINE-1이 정단부의 암구

화와 측면부의 암구화를 구분짓게 만드는 요인 중의 하나일 가능성이 있

다고 판단하였다.   

그 중 T1에서 가장 발현이 높은 chitinase gene family와 PIN1과 

auxin efflux carrier component 1c으로 추정하는 mRNA를 찾았다. 이

는 T1의 단계에서 Auxin이 작동하도록 그 수송체들이 발현한다고 유추

해볼 수 있다. T1 단계에서의 질소 수송체인 NPF7.3과 유전자와 옥신 

수송에 관여하는 PIN1과 옥신 유입 수송체가 특이적으로 발현하기 때문

에 옥신과 질소를 성전환 초기에 수구화로 수송할 수 있는 것으로 보인

다.  

즉, 전사체 분석을 통하여 각 구화의 발달에 따라 특이적으로 발현하

는 이종상동성유전자를 찾아보면서 화기의 종류별로 발달에 관여하는 유

전자들을 추론할 수 있었다. 호르몬 수송체, 호르몬 생합성 전구체, 전사

인자, 기타 유전자 등 반송의 화기 발달에 특이적으로 다양한 유전자들

이 복합적으로 관여한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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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장 반송 암구화 발달 위치에 따른 집단의 

유전체 변이 

 

제1절 서 론 

 

반송(Pinus densiflora f. multicaulis Uyeki)은 소나무와 형태적으로 

많은 차이를 보이며, 교배양식 또한 차이가 있어 수관의 상층부에 

암구화가 발달하고 하층부에 수구화가 발달하는 소나무와 달리 

자가수분이 용이하게 수구화가 발달하는 위치에 암구화가 발달하거나 

수구화가 어떠한 원인으로 인하여 암구화가 되는 경우가 있다. 반송은 

수고가 낮고 양성구화의 발달이 불규칙하게 그리고 개체별로 다양한 

차이가 있어 1가화의 발달과정을 연구하기에 적합한 수종으로 알려져 

있다.  

또한 3년 이상 관찰 결과 당년지의 정단부에서만 암구화가 발달하여 

마디 사이에 성숙구과가 열리는 개체들과 정단부 이외에 측면부에서 

암구화가 발달하여 가지 중간에 성숙구과가 맺히는 개체들이 

구분되었으며 해마다 이런 현상이 유지되는 경향이 보이는 것으로 

판단할 때 암구화의 위치가 바뀌어 발달하는 원인은 환경적인 요인으로 

인한 발현 차이에 기인한 것이 아니라 유전적인 변이에 의한 것이라 

판단하였고, 두 집단을 분류하여 표본을 선정 후 DNA서열을 비교하면 

유전적 변이가 있을 것이라는 가설을 설정하였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정단의 암구화구조를 가진 화기가 발달하는 

위치의 차이가 나는 원인을 분석하기 위하여 정단의 암구화만 발달하는 

그룹(Group T)과 FS만 발달하는 두 그룹(Group N)으로 구분하여 각 

그룹의 잎 샘플을 재취하여 NGS기술을 기반으로 한 sequencing을 

진행하였다.  

발생한 유전자 서열을 조합하여 각 그룹의 SNPs를 Pinus densiflora 

reference genome에 mapping하여 그룹간 SNP 변이를 찾아내어 

변이의 위치에 관련된 유전자를 추적하는 방법으로 연구를 진행하였다.  

생산한 reads를 reference에 붙이는 작업이 끝난 후 두집단에서 같은 

곳에 붙은 위치의 reads의 SNPs를 찾아 그룹별로 분류하여 

homo/homo하게 차이가 있는 SNPs만을 선발한 후 SNPs의 위치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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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ference에서 파악하고 변이가 있는 위치에 관여하는 유전형질이 

어떠한 것이 있는지 확인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제2절 연구사 

 

반송(Pinus densiflora f. multicaulis Uyeki)은 소나무의 품종 중 

하나이며 자웅동체 수목으로 암수구화가 한그루에서 발달한다. 당년지의 

정단부와 측면부로 암구화(FS), 수구화(MS), 측면의 암구화(FSS) 

그리고 양성구화(BS)가 발달한다. 이 화기의 성결정은 다양한 

유전형질과의 조합, 영양성분, 기후 등 여러 내외부 조건에 따라 

결정된다(Nui et al., 2016).  

앞선 사전 연구에서는 반송이 다른 수종들보다 성전환이 많이 

일어나고 암구화의 위치가 정단 뿐 아니라 측면으로 위치가 바뀌어 

다량의 암구화를 발달시키는 이유에 대하여 반송의 왜소하고, 주간이 

없는 등 열성형질들을 보존하기 위해 진화하여 화기의 발달 역시 

자가교배를 피하는 것이 아니라 자가교배를 하는데 유리하게 

진화해왔다고 추측하였다. 이는 다양한 형질을 얻어 유전적 다양성을 

획득하고 생존에 유리한 고지를 점하는 기존의 자가수분을 피하고 

타가수분에 성공하기 위한 전략으로 진화한 고등식물과는 거리가 있었다. 

(Goodwillie and Weber, 2018).  

우리가 일반적으로 알고 있는 화기 발달 모양인 정단부에는 

암구화(FS)가 측면부에는 수구화(MS)가 발달하는 개체 뿐 아니라 

수구화(MS)만 형성이 되고 암구화(FS)가 억제되는 개체, 암구화 

(FS)만 발달하고 수구화(MS) 발달이 극히 적어진 개체, 당년지의 

정단부부터 측면부까지 골무모양의 형태로 암구화(FS)가 수구화(MS)의 

위치까지 발달하는 개체, 일반적인 발달에서 수구화(MS) 위치에 

암구화(FS)가 섞여 발달하는 개체 등 다양한 표현형은 반송 

풍매차대집단에서 관찰되었다(Table 1-2).  

또한 반송의 풍매차대집단을 관찰한 결과 지속적으로 개화에서 개체별 

경향성을 나타내었다. 한번 암구화가 발달하지 않는 개체는 해를 

거듭하여도 암구화가 발달하지 않았으며, 수구화가 발달하지 않는 개체 

또한 마찬가지였다. 소나무 집단은 전이 요소가 많은 편이라 

풍매차대집단에서 다양한 변이가 존재하며, 반송 또한 마찬가지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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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이가 존재한다(Warwell et al., 2017).  

반송에서의 생식기관의 차이에 따른 변이를 찾는 연구는 현재 거의 

없는 상태이다. 본 연구를 통하여 반송의 암구화의 위치에 대한 변이를 

찾아내어, 연구를 심화시켜 여러 주요 수종들에 적용이 된다면, 향후 

소나무과 다른 수종들의 생산량을 조절하여 생산 및 관리에 중요한 

기초연구가 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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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절 재료 및 방법 
 

3.2.1 반송 샘플링과 DNA 추출 그리고 sequencing 

  

강원도 화천에 있는 반송 인공교배 F1 풍매 집단에서 BS 및 FSS가 

발달하는 그룹(Group T)과 발달하지 않고 FS만 발달하는 두 

그룹(Group N)으로 나누어 각 그룹별 5개체를 선발하여 잎 샘플을 

채취하였다. genomicDNA 추출은 GeneAll Plant SV mini Kit 을 

사용하였다. Illumina HiSeq2500 플랫폼 기반으로 de novo assembly를 

실시하였다. 

 

Figure 3-1. A : Samples with only FS in branches (Group N), B : 

Samples with BS, FSS and FS in branches (Group T). 

 

3.2.2 SNP discovery 

 

Trimmomatic 프로그램을 사용하여 NGS 시퀀싱 데이터의 low 

quality 및 adapter sequence를 제거하였다. 그 다음, BWA 프로그램을 

사용하여 표준 유전체를 indexing하며, NGS, TGS 데이터를 Burrows-

Wheeler transform (BWT) 알고리즘 기반으로 국립산림과학원 

(KFRI)의 Pinus densiflora assembled genome draft reference 

genome data에 mapping하였고, Alignment 결과 및 mapping quality, 

SNP정보 등을 SAM파일로 저장하였다. Samtools 프로그램으로 SAM 

파일의 BAM, VCF format으로 변환하였고, population 내에서 mos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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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ikely genotype 결정 및 genotype 관련하여 통계정보를 생산하였다. 

그 후, SNP Genopyting을 위하여 Picard로 Mapping 정보의 데이터 

sorting 및 filtering 하였고, GARK v3.5.0 HaplotypeCaller 프로그램을 

활용하여 variant calling을 실시하였다. 각 샘플별 정보 취합 후 

polymorphic한 정보 선발 및 variant filtering을 실시하였다. 그 후 

필터링된 SNPs를 Trinity 프로그램으로부터 얻은 transctipts들에 

맵핑하는데 RNA raw data를 이어서 조립한 trinity data를 subreads에 

붙이는 방법을 Query len (trinity contig) > 50, subject len (PACBIO 

subreads) > 50 의 조건으로 사용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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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절 결 과  

 

4.1 Reads output of genomicDNA of the 10 samples 

 

10개의 잎 샘플 개체에서 각각 gDNA를 추출 후 Raw data를 

생산하였다. 각 샘플을 reference genome의 약 19GB를 기준으로 하여 

최소 5 X 로 데이터를 생산하였다. 그리하여 10개 샘플 별로 평균 약 

132.5GB의 데이터가 생산되었으며 평균 reads는 877MB의 양을 

생산하였다.  

   

4.2 SNPs discovery and filtering 

 

Raw data로부터 56,651,684 SNPs를 얻었다. 그 후, MinDP >=3, 

MaxDP <=100, MAF >=0.05, Gtno >=4 의 조건으로 1차 filtering을 

진행하여 26,8779,556 SNPs를 얻은 후 2차 filtering을 Neighbor 

SNP > 20bp 조건으로 하여 2,423,318 SNPs로 줄였다. 

 

4.3 SNPs selection 

 

Filtering 된 2,423,318 SNPs 중에서 N과 T 그룹간 차이가 있는 총 

16,666 SNPs를 선발하였다. 그 중 N/T 타입이 Homo/Homo인 SNP는 

7,356 개, Homo/Hetero인 SNP는 4,869 개, Hetero/Homo인 SNP는 

4,441개였다. 그 중에서 homo/homo이면서 각 그룹별로 모든 개체가 

같은 type의 SNP를 나타내는 SNPs를 sorting 한 결과 총 92개의 

SNPs를 얻을 수 있었다(Table3-4).  

 

4.4 SNPs mapping on transcripts data 

   

N/T그룹 내에서 모든 샘플이 일치하며 그룹 간의 서로 다른 

homo/homo SNPs로 최종으로 92개의 SNPs를 선발하였다. 이 SNPs가 

존재하는 위치의 reference genome sequence와 제 2 장에서 생산한 

transcripts의 sequence를 mapping하여 선발한 92개의 SNPs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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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치한 서열이 기능을 하는 위치인지 알아보고자 하였다. 그 결과 총 

29개의 transcripts의 sequence에 mapping이 되었으며, NCBI의 data 

base로 annotation한 결과 19개의 SNPs의 위치는 Pinus taeda 

clone의 complete sequence에 mapping되었으며, 이 부분의 기능은 

아직 밝혀져 있지 않다. 그 외 Picea sitchensis clone은 2개, Picea 

glauca clone에 3개의 SNPs가 mapping 되었다. 그리고 Pinus 

contorta에서 voucher DSG655 plastid, complete genome 

(MH612863.1)에 mapping 되었다. SNPs 위치의 기능이 밝혀져 있는 

transcripts은 Pinus pinaster의 malate dehydrogenase (mdhB) gene, 

partial cds(HM853297.1)였다(Table 3-4). mdh는 말산을 탈수소하며, 

옥살로아세트산을 생성하는 반응을 촉매하는 효소로 자연계에 널리 

분포하고 있는 효소이다.  앞서 언급한 반응은 에너지원인 ATP를 

생산하는 TCA회로의 점화제와 글루코스 재합성의 준비단계로서 

중요하다. Pinus pinaster의 transposon PpRT1, complete sequence 

(DQ394069.1)가 mapping 되었다(Rocheta et al., 2007).   PpRT1은 

5,966 bp이며, Pinus radiata의 IFG7 gypsy 레트로 트랜스포존과 

밀접하게 관련되어있다. 긴 말단 반복 (LTRs)은 각각 333bp를 가지며, 

이들 사이에 5.4 %의 서열 차이를 나타낸다. 특이적인 polypurine tract 

(PPT)와 primer binding site (PBS) 외에, PpRT1은 retroviral gene 

gag와 pol과 상동성이 있는 internal region을 가지고있다. PpRT1은 

IFG7 gypsy 와의 서열 차이가 있어 Pinus radiata내에서 잘 보존된 

retrotransposon인데 반송에서도 발견 된 것으로 보아 Pinus 속에서 잘 

보존된 orthologous retrotransposon인 것으로 판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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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3-1. Data output from 10 samples 

Sample ID Total read bases (bp) total reads GC (%) AT (%) Q20 (%) Q30 (%) 

T1 107,627,971,020 712,768,020 38.499 61.5 98.032 94.331 

T4 134,933,354,172 893,598,372 38.584 61.42 97.69 93.933 

T5 142,086,574,794 940,970,694 38.52 61.48 97.691 93.42 

T9 152,804,097,566 1,011,947,666 38.399 61.6 97.704 93.388 

T12 132,898,763,260 880,124,260 38.526 61.47 97.714 93.409 

N2 135,032,557,246 894,255,346 38.539 61.46 97.504 93.095 

N15 129,806,754,984 859,647,384 38.478 61.52 96.858 91.577 

N19 122,937,111,456 814,153,056 38.292 61.71 97.65 93.299 

N27 127,679,873,778 845,562,078 38.479 61.352 97.504 92.922 

N37 139,214,412,854 921,949,754 38.4 61.6 97.323 92.648 

Average 132,502,147,113 877,497,663 38.47 61.51 97.57 93.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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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3-2. Average depth per each samples. Mapping program : 

BWA v 0.7.17 with ‘mem’ engine 

 

 

Table 3-3. Selection of different SNPs of N/T group 

Type (N/T) SNP number 

Homo/Homo 7,356 

Homo/Hetero 4,869 

Hetero/Homo 4,441 

Total 16,66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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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절 결론 및 고찰  

 

N/T그룹 간 차이나 가는 SNP 92개를 최종 선발하였고, reference 

genome sequence와 제 2 장에서 생산한 transcripts의 sequence를 

mapping하여 선발한 92개의 SNPs가 위치한 서열의 기능을 확인하였다.  

각각 5개 표본으로 이루어진 그룹에서 모두 일치하고, 그룹간에 

차이가 보이는 SNP를 분류해낸 것으로 암구화의 위치에 따른 표현형의 

차이와 SNP가 연관이 있다고 판단하였다.  

92개의 SNP의 위치에 있는 reference genome 서열과 RNA-seq 

data를 mapping 한 결과 29개의 SNP를 annotation 하였으나 제 

2장에서 발현 패턴에 따라 분류되었던 Transcripts ID와 일치하는 

SNP는 없었다.  

눈에 띄는 이종상동성유전자(orthologous gene)는 Pinus pinaster의 

transposon PpRT1, complete sequence(DQ394069.1)이었다. 

PpRT1에 대한 연구에서 보면 PpRT1은 Pinus radiata내에서 잘 

보존된 retrotransposon이며 다른 orthologous gene들과도 서열에서 

차이를 보였다. 그런데 이번 SNP와 mapping된 transcript에서 나타난 

것을 보면 densiflora f. multicaulis Uyeki의 서열에서도 잘 보존된 

유전자로 판단된다. 

최근 transposon과 성결정이나 생식세포와 관련한 연구가 다수 

이루어지고 있다. 생식세포에서 H1이 자연적으로 고갈되면 DNA 탈 

메틸화, 헤테로 크로마틴 탈중축 및 트랜스포존 활성화가 일어난다. 

DNA demethylation, heterochromatin 탈증축 그리고 transposon 

활성화가 일어나며(He et al., 2019), 애기장대 연구에서는 동반 

세포에서의 demethylation이 식물 배우체의 transposon 메틸화를 

일으키고 세대간에 transposable elements의 안정된 침묵에 기여할 

가능성이 있음을 입증하였다(Ibarra et al., 2012). MADS-box의 

transcription factor인 ZmMADS69의 과발현은 조기 개화를 유발하는 

반면, ZmMADS69의 transposon을 삽입한 돌연변이체에서는 개화 

지연이 나타났다(Liang et al., 2019). 또한 transposon에 의해 유도된 

epigenetic한 변화로 인하여 멜론에서는 성결정이 유도되는 연구결과가 

있다(Martin et al., 2009). 소나무 속의 수종에는 전이 요소 

(transposon elements)가 굉장히 많이 발달해있기 때문에 이 전이 



 

88 

 

요소가 개화에 관여할 가능성이 있는 것으로 판단하였다. 

본 연구를 시작하기 앞선 관찰에서 풍매차대집단의 개체들에서 

암구화의 발달 위치를 관찰하여 다년간의 일관된 개화 위치에 대한 

경향성이 존재한다고 판단하였다. 그리고 이 현상이 지속된다면 

암구화가 정단에만 발달하는 개체들과 측면에만 발달하는 개체간 

유전적인 차이가 있을 것이라는 가설을 세웠었다.  

연구 결과 두 그룹간에 차이를 보이는 SNP들을 다수 찾을 수 

있었느며 그룹 내에서 일치하며 그룹 간 차이가 나는 homo/homo 

SNPs를 92개 찾아내었다. 이는 전사수준에서 변하는 것이 아닌 

유전적인 요인으로 인한 화기의 위치가 바뀌는 것이라는 가설을 뒤받침 

해줄 수 있는 일부 근거가 될 수 있으며, 초기에 세웠던 가설을 

기각하지 않는다는 것을 증명하였다.  

향후 실제로 SNPs의 위치를 반송 내의 유전체 서열과 염색체 내에서 

파악하여, 변이가 존재하는 원인을 증명하고 SNPs의 주변부를 더욱 

탐색하여 주변 유전자에 SNPs가 어떠한 영향을 끼치는가에 대한 

연구를 지속적으로 해나가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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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장 종합 결론 

 

본 연구는 사전 연구들과 관찰을 통하여 반송이 단순히 암구화와 

수구화가 아닌 양성구화가 발달하는 것과, 암구화의 발달이 다양한 

위치에서 이루어지 사실을 밝혔다. 밝혀진 사실의 원인을 탐색하기 

위하여 형태학적, 해부학적, 전사적, 유전적 방법을 사용하였다.  

제1장에서는 반송의 풍매차대집단에서 다양한 표현형의 개체를 

관찰함으로써 다양한 위치에서 발달하는 암구화와 양성구화가 각자 

본연의 기능 수행을 하는지 확인하였으며, 2장과 3장의 연구방법을 

뒷받침하는 근거를 찾는 관찰을 진행하였다. 제2장에서는 구화의 발달 

시기에 성전환이 이루어지는 구화의 표현형에 따라 관여하는 유전자를 

탐색하고, 발견한 유전자들의 발현 양상을 분석하여 각 표현형에 따른 

특이 발현 유전자들을 동정하고자 연구를 실시하였다. 제3장에서는 

암구화의 발달 위치에 따른 반송의 유전적 변이가 존재하는가에 대한 

연구를 실시하였다.  

제1장을 통하여 기존 소나무의 화기 연구가 암구화, 수구화, 양성구화 

세가지로 나누어 진행했던 것에서 발달위치에 따른 암구화를 

세분화시켰으며, 각기 다른 위치에서 발달한 구과에서 얻은 종자의 

발아테스트까지 확인하여 기존 양성구화에서 발달한 구과의 종자 활성 

테스트 연구를 보완하였다. 측면에서 발달하는 구과는 수구화를 

제외하면 암구화와 양성구화로 나눌 수 있으며, 암구화는 정상구과로 

발달하며, 양성구화는 암구화의 조직이 절반 이상으로 충분히 발달했을 

때에 구과로 발달한다는 것을 확인하였다. 또한 정단에 발달하는 구과와 

측면에 발달하는 구과와 종자의 형태적인 차이는 없었으나 분석 결과 

구과와 종자의 비교 분석에서 유의미한 차이를 보였다. 이는 환경적, 

영양적인 차이가 있을 것으로 판단하였다. 측면에 발달한 구과의 질을 

높이기 위한 다양한 연구가 이루어 진다면 상품성을 높일 수 있을 

것이다.  

제2장을 통하여 단순 암수 및 양성, 3단계로 나누어 전사체 분석을 

하였던 연구에서 나아가 양성구화의 발생 초기부터 성숙기까지 4단계로 

나누어 분석하여 기존 연구와 차별화를 시도하였으며, 수구화에서는 

LEA gene family와 WRKY transcription factor가 주요 유전자로 

보여졌으며, 이 두 유전자에 의해 수구화 조직의 발달이 이루어지는 

것으로 판단하였다. 양성구화가 발달하면서 옥신수송체와 질산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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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송체의 유전자가 발현이 높에 나타났으며 과거 선행 연구에서 보여준 

옥신, 질소 영양상태에서 성전환이 잘 일어난 생리학적 연구결과와 

일맥상통한 결과를 도출할 수 있었다. 암구화의 조직이 발달하기 

시작하면서 지베렐린 관연 생합성 유전자가 발견이 되었고, 암조직의 

양과 상관없이 항시 높게 발현하는 패턴을 보였다. 이를 통하여 

지베렐린이 암구화의 성숙을 높은 발현 상태에서 진행시키는 것이라 

추측할 수 있었다. 또한 측면의 암구화에서 특이적으로 높은 발현을 

보인 유전자로는 LINE-1 retrotransposable element가 있었다. 

소나무에서는 수많은 전이 요소가 존배하며 끊임 없이 유전자를 

변형하고 기능을 조절하는데 작용한다는 보고가 있다. 같은 형태인 

측면의 암구화와 정단부의 암구화 중 측면의 암구화에서만 전이요소의 

발현 패턴이 높았던 것으로 미루어보아 암구화의 위치가 바뀌는데 

LINE-1 전이 요소가 관여할 수가 있는 것으로 판단하였다.  

전사체 분석을 통하여 다양한 성분들이 복합적으로 화기 발달 및 위치 

선정에 영향을 준다는 것을 시사하고 있다.  

제3장의 연구결과를 통하여 화기의 조직 발달의 위치가 다양하게 

바뀌는 이유에 대하여 유전적 변이가 영향을 미친다는 추론이 

가능해졌다. AC와 SC를 가진 개체의 SNPs 차이를 보인 만큼 수목에서 

개화의 위치를 결정짓는 유전적 원인에 대해서 후속 연구가 필요하며, 

변이의 위치를 소나무의 염색체에서 정확히 파악하여 어떻게 유전이 

되었는지 개체별 형질 특성과 맞물려 추가적으로 연구를 할 필요가 있다.  

연구결과에서 탐색하여 도출한 주요 유전자들을 더욱 분석하여 향후 

기능연구까지 발전시켜 수목에서의 개화 위치 결정의 원인을 구명하는 

연구와 성결정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선발하여 변이체 연구를 하여 

구과생산량과 질을 조절할 수 있는 결과를 얻게 되고 구과목의 수종들 

중에서 구과가 식용 및 상업에 주로 쓰이는 수종들에 적용해 나간다면 

과학적, 환경적, 산업적으로 가치가 있는 실용적인 결과를 얻을 수 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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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장 향후 연구 방향 

 

구화가 열리기 전년도에 화기의 성이 결정되는 그 시점부터 관찰을 

추가로 해야 한다. 눈에서부터 잎이나 열매에 대한 shoot에 대하여 집단 

조사를 통하여 사전 설계 및 집단 통계 연구를 진행할 필요가 있다.  

풍매차대집단에서 개체변이가 심하기 때문에 산업적 학술적 가치와 

목표를 밑바탕으로 하여 다양한 형질에 대한 폭넓은 연구를 진행 할 

필요가 있다. 현재 실험 사이트에 다양한 형질의 풍매차대 개체들이 

존재한다. 구화수의 발달뿐 아니라 관점에 따라 다양한 잠재적 가치를 

지닌 개체들이 존재하기에 사전 조사를 다양한 관점에서 심도있게 

진행해야 한다. 

반송 당년지의 측면부에서 발달하는 구과의 속아내기 등 물리적 

처리를 통하여 생산성 향상에 직접 적용할 수 있는 연구가 진행되어 

활용할 수 있어야 한다. 수목의 전정과 올바른 구과 속아내기를 

실시함으로써 구과의 질이나 생산량이 어떻게 변하는지 확인할 필요가 

있다.   

전사체 분석은 구화의 발달 초기부터 면밀히 관찰하면서 현재 

진행했던 연구에서 본 연구의 결과의 신뢰성, 재현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반복 실험을 추가할 필요가 있다.  

개화 발달 초기부터 당년지에서 호르몬이 어떻게 이동하는지 관찰할 

필요가 있다. 전사체 분석을 통하여 얻은 주요 인자들의 이동이 어떻게 

이루어지는지 형광표지를 활용한 추적 등 다양한 관찰을 시도해야 한다. 

양성구화수의 채취를 본 연구에서는 단계별로 암수구조가 섞여있는 

개체를 분리하지 않고 실험에 임하였으나 양성구화수의 각 단꼐별로 

채취하여 암수의 조직을 분리하여 유전자의 발현을 확인해 보는 방법을 

추가로 진행할 수 있을 것이다.  

소나무에 대한 표준유전체가 완성이 되고 개화에 대하여 더욱 면밀히 

관찰하여 개체들을 확대 선발 후 변이를 더욱 크게 볼 수 있는 최신 

기법을 적용하여 집단 변이의 결과의 질을 높인다면 다양한 형질별로 

분류하여 반송의 고정된 형질이 어느 부위에 위치해 있는지 찾을 수 

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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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Abstract   
 

Pinus densiflora f. multicaulis Uyeki is one of the unique varieties 

of pine trees and is distributed mainly in Korea and Japan. Unlike 

the pine tree, the trunk is not developed straightly, but several 

branches are separated from the beginning of the ground. Thus, 

various types of tree appear for each individual, and they have 

excellent value. P. densiflora f. multicaulis are rarely distributed in 

nature and propagate by combining them for commercial or 

research purposes. In addition, Pinus species have been reported to 

have bisexual strobilus mixed male and female organ, and the 

development of bisexual strobilus has been observed more 

frequently in other species than in other species.  and recently 

some transcriptome analysis has been conducted in two overseas 

species. Also, studies on the reasons for the development of 

bisexual strobili in the pine trees and the factors determining the 

reproductive organs have been continuously carried out. In Korea, 

the genome sequencing project of Pinus densiflora is in the 

beginning stage, and genetic research on P. densiflora f. multicaulis 

is also in the basic stage. In this study, we selected P. densiflora f. 

multicaulis Uyeki that have a low height and a lot of strobili, and 

analyzed the characteristics of the strobili and mature cones of P. 

densiflora f. multicaulis by the morphological, transcriptomical and 

genetical variances differences. 

As a result of the analysis of cones and seeds, the on P. 

densiflora f. multicaulis showed a developmental pattern of sex 

transformation consistent with the results of the other species of 

pine trees. As a result of morphological analysis of the cones and 

seeds developed at the apical and lateral sides, it was found that 

side cones and seeds from the side cones had lower germination 

times and growth than the cones and seeds developed at the apical 

them. However, it was confirmed that the seeds obtained from the 

side cones were close to the germination rate of the seeds obtained 

from the apical con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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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s a result of analysis of transcriptome, the LEA gene family, 

cyplp029 gene, WRKY transcription factor ZmWRKY17, and 

dhn_ESK2 and so on were expressed in male strobili. In the 

beginning of biosexual strobili, we identified PtLTP1 to control 

ethylene, PIN1 to transport Auxin and NPF7 which transports 

nitrogen respectively. In female strobili, gibberellin, which is always 

expressed specifically in female tissues, the precursors of 

hormones such as CYPs and gibberellin metabolism genes, which 

are involved in the biosynthesis of gibberellin and brassinosteroid, 

in addition, in female strobili of side part, LINE-1 retrotransposable 

element was identified.  

As a result of the SNPs comparative analysis of normal population 

only developed apical cones and abnormal population developed side 

cones, only 16,666 SNPs were found in the two groups. Homo / 

homo SNPs 92, all of which matched within the population and differ 

between groups, were selected. Mapping to the sequence and 

RNA-seq data of the reference genome at the selected SNPs site 

revealed the transposon PpRT1 of Pinus pinaster. The function of 

the sequence of the selected SNPs should be clarified through 

further studies. 

From the results of this study, it was found that the same cone as 

the apical of branch is also developed in the lateral of branches. And 

genes that are presumed to be expressed by the flower 

developmental structure of P. densiflora f. multicaulis can be 

selected. In addition, we could find genetic differences according to 

the location of female strobili. Future studies such as the functional 

study of the genes found in this study and the development of the 

markers according to the results of SNPs molecular markers will be 

necessa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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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breviations :  

 

FS : female strobilus, seed cone, ovulate strobilus  

 

MS : male strobilus, pollen cone, staminate strobilus 

 

FSS : seed cone at the side aspect 

 

BS : bisexual strobilus 

 

AC : apical cone 

 

SC : side con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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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upplemental data 
 

S1. Desctiption of mapped transcripts with gene functional data 

base sets of Arabidopsis thailiana and Pinus sylvestris L. 

DB ID Description 

PTA00001950 C2-LURP-one-related 5 

PTA00042661 C2-Peptide/nitrate transporter At1g27040 

PTA00004904 C2-Glucan endo-1 

PTA00066366 C2-LRR receptor protein kinase 

PTA00001393 C2-At5g67385 

PTA00083041 C2-Tetratricopeptide repeat protein 7A 

PTA00009116 C2-Photosystem I reaction center subunit III 

PTA00038282 C2-CLAVATA2 

PTA00013722 C2-SAUR-like auxin-responsive protein 

PTA00084215 C2-Long-chain-alcohol oxidase FAO1 

PTA00011511 C2-CASP-like protein 2A1 

PTA00012376 C2-Nucleosome remodeling factor 

PTA00042315 C2-Zinc-finger homeodomain protein 11 

PTA00082889 C2-Chlorophyll A/B binding protein 

PTA00044104 C2-U-box domain-containing protein 21-like 

PTA00078895 C2-SHORT-ROOT isoform X2 

PTA00012067 C2-Leucine-rich repeat protein kinase family protein 

PTA00043717 C2-DNA-binding protein 

PTA00010508 C2-Histidine-containing phosphotransfer protein 1 

PTA00033394 C2-3-ketodihydrosphinganine reductase-like protein 

PTA00053118 C2-Cysteine-rich repeat secretory protein 3-like 

PTA00048775 
C2-Homeobox-leucine zipper protein HDG11-like  

isoform X2 

PTA00023878 C2-LHY 

PTA00030594 C3-Hypodontia 

PTA00065191 C4-Aspartic proteinase nepenthesin-1 precursor 

PTA00034923 C4-Succinate-semialdehyde dehydrogenas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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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TA00001572 C4-Zeamatin-like 

PTA00015711 C4-Auxin-induced protein X15 

PTA00029042 C4-Thioredoxin-dependent peroxidase 1 

PTA00008444 C7-Patellin-2-like 

PTA00006339 
C7-Octicosapeptide/Phox/Bem1p domain-containing  

protein 

PTA00001178 C7-Protein kinase atsik 

PTA00081602 C7-Cysteine proteinase precursor-like protein 

PTA00004370 C7-Nicotianamine synthase2 

PTA00015638 C7-Transcriptional activator with NAC domain 

PTA00081301 C7-Lactoylglutathione lyase 

PTA00030131 C7-C2H2-type zinc finger protein 

PTA00060275 
C7-Monodehydroascorbate reductase and carbonic  

anhydrase nectarin-3-like 

PTA00073719 C7-Vicilin GC72-A 

PTA00018535 C7-TF1-like protein 

PTA00067395 C7-GDSL esterase/lipase At2g04570-like 

PTA00013013 C7-Polygalacturonase At1g80170-like isoform X1 

PTA00058331 C7-LEC1-type HAP3 subunit coding protein 

PTA00065960 
C7-Branched-chain alpha keto-acid dehydrogenase E1  

alpha subunit-like protein 

PTA00008131 C7-RPM1-interacting protein 4-like isoform X2 

PTA00050371 
C7-Fructose-bisphosphate aldolase cytoplasmic 

isozyme 

PTA00083318 C7-Alanine-glyoxylate aminotransferase 

PTA00066143 C7-Cytochrome P450 77A3-like 

PTA00048988 C7-Protein MKS1 

PTA00068112 C8-GDSL esterase/lipase 

PTA00017857 C9-ABC transporter 

PTA00029745 C9-Calmodulin-like protein 3 

PTA00056799 C9-Mechanosensitive ion channel protein 8-like 

PTA00083383 C9-GPI-anchored protein LORELE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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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TA00041717 C9-WRKY transcription factor 14 

PTA00011548 C9-Profilin-1 

PTA00065808 C10-PrMC2 

PTA00070906 C12-EMB-1 protein-like 

PTA00060173 C14-Cytochrome P450 704C1-like 

PTA00079292 C14-Glyoxal oxidase-related protein 

AT2G38270.1 C2-CXIP1 

AT2G35930.1 C2-U-box domain 

AT1G17840.1 C2-ATP-binding cassette transporter 

AT1G78340.1 C7-glutathione transferase 

AT1G69500.1 C14-cytochrome P450 

AT1G01280.1 C14-CYP703A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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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2. Subread stats of reference genome KW139 

Cell name Subread bases Subreads Subread N50 Avg. Subread length 

KW139 19,414,951,748 2,763,938 12,827 7,027 

 

S3. Mapping with reference genome site on selected SNPs and transcripts  

SNP 
Group 

Transcript ID 
Transcript 

size 
Description 

N T 

SNP1 TT CC TRINITY_DN105864_c0_g2_i1.p1 297 
AC241306.1 Pinus taeda clone PT_7Ba3074O04,  

complete sequence 

SNP2 AA CC TRINITY_DN105864_c0_g2_i1.p2 297 
AC241306.1 Pinus taeda clone PT_7Ba3074O05,  

complete sequence 

SNP3 GG AA - - - 

SNP4 TT GG TRINITY_DN124868_c0_g1_i1.p1 654 
BT113868.1 Picea glauca clone GQ03503_F11  

mRNA sequence 

SNP5 AA GG TRINITY_DN123869_c4_g1_i11.p1 711 
AC241322.1 Pinus taeda clone PT_7Ba3286E13,  

complete sequence 

SNP6 TT CC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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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NP7 CC TT - - - 

SNP8 CC TT TRINITY_DN132715_c1_g2_i3.p1 579 
AC241342.1 Pinus taeda clone PT_7Ba4080O08, 

 complete sequence 

SNP9 CC AA TRINITY_DN123869_c4_g1_i8.p1 1158 
AC241300.1 Pinus taeda clone PT_7Ba2966L14,  

complete sequence 

SNP10 GG TT - - - 

SNP11 GG AA TRINITY_DN127989_c0_g1_i8.p1 1197 - 

SNP12 TT CC - - - 

SNP13 GG TT - - - 

SNP14 GG AA TRINITY_DN120880_c1_g1_i3.p1 618 
AC241308.1 Pinus taeda clone PT_7Ba3100A22,  

complete sequence 

SNP15 AA GG - - - 

SNP16 GG AA TRINITY_DN125248_c3_g2_i1.p1 321 
AC241265.2 Pinus taeda clone PT_7Ba0002H13,  

complete sequence 



 

113 

 

SNP17 GG AA - - - 

SNP18 CC AA - - - 

SNP19 CC GG - - - 

SNP20 CC TT - - - 

SNP21 AA GG - - - 

SNP22 GG CC TRINITY_DN124489_c0_g3_i1.p1 915 
AC241305.1 Pinus taeda clone PT_7Ba3050G24,  

complete sequence 

SNP23 GG TT TRINITY_DN127989_c0_g1_i8.p1 1197 - 

SNP24 GG TT - - - 

SNP25 GG AA - - - 

SNP26 AA TT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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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NP27 AA CC - - - 

SNP28 CC TT TRINITY_DN122243_c7_g1_i6.p1 312 
AC241328.1 Pinus taeda clone PT_7Ba3611N08,  

complete sequence 

SNP29 GG TT - - - 

SNP30 CC GG TRINITY_DN133073_c0_g3_i4.p1 540 
AC241349.1 Pinus taeda clone PT_7Ba4232G24,  

complete sequence 

SNP31 GG CC TRINITY_DN124762_c2_g2_i3.p1 315 
AC241326.1 Pinus taeda clone PT_7Ba3500E16,  

complete sequence 

SNP32 CC GG - - - 

SNP33 CC TT TRINITY_DN132715_c1_g1_i5.p1 573 
AC241311.1 Pinus taeda clone PT_7Ba3105L03,  

complete sequence 

SNP34 TT AA TRINITY_DN133768_c2_g5_i1.p1 321 - 

SNP35 AA TT - - - 

SNP36 GG AA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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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NP37 GG TT - - - 

SNP38 GG AA - - - 

SNP39 AA CC TRINITY_DN134462_c5_g1_i1.p1 402 
AC241341.1 Pinus taeda clone PT_7Ba4050C22,  

complete sequence 

SNP40 CC TT TRINITY_DN125617_c3_g3_i1.p1 342 - 

SNP41 CC GG - - - 

SNP42 GG AA - - - 

SNP43 GG AA - - - 

SNP44 GG AA - - - 

SNP45 TT CC - - - 

SNP46 TT GG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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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NP47 CC GG - - - 

SNP48 AA GG TRINITY_DN132715_c1_g2_i3.p1 579 
AC241342.1 Pinus taeda clone PT_7Ba4080O08,  

complete sequence 

SNP49 GG CC - - - 

SNP50 TT CC TRINITY_DN117841_c0_g1_i1.p1 312 - 

SNP51 TT CC TRINITY_DN117841_c0_g1_i1.p1 312 - 

SNP52 CC TT - - - 

SNP53 AA GG - - - 

SNP54 TT AA - - - 

SNP55 GG AA TRINITY_DN120880_c1_g1_i1.p1 336 
AC241303.1 Pinus taeda clone PT_7Ba3000I20,  

complete sequence 

SNP56 CC TT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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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NP57 TT CC - - - 

SNP58 CC AA - - - 

SNP59 GG CC - - - 

SNP60 GG TT - - - 

SNP61 CC TT - - - 

SNP62 AA GG TRINITY_DN130988_c1_g1_i3.p1 2685 
BT117387.1 Picea glauca clone GQ03818_F08 mRNA  

sequence 

SNP63 TT GG - - - 

SNP64 CC GG TRINITY_DN126932_c3_g6_i1.p1 591 
HM853297.1 Pinus pinaster malate dehydrogenase 

(mdhB) gene, partial cds 

SNP65 AA GG - - - 

SNP66 AA TT TRINITY_DN121345_c0_g1_i1.p1 89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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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NP67 CC TT - - - 

SNP68 TT AA - - - 

SNP69 CC GG TRINITY_DN131005_c2_g2_i1.p1 1737 
BT119708.1 Picea glauca clone GQ04109_B03 mRNA 

sequence 

SNP70 TT CC - - - 

SNP71 GG AA - - - 

SNP72 GG AA TRINITY_DN131420_c0_g1_i2.p1 672 
MH612863.1 Pinus contorta voucher DSG655 plastid, 

complete genome 

SNP73 CC GG TRINITY_DN132473_c2_g2_i17.p1 591 
BT124015.1 Picea sitchensis clone WS04719_L18 

unknown mRNA 

SNP74 AA GG TRINITY_DN122694_c0_g1_i6.p1 549 
AC241289.1 Pinus taeda clone PT_7Ba2791O23, 

complete sequence 

SNP75 AA CC TRINITY_DN124414_c1_g3_i1.p1 327 - 

SNP76 AA CC TRINITY_DN127989_c0_g1_i8.p1 119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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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NP77 AA CC - - - 

SNP78 TT CC TRINITY_DN125666_c1_g1_i3.p1 516 
FJ111321.1 Pinus taeda isolate 4509 anonymous locus 

UMN_3150_01 genomic sequence 

SNP79 GG AA - - - 

SNP80 AA GG TRINITY_DN127824_c3_g1_i1.p1 684 - 

SNP81 TT CC TRINITY_DN127824_c3_g1_i1.p1 684 - 

SNP82 CC AA - - - 

SNP83 TT AA TRINITY_DN116199_c0_g1_i1.p1 306 
AC241292.1 Pinus taeda clone PT_7Ba2900E16, complete 

sequence 

SNP84 TT CC - - - 

SNP85 TT GG TRINITY_DN131811_c1_g2_i2.p1 1521 
AC241300.1 Pinus taeda clone PT_7Ba2966L14, complete 

sequence 

SNP86 CC AA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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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NP87 TT GG TRINITY_DN124933_c0_g3_i5.p1 1038 
XM_024063316.1 PREDICTED: Quercus suber 

uncharacterized LOC112030650 (LOC112030650), mRNA 

SNP88 GG AA - - - 

SNP89 AA GG TRINITY_DN132473_c2_g2_i17.p1 591 
BT124015.1 Picea sitchensis clone WS04719_L18 

unknown mRNA 

SNP90 TT GG - - - 

SNP91 AA GG TRINITY_DN134484_c3_g1_i1.p1 378 
DQ394069.1 Pinus pinaster transposon PpRT1, complete 

sequence 

SNP92 GG CC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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