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저 시-비 리-동 조건 경허락 2.0 한민  

는 아래  조건  르는 경 에 한하여 게 

l  저 물  복제, 포, 전송, 전시, 공연  송할 수 습니다.  

l 차적 저 물  성할 수 습니다.  

다 과 같  조건  라야 합니다: 

l 하는,  저 물  나 포  경 ,  저 물에 적  허락조건
 확하게 나타내어야 합니다.  

l 저 터  허가를  러한 조건들  적 지 않습니다.  

저 에 른  리는  내 에 하여 향  지 않습니다. 

것  허락규약(Legal Code)  해하  쉽게 약한 것 니다.  

Disclaimer  

  

  

저 시. 하는 원저 를 시하여야 합니다. 

비 리. 하는  저 물  리 적  할 수 없습니다. 

동 조건 경허락. 하가  저 물  개 , 형 또는 가공했  경
에는,  저 물과 동 한 허락조건하에서만 포할 수 습니다. 

http://creativecommons.org/licenses/by-nc-sa/2.0/kr/legalcode
http://creativecommons.org/licenses/by-nc-sa/2.0/kr/


약학석사학위논문 

 

Molecular Analysis for the  

Authentication of  

DIOSCOREA RHIZOME 

 

산약 감별을 위한 분자계통학적 분석 

 

 

 

2013 년 8 월 

 

 

 

서울대학교 대학원 

약학과 천연물과학전공 

김 상 백 

 





i 

 

 

요  약 

 

산약 감별을 위한 분자계통학적 분석 

 

서울대학교 대학원 

천연물과학 전공 

김상백 

 

산약은 마속식물의 마 또는 참마의 뿌리줄기로서 한방에서는 자양, 강장, 거

담뿐 아니라 보신, 보비위, 지사에 효능이 있어 널리 이용되어 왔다. 또한 최

근의 연구들을 통해 여러 생리활성성분이 확인되었으며 이러한 물질들에 의해 

콜레스테롤 저하, 항당뇨, 혈당강하 등의 효능이 보고되어 관심이 더욱 커져가

고 있는 상황이다. 그러나 이러한 관심과 연구에도 불구하고 마속식물들은 자

연생태에서도 종간 형질의 변이가 종종 관찰되며, 유전적 변이가 빈번하게 나

타나므로 분류학적 연구에 상당한 장애요인이 되고 있다. 본 연구에서는 분자

적 접근을 통해 마속식물들의 계통학적 유연관계를 정리하기 위하여 엽록체 

DNA의 4구간(ndhC-trnV, petN-psbM, rpl32-trnL, trnG-trnS)의 염기서열을 분석하

였다. 이러한 분자계통학적 분석을 통하여 국내산 마속 식물 8종에 대한 계통

학적 유연관계를 파악하고, 이를 기초로 기존의 외부형태 분류학적 연구와 비

교하여 종합적인 분류체계 및 종 동정표를 제시하였다. 본 연구 결과에 기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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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분류체계는 마속 식물의 명확한 종 동정 기준과 함께 계통학적 유연관계를 

추정하게 되었으며, 한편으로 본 연구에서 비교 분석한 엽록체 DNA의 구간을 

산약등의 마속 식물 유래 약재 감별을 위한 분자생물학적 지표로 사용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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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서론 

  

마속(Genus Dioscorea) 식물은 백합목(Liliales) 마과(Dioscoreaceae)

에 속하는 덩굴성 다년생 초본으로서, 세계적으로 10속 650여 종이 열대와 아열

대, 온대 지역에 널리 분포 하고 있다. 우리나라에는 1속 8종이 자생하고 있는것

으로 알려져 있다(Li et al., 1978; Cronquist, 1981; Ohwi, 1984; Wu et al., 

2000; Lee, 2006). 

마속 식물들은 한방에서는 자양, 강장, 거담 목적의 약재로 사용되어 왔

다. 특히 마(Dioscorea batatas Decne.) 또는 참마(D. japonica Thunb.)의 뿌

리줄기를 산약이라고 하였으며 자양, 강장, 거담 뿐 아니라 보신, 보비위, 지사

에 효능이 있고, 비허로 인한 설사, 식욕부진, 빈뇨의 치료목적으로 널리 사용되

어왔다. 또한 부채마(D. nipponica Makino), 단풍마(D. quinqueloba Thunb.)의 

뿌리줄기를 천산룡이라고 하여 풍습으로인한 운동마비, 관절염 및 타박상에 효

능이 있고, 혈액순환에 도움을 주어 관상 동맥 장애로 인한 심장통증에 사용되

어왔다(Ahn, 1998).  

최근의 마속식물들에 대한 여러 연구들을 통해 saponin, allantoin, batat 

asin, choline 등 다양한 생리 활성물질들이 확인 되었으며, 이러한 유용한 생리 

활성물질에 의한 콜레스테롤 저하효과(Kwon et al., 1999), 항당뇨, 혈당강하

(Kang, 2008), 지질분해효소 저해활성(Kim, 2001), 항돌연변이 활성(Lee et 

al., 1995) 및 mucin 에 의한 항비만 및 배변 증대 활성등이 보고되어 있다

(Han, 1990). 

산약과 천산룡의 경우 산약은 전통적으로 보익약으로, 천산룡은 거풍습

약으로 분류되어 각기다른 효능을 나타내고 이에 따라 활용되었다. 성분에도 차

이가 있어 batatasin, mucin, alantoin 등은 산약에서, diosgenin유도체는 주로 천

산룡에서 발견된다. Batatasin, mucin은 주로 소화에 도움을 주는 것으로 알려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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있고, alatoin은 피부보호작용이 있으므로 화장품 등에 응용되고 있다(Ninomiya, 

2004). Diosgenin유도체는 항염증 및 항암효과가 보고 되었으며(Yamada et al., 

1997; Raju et al., 2004; Son et al., 2007), 좌골신경손상으로 인한 통증에도 항

염진통효과가 있는 것으로 연구되었다(Lee, 2007). 이렇듯 산약과 천산룡의 용

도가 많이 다름에도 불구하고 마속식물은 자연상태에서도 종간 형질의 변이가 종

종 관찰되며, 염색체의 자연배가로 인해 다양한 유전적 변이가 빈번하게 나타나

므로 본 속 식물의 분류학적 연구에 상당한 장애요인이 되고 있다(Bae, 2001).  

뿐만 아니라 한약재의 경우 주로 절단, 가공되어 유통되기 때문에 육안으로의 구

분이 쉽지 않아 혼용, 오용 등의 문제점에 항상 노출되어있다.  

성인병 및 노인성 질환의 치료방안으로써 천연물 신약의 비중이 점점 커

져가고 있는 상황에서 마속식물은 예로부터 식용으로 많이 이용되어 왔을 만큼 

알려진 독성이 거의 없는 매력적인 식물이 아닐 수 없다. 따라서 마속식물에 대

한 연구가 체계적이고 정확히 이루어지기 위해선 마속식물에서 유래된 약재의 명

확한 감별법을 확립하기 위하여 본속 식물의 계통분류학적 유연관계 및 종의 한

계를 확실하게 설정할 필요가 있다.  

이전의 마속에 대한 분류 체계를 보면, Brown(1819)에 의해서 마과를 

Dioscorea, Rajania, Tamus 3속으로 나누었으며, Beccari(1870)는 

Brown(1819)의 3속을 Dioscorea 1속으로 합병한후, 자방의 1실당 종자의 수에 

따라 Stenomeris와 Dioscorea 2절로 나누었다. Barry(1877)는 마과를 뿌리의 

유형에 따라 다육성, 지하경 괴경의 3가지 형태로 구분하였으며, Makino(1888)

와 Matsuno(1889)는 잎, 꽃, 뿌리, 종자 막질날개의 모양 등의 형질을 사용하여 

종을 구분하였다. Franklin(1963)은 잎과 꽃의 형태로 종을 구분하였으나, 

Ohwi(1984)는 식물체 색깔 등의 형질을 추가하여 종을 구분한 바 있다.  

국내에 자생하는 마속 식물에 대한 연구는 Palibin(1901)이 각시마

(Dioscorea tenuipes)를 기록한 것을 시작으로, Nakai(1911)가 각시마를 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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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종을 발표하였다. 이후 Mori(1922)가 8종 1변종을 기록하였고, Nakai(1952)

는 이전에 발표한 4종에 3종을 추가하여 발표하였다. Kang et al.(1992)은 마속

식물의 외부, 내부 형태 및 성분분석연구를 통한 재검토를 실시하였다. 이후 

Lee(2003)는 국내산 마속식물을 8종으로 정리하였다. 

그 동안 이루어져 왔던 분류학적 연구는 외부형태 형질에 주로 의존하여

왔으나, 서식 환경 및 생장시기에 따라 상당한 변이가 나타나기 때문에, 외부형

태 형질에 의한 분류학적 연구는 관속 식물의 계통 분류학적 연구에 상당한 문

제점이 지속되어 왔으므로, 이러한 계통 분류학적 한계를 극복하기 위하여 유전

자 비교분석에 의한 분자계통학 연구가 활발하게 이루어져 왔다. 

엽록체 DNA는 모계 유전을 하며 종내 변이가 거의 나타나지 않으며, 

대부분의 식물체내에 풍부하게 존재하기 때문에 추출과 분석이 상대적으로 용이

하고, 진화과정에서 역전과 소실 등의 구조적 변화가 매우 드물게 일어나서 식물

체간 상호 비교분석이 상대적으로 용이하기 때문에, 육상 식물의 계통분류학적 

연구에 있어 널리 사용되어 왔다(Bremer, 2002).  

이전의 연구들은 psbA-trnH, rbcL, matK (Kawabe et al., 1997; 

Wilkin et al., 2005; Gao et al., 2008) 등의 구간이 주로 이용되어 왔다. 그러나 

마속식물에서는 psbA-trnH, rbcL 구간의 경우 유전적 거리가 비교적 가까운  

종들간에 염기서열의 변이가 현저히 낮아 정확한 구분이 어려웠으며, matK 구간

이 상대적으로 일부 종에 대한 변별력이 높았으나, 마속식물의 근연종들 간의 변

이가 현저히 낮았으므로 이들 종간에 계통분류학적인 해상력을 제공하지 못하였

다(Xiao et al, 2012). 또한, matK의 경우 종, 속, 과 단계의 분류에 있어 유용하

게 사용되는 구간이지만, 분류군에 따라 구간의 증폭이 어렵고, 보존되어 있는 

DNA구간이 국한되어 있어 universal primer 의 제작이 거의 불가능한 상황이다

(Dunning et al., 2010; Yu et al., 2011).  

이와 같은 DNA 구간들로는 정확한 계통분류학적 분석에 한계가 있기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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엽록체 DNA의 다른 여러구간들 중 변이가 비교적 많이 나타난 4개의 구간

(ndhC-trnV, petN-psbM, rpl32-trnL, trnG-trnS)을 선별하여(Don et al, 

2012), 추가적인 분석을 통해 마속식물들의 유전정보를 확인하고 종간의 차이를 

비교분석할 필요성이 대두되었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위의 구간들의 염기서열 분석을 통하여 각 종간의 

유전적 거리를 분석하고 각 종간의 유전적 차이를 파악하여 계통학적 유연관계를 

정리하고자 하였다. 이러한 분자계통학적 분석을 통하여 국내산 마속식물 8종에 

대한 계통학적 유연관계를 파악하고, 이를 기초로 기존의 외부형태 분류학적 연

구와 비교하여, 종합적인 분류체계 및 종 동정표를 완성하였다. 한편으로, 명확한 

계통분류체계 및 종 동정표를 통하여 마속식물에서 유래된 산약 등의 명확한 약

재 감별법을 확립하여, 이들 약재 사용의 오용과 혼용 등의 문제점을 해결하고자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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Ⅱ.  재료 및 방법 

 

1. 재료 

 

    본 연구에 사용된 시료는 경기도 포천시 소홀읍 국립수목원표본관(KH)에 

소장되어 있는 마속 식물의 표본에서 소량의 잎을 채취하였다. 마속 식물 8 종에 

대한 19 개의 시료를 확보하였고, 그 외 시중에서 유통되는 생약 5 종과 국내에

서 직접 채집한 마속 식물 1개체를 포함하였다(Tables 1 & 2, Figs. 1 & 2). 시료

의 상세한 채집정보는 Table 1 과 같다. 채집된 식물체의 경우 Silica gel과 함께 

비닐봉투에 넣어 밀봉하여 운반 중에 건조시켰으며, 건조 후에는 실험실에서 이물

질을 제거하고 -20℃ 냉동고에서 보관하였다. 국립수목원표본관 표본 이외에서 

사용된 시료의 증거표본은 서울대학교 약학대학 천연물과학연구소 자원식물표본

관(NPRI)에 소장되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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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1. Dioscorea distributed in Korea. A, D. batatas; B and C, D. japonica; D, D. nipponica; 

E and F, D. quinqueloba; G, D. tenuipes; H, D. tokoro  

A B 

C 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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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1. Continued. 

H G 

E 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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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2. Crude drugs distributed in Korean markets. A, DIOSCOREA RHIZOME;  

B, D. nipponica 

A 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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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1. Materials list for leaves of Dioscorea used in molecular analysis. Voucher specimen is kept in the herbarium of National Products Research 

Institute, Seoul Natioinal University (NPRI) 

 

Species Location Date Specimens  

D. batatas Decne.  Seoul, Korea 2007.07.17 KHB1163111 

마 Isl. Yeongjong-do, Incheon, Korea 2009.07.29 KHB1264735 

D. japonica Thunb.  Seogwipo-si, Jeju-do, Korea 2009.08.13 KHB1331014 

참마 Hangyeong-myeon, Jeju-si, Jeju-do, Korea 2009.09.25 KHB1258994 

D. tenuipes Fr. et sav.  Muan-gun, Jeollanam-do, Korea 2007.08.22 KHB1178606 

각시마 Goheung-gun, Jeollanam-do, Korea 2003.09.27 KHB1105236 

        ˝ Sancheong-gun, Gyeongsangnam-do, Korea 2007.06.27 KHB1165709 

        ˝ Gwangju-si, Jeollanam-do, Korea  2001.08.26 KHB1025194 

        ˝ Sancheong-gun, Gyeongsangnam-do, Korea 2007.06.27 KHB1165716 

D. nipponica Makino Hoengseong-gun, Gangwon-do, Korea 2009.07.22 KHB1264271 

      부채마 Bonghwa-gun, Gyeongbuk-do, Korea 2010.07.21 KHB1309728 

        ˝ Pyeongchang-gun, Gangwon-do, Korea 2008.06.26 KHB1225732 

        ˝ Jeongseon, Gangwon-do, Korea 2010.07.30 KHB1293560 

        ˝ Bonghwa-gun, Gyeongbuk-do, Korea 2009.07.11 KHB1241944 

        ˝ Jeongseon-gun, Gangwon-do, Korea 2010.07.10 KHB1293395 

D. quinqueloba Thunb. Wando-gun, Jeollanam-do, Korea 2006.08.23 KHB1319675 

      단풍마 Seocheon-gun, Chungcheongnam-do, Korea 2008.09.30 KHB1220829 

D. tokoro Makino Hwacheon-gun, Gangwon-do, Korea 2008.05.29 KHB1228416 

      도꼬로마 Geumsan-gun, Chungcheongnam-do, Korea 2006.06.11 KHB1125513 

Dioscorea sp. Chunyang-myeon, Bonghwa-gun, Gyeongbuk-do, Korea 2012.06.23 YS2012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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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2. Materials list for tubers of Dioscorea used in molecular analysis. Voucher specimens are kept in NPRI 

 

 

 

 

 

 

 

 

 

 

 

 

 

 

 

 

Species Location Date Sample  

DIOSCOREA RHIZOME Hubei, China 2011.12.20 KNJS 

        ˝ Hubei, China 2011.12.21 KSHM 

 
Hubei, China 2011.12.22 KYGW 

D. nipponica Makino Heilongjiang, China 2011.12.23 LY18P 

˝  Heilongjiang, China 2011.12.24 LY0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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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방법 

2-1. 엽록체 DNA의 추출 

 

DNA의 추출은 DNeasy Plant Mini Kit (Qiagen, Germany)를 이용하

여 수행하였다. Heat block은 65℃로 가열시키고 buffer AP1, AP3 그리고 AE 

역시 65℃로 미리 데워두었다. 마쇄한 미세분말은 잎의 경우에는 약 30 mg, 뿌

리줄기의 경우에는 약 60 mg씩 취해 1.5 ml 크기의 Eppendorf tube에 각각 담

고 Buffer AP1 용액 400ml 와 100mg/ml RNase A 를 첨가한 뒤 65℃ heat 

block에서 잎의 경우에는 1시간, 뿌리줄기의 경우에는 3시간 방치하였으며, 방

치 중에도 15분에 한번씩 tube를 흔들어 tube 바닥에 가라앉은 미세분말을 

buffer AP1과 섞어주는 과정을 반복하였다. 적정시간 경과 후 130 ㎕의 buffer 

AP2를 첨가하여 흔들어준 뒤 얼음에서 10분간 방치하였다. 10분 경과 후 탁상

용 원심분리기에서 13,500 rpm으로 2분간 원심분리 시켜 상등액을 2 ml 

collection tube에 장착시킨 QIAshredder spin column에 옮긴 뒤 13,500 rpm

으로 2분간 원심 분리하였다. QIAshredder spin column을 통과한 flow-

through fraction을 새로운 1.5 ml Eppendorf tube에 옮긴 후에 1.5배의 buffer 

AP3/E를 첨가하여 섞어준 뒤, 이 혼합용액을 650 ㎕씩 2 ml collection tube에 

장착한 DNeasy mini spin column에 넣고 1분 동안 13,500 rpm으로 원심분리

를 하였다. 이 과정을 일차 반복한 뒤 DNeasy column에 500 ㎕의 buffer AW

를 가하여 1분간 13,500 rpm 에서 원심분리 하는 과정을 두 번 반복한 뒤 15

분간 건조시켜 여분의 ethanol 성분을 제거하는 과정을 수행하였다. 65℃로 미

리 데운 buffer AE 50 ㎕를 DNeasy column의 membrane에 가한 후 13,500 

rpm 에서 1분간 원심분리 하였다. 추출된 DNA의 농도는 10mg/ml Ethidium 

Bromide (EtBr)로 처리한 0.7% agarose gel에서 0.25 ug λ DNA-Hind III와 

밝기를 상대 비교하여 추정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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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  PCR 증폭 및 정제 

엽록체 DNA의 4개의 구간(ndhC-trnV, petN-psbM, rpl32-trnL, 

trnG-trnS)을 primer를 사용하여 PCR을 진행하였다 (Fig. 3 & 4). PCR 증폭은 

반응액에 5 pmol/ul의 primer를 각각 3 ul, 시료에서 추출한 total genomic 

DNA 용액 3 ul, 10X buffer 5 ul, 2.5 mM dNTP 4 ul, 25 mM MgCl2 4 ul, 그리

고, 5 units/ul EX Taq polymerase (Takara Co., Japan) 0.5 ul 를 가하고, 최종 

반응액의 양이 50 ul가 되도록 DDW를 첨가하였다. 95℃에서 3분간 전처리한 

후에 94℃에서 30초 denaturation, 50-54℃에서 annealing, 72℃에서 1분간 

extension으로 이루어진 온도 변화 과정에서 GeneAmp PCR System 9700 

(Applied Biosystems Co., CA)를 사용하여 40회 반복하였으며, 72℃에서 7분

간 최종 처리하였으며, 증폭된 DNA는 0.7% agarose gel로 전기영동 한 후, 생

성된 DNA 농도는 ethidium bromide로 염색된 DNA를 UV light에서 

GeneRulerTM 100bp ladder marker (Fermentas Life Sciences Inc, EU)를 사용

하여 PCR 산출물의 크기 및 농도를 상대 비교로 확인하였다. 

증폭된 PCR 산물은 High Pure PCR Product Purification Kit (Roche, 

Germany)를 사용하였고, 생산자 매뉴얼을 일부 수정하여 정제하였다. 50 ul의 

PCR 결과물에 250 ul의 Binding buffer를 가하고 잘 섞은 후, 수집 튜브위에 장

착한 필터 튜브에 가하고, 탁상용 원심분리기에서 13,500 rpm으로 1분간 원심분

리하였다. 여과액을 버리고, 필터 튜브에 500 ul의 세척 용액으로 같은 방법으로 

필터 튜브를 세척하였다. 다시 200 ul의 세척 용액을 가하고 같은 방법으로 필터 

튜브를 재세척하였다. 세척된 필터 튜브를 새로운 1.5 ml 튜브에 장착하고 50 ul 

추출 완충용액을 더하여 탁상용 원심분리기에서 13,500 rpm으로 1분간 원심분리

함으로써 정제된 PCR 산물을 확보하였다. 정제된 DNA 용액은 다시 0.7% 

agarose gel 상에서 전기영동하여 농도를 확인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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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3. Location of analysed target regions on the chloroplast genome. The structure of 

chloroplast genome is from Maki et al. (20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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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4. Structure of DNA regions for the analysis and their primers for PCR amplic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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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 염기서열 및 계통학적 분석 

 

염기서열은 ABI PRISM BigDye Terminator Cycle Sequencing Kit 

(Applied Biosystems, CA)와 PTC-225 Peltier Thermal Cycler (MJ Research 

Inc., MA)를 이용하여 thermal cycle sequencing 방법을 수행하였다. Thermal 

cycle sequencing은 PCR과 동일한 primer를 사용하였으며, ABI PRISM 

3730XL Analyzer (Applied Biosystems, CA)로 염기서열을 분석하였으며, 분석

된 염기서열은 반드시 양방향의 분석을 통하여 검증하였다. 결정된 염기서열은 

Sequencher ver 4.5 (Gene Codes Inc., MI)를 사용하여 최종 확인하였으며, 

Clustal X 1.64b (Thompson et al., 1997)를 이용하여 일차적으로 정렬한 후 최

종 육안으로 확인하였으며, 정렬된 염기서열은 MacClade 3.08a (Maddison and 

Maddison, 1992)를 이용하여 계통분석을 위한 data matrix를 편집한 후, PAUP 

4.0b10 (Swafford, 2002)를 이용하여 유전적 유사도 및 계통분석을 수행하였다. 

염기서열 변이는 Kimura's two-parameter 방법 (Kimura, 1980)으로 계산하였

고, 이를 토대로 Neighbor-joining (NJ) Tree를 산출하였다 (Saitou and Nei, 

1987). 또한 Parsimony analyses는 PAUP 프로그램을 이용하여 TBR, simple 

addition sequence, MULTREES 옵션으로, 최대저장 계통수는 1000개로 설정하

여 Heuristic search 방법으로 획득하였다. 한편으로는 이전에 보고된 염기서열의 

데이터베이스와 비교 분석을 위하여 NCBI GenBank에서 Blast 프로그램을 이용

하여 염기서열의 유사성이 상대적으로 높은 분류군을 탐색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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Ⅲ. 결과 

 

`1. 염기서열 비교 분석 

 

(1)  ndhC-trnV 구간             

                             

정렬한 ndhC-trnV 구간은 총 673-785bp로 나타났으며, 길이가 가장 

짧은 종은 마(D. batatas)와 참마(D. japonica)였으며 길이가 가장 긴 종은 도

꼬로마(D. tokoro)로 나타났다(Fig. 5). 염기서열의 총 길이는 834bp이고, 보존

된 염기는 785개 였으며, parsimony-informative character는 49개였다. 

Kimura’s two-parameter (Kimura, 1980) 방법으로 종간 염기서열의 변이를 

계산한 결과 마속에서는 0.28 – 5.83%로 나타났으며, 마절(sect. 

Enatiophyllum)에 속하는 마와 참마에서 0.28%로 가장 낮은 값을 보여주었으

며, 최대값인 5.83%는 마절의 마와 부채마절(sect. Stenophora)의 부채마(D. 

nipponica) 두 종 사이에서 관찰되었다. 한편으로 부채마절 내에서는 0.87 - 

1.35%의 변이가 나타났으며 도꼬로마와 단풍마(D. quinqueloba) 사이에서 가

장 낮은 값이 나타났고, 각시마(D. tenuipes)와 부채마 사이에서 최대값이 관찰

되었다(Table 3).     

염기서열의 분석 결과 마절과 부채마절에서 단일염기변이와 삽입/결실

이 복합적으로 나타나 염기서열의 큰 차이를 보인다. 먼저 단일염기변이는 site 

48, 129, 133, 187, 205, 206, 221, 308, 313, 317, 318, 320, 325, 342, 369, 

384, 507, 512, 582, 619, 660, 666, 669, 687, 709, 716, 732, 761, 787, 811, 

822에서 나타났다. 삽입/결실은 site 245 - 304, 329 - 340, 358 - 362, 448 

- 453, 542 - 551, 594 - 604, 699 - 703 에서 나타났다. 마와 참마의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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염기서열이 거의 동일하게 나타났으나 site 141, 524에서 단일염기변이가 확인

되어 염기서열간의 차이를 보였다. 부채마절 중 부채마는  site 123, 220, 558, 

831에서 단일염기변이가 확인되어 절 내의 다른 종들의 염기서열과 차이를 보

였다. 각시마의 경우 site 171, 532, 611에서 단풍마는 site 475, 652에서 단일

염기변이가 특징적으로 나타났다. 도꼬로마는 site 198, 565, 715에서 단일염기

변이가 496 - 503에서 삽입/결실이 확인 되어 다른 종들과 차이를 나타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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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0        20        30        40        50        60        70        80        90        100] 

D. batatas         ATCAGAAATGCCCAGAAAATATCATATTCGTGAAGCAAAAACATAAATGTACTCCTATTAATCTGGAATATACTGAATTATTCGATTCCGGATTGGGATT   [100] 
D. japonica        ....................................................................................................   [100] 
D. tenuipes        ...............................................G....................................................   [100]  

D. nipponica 1     ...............................................G....................................................   [100] 
D. nipponica 2     ...............................................G....................................................   [100] 
D. quinqueloba     ........................................-......G....................................................   [99] 
D. tokoro          ...............................................G....................................................   [100]  

DIOSCOREA RHIZOME  ....................................................................................................   [100] 

 

 

[                           110       120       130       140       150       160       170       180       190       200] 

D. batatas         ATCAATTGATTTATAGAACTTCTTAATCGAAAGAAGAATTGATTTTGATTGAATCAAACCACATAACTTAGAGTTTGTTTGCTGTGCGGCATGTCTTGTT   [200] 
D. japonica        ........................................T...........................................................   [200] 
D. tenuipes        .....................A......A...C.....................................A...............T.............   [200] 
D. nipponica 1     .....................AG.....A...C..................................................A..T.............   [200] 
D. nipponica 2     .....................AG.....A...C..................................................A..T.............   [200] 
D. quinqueloba     ............................A...C.....................................................T.............   [199] 
D. tokoro          .....................A......A...C.....................................................T..........C..   [200] 
DIOSCOREA RHIZOME  ....................................................................................................   [200] 

 

 

[                           210       220       230       240       250       260       270       280       290       300] 

D. batatas         TAAACATTCATCCAACGGAGTCTCGCTTACATTTATTTTGATTC--------------------------------------------------------   [244] 
D. japonica        ............................................--------------------------------------------------------   [244] 
D. tenuipes        ....G..........A....C.......................TATGGATGCTCTTACACAAACAAAAAACTCTTTTACTTTGTTTCACTTTCTCTTTT   [300] 
D. nipponica 1     ....G..........A...AC.......................TATGGATGCTCTTACACAAACAAAAAACTCTTTTACTTTGTTTCACTTTCTCTTTT   [300] 
D. nipponica 2     ....G..........A...AC.......................TATGGATGCTCTTACACAAACAAAAAACTCTTTTACTTTGTTTCACTTTCTCTTTT   [300] 
D. quinqueloba     ....G..........A....C.......................TATGGATGCTCTTACACAAACAAAAAACTCTTTTACTTTGTTTCACTTTCTCTTTT   [299] 
D. tokoro          ....G..........A....C.......................TATGGATGCTCTTACACAAACAAAAAACTCTTTTACTTTGTTTCACTTTCTCTTTT   [300] 
DIOSCOREA RHIZOME  ............................................--------------------------------------------------------   [244] 

 

 

 [                           310       320       330       340       350       360       370       380       390       400] 

D. batatas         ----ATAGTATAAATACTAATAAACTAA------------TAAATAAACTAATAAAA-----TAAATAGAACTATAATACTATGTTTCCTTATAATGAAA   [323] 
D. japonica        ----........................------------.................-----......................................   [323] 
D. tenuipes        TCTA...T...T....TA.T....T...ATAGTACAAATA.T...............ACTAA......A..............C................   [400] 

D. nipponica 1     TCTA...T...T....TA.T....T...ATAGTACAAATA.T...............ACTAA......A..............C................   [400] 
D. nipponica 2     TCTA...T...T....TA.T....T...ATAGTACAAATA.T...............ACTAA......A..............C................   [400] 
D. quinqueloba     TCTA...T...T....TA.T....T...ATAGTACAAATA.T...............ACTAA......A..............C................   [399] 
D. tokoro          TCTA...T...T....TA.T....T...ATAGTACAAATA.T...............ACTAA......A..............C................   [400] 
DIOSCOREA RHIZOME  ----........................------------.................-----......................................   [323] 

 

 

[                           410       420       430       440       450       460       470       480       490       500] 

D. batatas         AGGAATATATATTATCAATATAAAGAAAAGAATCACACATTATTGAA------CAATTCGACAAAACAAATCCCCAAAACAACTCAACTCATAGC-----   [412] 
D. japonica        ...............................................------..........................................-----   [412] 
D. tenuipes        ........................-----..................ATTGAA.G........................................-----   [490] 
D. nipponica 1     ........................-----..................ATTGAA.G..................G.....................-----   [490] 
D. nipponica 2     ........................-----..................ATTGAA.G..................G.....................-----   [490] 
D. quinqueloba     ........................-----..................ATTGAA.G..................AA....................-----   [489] 
D. tokoro          ........................-----..................ATTGAA.G........................................CTCAT   [495] 
DIOSCOREA RHIZOME  ...............................................------..........................................-----   [412] 

 

 

[                           510       520       530       540       550       560       570       580       590       600] 

D. batatas         ---ATAAAATAGAGTTGAAGAAATGTTGATACATTTAGGGA----------TCTCTGAAATAATCAATTGGGGTTCTTGTTTTACCAAAAAGC-------   [492] 
D. japonica        ---....................C.................----------..........................................-------   [492] 
D. tenuipes        ---...G....T...........G.......T.........CGATTCATTA..............................C...........AATTAGT   [587] 
D. nipponica 1     ---...G....T...........C.................CGATTCATTA..............................C...........AATTAGT   [587] 
D. nipponica 2     ---...G....T...........C.................CGATTCATTA..............................C...........AATTAGT   [587]              
D. quinqueloba     ---...G....T...........C.................CGATTCATTA..............................C...........AATTAGT   [586] 

D. tokoro          AGC...G....T...........C.................CGATTCATTA.............A................C...........AATTAGT   [595] 
DIOSCOREA RHIZOME  ---......................................----------..........................................-------   [492] 

 

 

[                           610       620       630       640       650       660       670       680       690       700] 

D. batatas         ----GGACTTCTACAAATACAAGACTAAGAATAGTTCTGAATCCATGTGACTTAGGATTATATTTAGTTAGGTCTTGGAGTTTCTATACAGGATCATG--   [586] 
D. japonica        ----..............................................................................................--   [586] 
D. tenuipes        CAAG......T.......C........................................C.....G...G................G...........TC   [687] 
D. nipponica 1     CAAG..............C......................................C.C.....G...G................G...........TC   [687] 
D. nipponica 2     CAAG..............C......................................C.C.....G...G................G...........TC   [687] 
D. quinqueloba     CAAG..............C................................G.......C.....G...G................G...........TC   [686] 
D. tokoro          CAAG..............C........................................C.....G...G................G...........TC   [695] 
DIOSCOREA RHIZOME  ----..............................................................................................--   [586] 

 

 

Fig. 5. Aligned sequences of ndhC-trnV intergenic spacer of Dioscore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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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710       720       730       740       750       760       770       780       790       800] 

D. batatas         ---ATTTTCACTTCATAAATTGACTGGGATTGGGTATACCAAAAGAAAATGTATCACTAATTCTTTGATCGCGAACAGGAAAAGAGAAAAAAAGTCATAT   [683] 
D. japonica        ---.................................................................................................   [683] 
D. tenuipes        ATG.....G......A...............T............................C.........................G.............   [787] 
D. nipponica 1     ATG.....T......A...............T............................C.........................G.............   [787] 
D. nipponica 2     ATG.....T......A...............T............................C.........................G.............   [787] 
D. quinqueloba     ATG.....T......A...............T............................C.........................G.............   [786] 
D. tokoro          ATG.....T.....CA...............T............................C.........................G.............   [795] 
DIOSCOREA RHIZOME  ---.................................................................................................   [683] 

 

 

[                           810       820       830  ] 

D. batatas         GTAATTCCATTCACGAAGATTTATTAATAAGTAT   [717] 
D. japonica        ..................................   [717] 
D. tenuipes        ..........C..........A............   [821] 
D. nipponica 1     ..........C..........A........T...   [821] 
D. nipponica 2     ..........C..........A........T...   [821] 
D. quinqueloba     ..........C..........A............   [820] 
D. tokoro          ..........C..........A............   [829] 
DIOSCOREA RHIZOME  ..................................   [717] 
 

 

Fig. 5. Continued. 
 

 

 

 
Table 3. Sequence divergence(%) calculated by Kimura’s 2 parametar method(below the 

diagonal) and the number of sequence divergence sites (above the diagonal) in  

ndhC-trnV region. 

 

 

 
 

 

 1 2 3 4 5 6 7 8 

1 D. batatas - 2 37 40 40 36 37 0 

2 D. japonica 0.28 - 38 40 40 36 37 2 

3 D. tenuipes 5.37 5.51 - 11 11 9 8 37 

4 D. nipponica 1 5.83 5.82 1.35 - 0 9 9 40 

5 D. nipponica 2 5.83 5.82 1.35 0.00 - 9 9 40 

6 D. quinqueloba 5.23 5.22 1.11 1.11 1.11 - 7 36 

7 D. tokoro 5.41 5.39 0.99 1.11 1.11 0.87 - 37 

8 DIOSCOREA RHIZOME 0.00 0.28 5.37 5.83 5.83 5.23 5.4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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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petN-psbM 구간                                                  

                 

정렬된 petN-psbM 구간은 총 765-809bp로 나타 났으며, 길이가 가

장 짧은 종은 단풍마(D. quinqueloba)였으며 길이가 가장 긴 종은 마(D. 

batatas)로 나타났다(Fig. 6). 염기서열의 총 길이는 907bp이고, 보존된 염기는 

833개 였으며, parsimony-informativecharacter는 74개였다. Kimura’s two-

parameter 방법으로 종간 염기서열의 변이를 계산한 결과 마속에서는 0.80 – 

7.46%로 나타났으며, 마절(sect. Enatiophyllum)에 속하는 마와 참마(D. 

japonica)에서 0.80%로 가장 낮은 값을 보여주었으며, 최대값인 7.46%는 마절

의 참마와 부채마절(sect. Stenophora)의 각시마(D. tenuipes) 두 종사이에서 

관찰되었다. 한편으로 부채마절 내에서는 0.36 - 1.44%의 변이가 나타났으며 

도꼬로마(D. tokoro)와 단풍마 사이에서 가장 낮은 값이 나타났고, 각시마와 부

채마(D. nipponica) 사이에서 최대값이 관찰되었다(Table 4). 

마절과 부채마절에서 염기서열의 차이가 가장 크게 나타났으며, 단일염

기변이와 삽입/결실이 복합적으로 나타나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단일염기변이

는 site 60, 61, 77, 78, 109, 128, 143, 151, 152, 161, 210, 244, 246, 257, 

273, 296, 326, 344, 412, 432, 444, 447 - 449, 451, 452, 465, 505, 547, 

580, 595, 597 - 599, 601, 604, 605, 623, 630, 631, 677, 744, 774, 798, 

879에서 나타났다. 삽입/결실은 site 97 - 103, 387 - 399, 454 - 455, 459 

-463, 495 - 499, 641 - 645, 684 - 686, 710 - 716, 726 - 742, 759 - 

764, 783, 816 - 819에서 나타났다. 마와 참마 종은 site 170, 390, 391, 714, 

715, 716에서 단일염기변이가 확인되었고, site 373, 389에서 삽입/결실이 확인

되어 염기서열간의 차이를 보였다. 부채마절의 부채마는 site 160, 425, 679, 

820, 851에서 단일염기변이가 확인되어 절 내의 다른 종들의 염기서열과 차이

를 보였다. 각시마의 경우 site 59, 749 - 753에서 단일염기변이가 나타났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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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풍마는 site 285, 650 - 651에서 삽입/결실이 특징적으로 나타났다. 도꼬로

마는 site 364, 477에서 단일염기변이가 확인 되었고 site 401 - 402에서 삽입

/결실이 나타나 절 내의 다른 종들과 차이를 나타냈다. 또한 앞선 ndhC-trnV 

구간의 결과와 달리 D. nipponica1과 D. nipponica2 의 경우 site 653에서 단

일염기변이가 site 648 - 649에서 삽입/결실이 확인되어 염기서열의 차이를 보

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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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0        20        30        40        50        60        70        80        90        100] 

D. batatas         TCTTTTCCTTTTCCCTTTCACTTGTAGTATGGGGAAGGAGTGGACTCTAGGGGTAGTACCCATTGAGTAATCAATTAAGTAATCAAATTGTATTAATTAT   [100] 
D. japonica        ....................................................................................................   [100] 
D. tenuipes        ..........................................................TTG...............TG..................----   [96] 
D. nipponica 1     ...........................................................TG...............TG..................----   [96] 
D. nipponica 2     ...........................................................TG...............TG..................----   [96] 
D. quinqueloba     ...........................................................TG...............TG..................----   [96] 
D. tokoro          ...........................................................TG...............TG..................----   [96] 
DIOSCOREA RHIZOME  ....................................................................................................   [100] 

 

 

[                           110       120       130       140       150       160       170       180       190       200] 

D. batatas         TAATTCTTAAATTGATCGTTTTGCGAAGCCTTAAAAAAACGTTTCTCTTTACAAATTATATTGGAATACGATAATGAACAAGAAAATACAATAATGAATA   [200] 
D. japonica        .....................................................................A..............................   [200] 
D. tenuipes        ---.....T..................A..............C.......CA........C........A..............................   [193] 
D. nipponica 1     ---.....T..................A..............C.......CA.......CC........A..............................   [193] 
D. nipponica 2     ---.....T..................A..............C.......CA.......CC........A..............................   [193] 
D. quinqueloba     ---.....T..................A..............C.......CA........C........A..............................   [193] 
D. tokoro          ---.....T..................A..............C.......CA........C........A..............................   [193] 
DIOSCOREA RHIZOME  ....................................................................................................   [200] 

 

 

[                           210       220       230       240       250       260       270       280       290       300] 

D. batatas         ATAATCATTTGATTAAAGAATGAATGATTATCATAGTTATATTCCGAGATTCAAATTTACACATAACATAATAGGAAATTTTTTTCCAACTGAATTCTTC   [300] 
D. japonica        ....................................................................................................   [300] 
D. tenuipes        .........C.................................T.C..........C...............G......................G....   [293] 
D. nipponica 1     .........C.................................T.C..........C...............G......................G....   [293] 
D. nipponica 2     .........C.................................T.C..........C...............G......................G....   [293] 
D. quinqueloba     .........C.................................T.C..........C...............G...........-..........G....   [292] 
D. tokoro          .........C.................................T.C..........C...............G......................G....   [293] 
DIOSCOREA RHIZOME  ....................................................................................................   [300] 

 

 

[                           310       320       330       340       350       360       370       380       390       400] 

D. batatas         CTAAATATTCTATTTTAATGGACCAGTTCTTAACAGAATAATGAATATTACAATGAGAAAAATGAATCCCTAATTCTATTTTTTTTTTTTCTTTTTTTCT   [400] 
D. japonica        ........................................................................T.-.............-CT.........   [398] 
D. tenuipes        .........................C.................G...................C......................-------------.   [380] 
D. nipponica 1     .........................C.................G...................C......................--------------   [379] 
D. nipponica 2     .........................C.................G...................C......................--------------   [379] 
D. quinqueloba     .........................C.................G...................C......................-------------.   [379] 
D. tokoro          .........................C.................G...................A......................------...-----   [382] 
DIOSCOREA RHIZOME  ....................................................................................................   [400] 

 

 

[                           410       420       430       440       450       460       470       480       490       500] 

D. batatas         ATAGTATATGGGCATACTATTCTTCTTCTATTGATTCTTTCGACGGCCATATG--TCC-----TACTATATAAAATTAAAAGAAACCTAGGAAT-----T   [488] 
D. japonica        .....................................................--...-----...............................-----.   [486] 
D. tenuipes        ...........A.............---...C...........T..ATC.CG.GA...ATATA.C.............................TAGAA.   [477] 
D. nipponica 1     ...........A............T---...C...........T..ATC.CG.GA...ATATA.C.............................GAGAA.   [476] 
D. nipponica 2     ...........A............T---...C...........T..ATC.CG.GA...ATATA.C.............................GAGAA.   [476] 
D. quinqueloba     ...........A.............---...C...........T..ATC.CG.GA...ATATA.C.............................GAGAA.   [476] 
D. tokoro          --.........A.............---...C...........T..ATC.CG.GA...ATATA.C...........G.................GAGAA.   [477] 
DIOSCOREA RHIZOME  .....................................................--...-----...............................-----.   [488] 

 

 

[                           510       520       530       540       550       560       570       580       590       600] 

D. batatas         AGAAAAGTTGGTCTTCGATTATTTTCTTTGGATTAATCGAAATCCACACAAATTGATCTATTGAAGAAGAGAAAATGGAGTGCTATTTAATTTAAACGTA   [588] 
D. japonica        ....................................................................................................   [586] 
D. tenuipes        ....G.........................................T................................A..............G.TAG.   [577] 
D. nipponica 1     ....G.........................................T................................A..............G.TAG.   [576] 
D. nipponica 2     ....G.........................................T................................A..............G.TAG.   [576] 
D. quinqueloba     ....G.........................................T................................A..............G.TAG.   [576] 
D. tokoro          ....G.........................................T................................A..............G.TAG.   [577] 
DIOSCOREA RHIZOME  ....................................................................................................   [588] 

 

 

[                           610       620       630       640       650       660       670       680       690       700] 

D. batatas         CATCTATCTAATATATGACATGTATATTGTCATCTATATA-----------AAAAAATAACTGTATACAACTTTAAATAAAAAAAAATACTATACAACTA   [677] 
D. japonica        ........................................-----------.................................................   [675] 
D. tenuipes        GG.AC.................C......CG.........TATATATAT--.T.......................C......---..............   [672] 
D. nipponica 1     GG.AC.................C......CG.........TATATAT----.T.......................C.C....---..............   [669] 

D. nipponica 2     GG.AC.................C......CG.........TATATATAT--.........................C.C....---..............   [671] 
D. quinqueloba     GG.AC.................C......CG.........TATATATAAAA.........................C......---..............   [673] 
D. tokoro          GG.AC.................C......CG.........TATAA------.........................C......---..............   [668] 
DIOSCOREA RHIZOME  ........................................-----------.................................................   [677] 

 

 

 

Fig. 6. Aligned sequences of petN-psbM IGS of Dioscore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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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710       720       730       740       750       760       770       780       790       800] 

D. batatas         TAGAATAGTGGATTAGATAGTAGTAAAGAACTAGAATATTATTCTAGTTCTTTACTACCATAATATACTCAGAGACTTCTGAATTCCACCCCCGATCGTT   [777] 
D. japonica        .............ATT....................................................................................   [775] 
D. tenuipes        .........-------..CTG....-----------------.G....AAAGA.....------.........T........-..............A..   [741] 
D. nipponica 1     .........-------..CTG....-----------------.G..............------.........T........-..............A..   [738] 
D. nipponica 2     .........-------..CTG....-----------------.G..............------.........T........-..............A..   [740] 
D. quinqueloba     .........-------..CTG....-----------------.G..............------.........T........-..............A..   [742] 
D. tokoro          .........-------..CTG....-----------------.G..............------.........T........-..............A..   [737] 
DIOSCOREA RHIZOME  ....................................................................................................   [777] 

  

 

[                           810       820       830       840       850       860       870       880       890       900] 

D. batatas         TCATTTAAGACTTGGAGTTTGAATCCCTTTCTTTCATTTCTTCAATCATTGATAAGAACTAATAATTCAAGTTTCAGTTAAATTAATCATTTTGACTAAC   [877] 
D. japonica        ....................................................................................................   [875] 
D. tenuipes        ...............----...........................................................G..................G..   [837] 
D. nipponica 1     ...............C----..............................A...........................G..................G..   [834] 
D. nipponica 2     ...............C----..............................A...........................G..................G..   [836] 
D. quinqueloba     ...............----...........................................................G..................G..   [838] 
D. tokoro          ...............----...........................................................G..................G..   [833] 
DIOSCOREA RHIZOME  ....................................................................................................   [877] 

 

 

[                         ] 

D. batatas         TGTTTTT   [884] 
D. japonica        .......   [882] 
D. tenuipes        .......   [844] 
D. nipponica 1     .......   [841] 
D. nipponica 2     .......   [843] 
D. quinqueloba     .......   [845] 
D. tokoro          .......   [840] 
DIOSCOREA RHIZOME  .......   [884] 

 
Fig. 6. Continued 

 

 

 

 
Table 4. Sequence divergence(%) calculated by Kimura’s 2 parametar method(below the 

diagonal) and the number of sequence divergence sites (above the diagonal) in  

petN-psbM region. 

 

 1 2 3 4 5 6 7 8 

1 D. batatas - 7 59 58 57 52 53 0 

2 D. japonica 0.80 - 59 58 57 52 53 7 

3 D. tenuipes 7.45 7.46 - 11 12 9 11 59 

4 D. nipponica 1 7.33 7.33 1.32 - 5 1 8 58 

5 D. nipponica 2 7.19 5.82 1.44 0.12 - 5 7 57 

6 D. quinqueloba 6.53 6.53 1.08 0.36 0.60 - 3 52 

7 D. tokoro 7.19 6.69 1.33 0.84 0.84 0.36 - 53 

8 DIOSCOREA RHIZOME 0.00 0.80 7.45 7.33 7.19 6.53 7.1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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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rpl32-trnL 구간 

 

정렬된 rpl32-trnL 구간은 총 674-709bp로 나타났으며, 길이가 가

장 짧은 종은 단풍마(D. quinqueloba)이 었으며 길이가 가장 긴 종은 마(D. 

batatas)와 참마(D. japonica)종으로 나타났다(Fig. 7). 염기서열의 총 길이는 

784bp이고, 보존된 염기는 701개 였으며, parsimony-informative character

는 83개였다. Kimura’s two-parameter (Kimura, 1980) 방법으로 종간 염기

서열의 변이를 계산한 결과 마속에서는 0.53 – 10.76%로 나타났으며, 마절

(sect. Enatiophyllum)에 속하는 마와 참마에서 0.28%로 가장 낮은 값을 보여

주었으며, 최대값인 10.76%는 마절의 참마와 부채마절(sect. Stenophora)의 

부채마(D. nipponica) 두 종 사이에서 관찰되었다. 한편으로 부채마절 내에서는 

0.97 - 2.53%의 변이가 나타났으며 부채마와 단풍마 사이에서 가장 낮은 값이 

나타났고, 도꼬로마(D. tokoro)와 부채마 사이에서 최대값이 관찰되었다(Table 

5). 

마절과 부채마절에서 단일염기변이와 삽입/결실이 복합적으로 나타나 

염기서열의 현저한 차이를 보였다. 먼저 단일염기변이는 site 25, 33, 34, 39, 

84, 104, 114, 115, 117, 130, 131, 142, 149, 167, 168, 211, 212, 230, 233, 

243, 261, 268, 435, 437, 444, 460, 475, 491, 501, 534, 539, 556, 567, 581, 

591, 596, 615, 637, 638, 658, 678, 679, 684 - 686, 688 - 690, 692, 695, 

699, 700, 703, 740에서 나타났다. 삽입/결실은 site 88 - 92, 97, 109 - 110, 

143 - 145, 150 - 162, 179 - 204, 251 - 256, 741 -749 에서 나타났다. 

마절 내의 마와 참마는 site 138, 162, 420, 706 에서 단일염기변이가 확인되어 

염기서열간의 차이를 보였다. 부채마절의 부채마는 site 48, 212, 475, 552, 

555, 578, 579에서 단일염기변이가 확인되었고 site 580에서 삽입/결실이 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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되어 절 내의 다른 종들의 염기서열과 차이를 보였다. 각시마의 경우 site 138, 

358, 452, 668에서 단일염기변이가 특징적으로 나타났다. 도꼬로마는 site 212, 

309, 468, 524에서 단일염기변이가 확인 되었고 site 610에서 삽입/결실이 나

타나 다른 종들과 차이를 나타냈다. 또한 D. nipponica 1과 D. nipponica 2를 

비교한 결과 site 473에서 단일염기변이가 나타나 염기서열상의 약간의 차이를 

보여 petN-psbM 구간과 동일한 결과를 나타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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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0        20        30        40        50        60        70        80        90        100] 

D. batatas         TAATAAAGCCCTGGAATAATTTGAATACACACAACACGCAAAAATTTAAACTTTTTAAGATGAATGATTCACATTAACTAATGAATT-----CTTGCATA   [95] 
D. japonica        .......................................................................................-----........   [95] 
D. tenuipes        ........................C.......GG....A........GC..................................C...GAACT....G...   [100] 
D. nipponica 1     ...........C............C.......GG....A........TC..................................C...GAACT....G...   [100] 
D. nipponica 2     ...........C............C.......GG....A........TC..................................C...GAACT....G...   [100] 
D. quinqueloba     ........................C.......GG....A........TC..................................C...GAACT....G...   [100] 
D. tokoro          .............A.C........C.......GG....A........GC..................................C...GAACT....G...   [100] 
DIOSCOREA RHIZOME  .......................................................................................-----........   [95] 

 

 

[                           110       120       130       140       150       160       170       180       190       200] 

D. batatas         TTAGTTAA--TAATAACTGTTGCGGTATGTGGAATACCAATTCTTTTGTCTTTTATCTATAGTAATAATTCTGTCTATAGACAAAAGAATTAGCAATAGA   [193] 
D. japonica        ........--...........................T.......................A......................................   [193] 
D. tenuipes        ...A....AC...CT.T...---......GA......G...A---...C-------------....TC..........----------------------   [159] 
D. nipponica 1     ...A....AC...CT.T..C.........GA..........A---...C-------------....TC..........----------------------   [162] 
D. nipponica 2     ...A....AC...CT.T..C.........GA..........A---...C-------------....TC..........----------------------   [162] 
D. quinqueloba     ...A....AC...CT.T..C---......GA..........A---...C-------------....TC..........----------------------   [159] 
D. tokoro          ...A....AC...CT.T..C---......GA..........A---...C-------------....TC..........----------------------   [159] 
DIOSCOREA RHIZOME  ........--..........................................................................................   [193] 

 

 

[                           210       220       230       240       250       260       270       280       290       300] 

D. batatas         CAGATGCTACGGGGTTCTAAGTATTATTTTTTATTTTCATTAGAGTATATATATATTTAATTCATGAGATGGTTGTTTTTTTCCTATCAATTGTACTTTT   [293] 
D. japonica        ....................................................................................................   [293] 
D. tenuipes        ----.....TT..................G..C.........C.......------....C......A................................   [249] 
D. nipponica 1     ----.....TTT.................G..C.........C.......------....C......A................................   [252] 
D. nipponica 2     ----.....TTT.................G..C.........C.......------....C......A................................   [252] 
D. quinqueloba     ----.....TT..................G..C.........C.......------....C......A................................   [249] 
D. tokoro          ----.....TTA.................G..C.........C.......------....C......A................................   [249] 
DIOSCOREA RHIZOME  ....................................................................................................   [293] 

 

 

[                           310       320       330       340       350       360       370       380       390       400] 

D. batatas         TTCAATAGAAAAATCGAATAAATTGGAAAAAGTACAATTGTAATAGAGATTGAAATTCTTTTGTTATATGCCTAGCCCCAAAACCTAATTGATTTGAGAA   [393] 
D. japonica        ....................................................................................................   [393] 
D. tenuipes        .........................................................T.......................................T..   [349] 
D. nipponica 1     .................................................................................................T..   [352] 
D. nipponica 2     .................................................................................................T..   [352] 
D. quinqueloba     .................................................................................................T..   [349] 
D. tokoro          ........C...........................................................................................   [349] 
DIOSCOREA RHIZOME  ....................................................................................................   [393] 

 

 

[                           410       420       430       440       450       460       470       480       490       500] 

D. batatas         ATATGTTATCATAAATGTAGAATTATTTACACAATAGGGAATAGTAATATTTAATAATAATAAGTAAGGTATCGAAATTGTTAGAAAAATTTCTTGATTT   [493] 
D. japonica        ...................A................................................................................   [493] 
D. tenuipes        ...................A..............C.C......T.......G.......C..............C...............C.........   [449] 
D. nipponica 1     ...................A..........G...C.C......T.....C.........C............G.C...............C.........   [452] 
D. nipponica 2     ...................A..........G...C.C......T.....C.........C..............C...............C.........   [452] 
D. quinqueloba     ...................A..........G...C.C......T.....C.........C..............C...............C.........   [449] 
D. tokoro          ...................A..........G...C.C......T.....C.........C.......A......C...............C.........   [449] 
DIOSCOREA RHIZOME  ....................................................................................................   [493] 

 

 

[                           510       520       530       540       550       560       570       580       590       600] 

D. batatas         AATGATGAAATTGTGATACATATGAAATAGTAGGTATAGTTATTTGATTTTGTTCGTTACTAAAATCCATTTTTTTTGT--ATCCATGAACAAAA--TCA   [589] 
D. japonica        ...............................................................................--..............--...   [589] 
D. tenuipes        .G...............................T....A................A..........A..........---C..GG.....A....AA...   [546] 
D. nipponica 1     .G...............................T....A............A..TA..........A..........T.TC..GA.....A....A-...   [551] 
D. nipponica 2     .G...............................T....A............A..TA..........A..........T.TC..GA.....A....A-...   [551] 
D. quinqueloba     .G...............................T....A................A..........A..........---C..GG.....A....A-...   [545] 
D. tokoro          .G.....................A.........T....A................A..........A..........C---..T......A....AA...   [546] 
DIOSCOREA RHIZOME  ...............................................................................--..............--...   [589] 

 

 

[                           610       620       630       640       650       660       670       680       690       700] 

D. batatas         TCAAAAAAA-GATAAAAAAAAGACGATTCCATTCTGAGTTCTATATCTCATATGAGAGCAAAACTATCCAGTTCTAACTGTTACGGAAAAATTTAATAGG   [688] 
D. japonica        .........-..........................................................................................   [688] 
D. tenuipes        .........-....G.....................CC...................A.........G.........TACGG.AAA.CTT.G..T...AT   [645] 
D. nipponica 1     .........-....G.....................CC...................A...................TA.AC.AAA.CTT.G..T...AT   [650] 

D. nipponica 2     .........-....G.....................CC...................A...................TA.GC.AAA.CTT.G..T...AT   [650] 
D. quinqueloba     .........-....G.....................CC...................A...................TACGG.AAA.CTT.G..T...AT   [644] 
D. tokoro          .........A....G.....................CC...................A...................TACGG.AAA.CTT.G..T...AT   [646] 
DIOSCOREA RHIZOME  .........-..........................................................................................   [688] 

 

 

 

Fig. 7. Aligned sequences of rpl32-trnL intergenic spacer of Dioscorea.  
 

 

 

 

 

[                       710       720       730       740       750       760       770       78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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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 batatas         ACGTGAAAATTGATTGTTAAAACTGAACCCTATGACGATA---------GATCATTGATTGAGCATTCAAATAAAATATAT   [760] 
D. japonica        .....C..................................---------................................   [760] 
D. tenuipes        ..C....................................GCTAACTAAG................................   [726] 
D. nipponica 1     ..C....................................GCTAACTAAG................................   [731] 
D. nipponica 2     ..C....................................GCTAACTAAG................................   [731] 
D. quinqueloba     ..C....................................GCTAACTAAG................................   [725] 
D. tokoro          ..C....................................GCTAACTAAG................................   [727] 
DIOSCOREA RHIZOME  ........................................---------................................   [760] 

 
 

Fig. 7. Continued 

 

 

 

 

Table 5. Sequence divergence(%) calculated by Kimura’s 2 parametar method(below the 

diagonal) and the number of sequence divergence sites (above the diagonal) in  

rpl32-trnL region. 
 

 

 

 

 

 

 

 

 

 

 

 1 2 3 4 5 6 7 8 

1 D. batatas - 4 66 70 69 65 70 0 

2 D. japonica 0.53 - 66 71 70 66 71 4 

3 D. tenuipes 10.06 10.04 - 17 15 8 16 66 

4 D. nipponica 1 10.61 10.76 2.39 - 2 9 18 70 

5 D. nipponica 2 10.44 10.59 2.10 0.27 - 7 16 69 

6 D. quinqueloba 9.90 10.05 1.11 1.25 0.97 - 10 65 

7 D. tokoro 10.67 10.82 2.25 2.53 2.24 1.40 - 70 

8 DIOSCOREA RHIZOME 0.00 0.53 10.06 10.61 10.44 9.90 10.6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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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trnS-trnG 구간 

 

trnS-trnG 구간은 총 828-960bp로 나타 났으며, 길이가 가장 짧은 

종은 각시마(D. tenuipes)였으며 길이가 가장 긴 종은 참마(D. japonica)종으로 

나타났다(Fig. 8). 염기서열의 총 길이는 1043bp이고, 보존된 염기는 930개 였

으며, parsimony-informative character는 113개였다. Kimura’s two-

parameter (Kimura, 1980) 방법으로 종간 염기서열의 변이를 계산한 결과 마

속에서는 0.61 – 12.95%로 나타났으며, 마절(sect. Enatiophyllum)에 속하는 

마와 참마에서 0.61%로 가장 낮은 값을 보여주었으며, 최대값인 12.95%는 마

절의 참마와 부채마절(sect. Stenophora)의 각시마 두 종 사이에서 관찰되었다. 

한편으로 부채마절 내에서는 0.34 - 2.32%의 변이가 나타났으며 도꼬로마(D. 

tokoro)와 단풍마 사이에서 가장 낮은 값이 나타났고, 각시마와 부채마(D. 

nipponica) 사이에서 최대값이 관찰되었다(Table 6). 

마절과 부채마절에서 단일염기변이와 삽입/결실이 복합적으로 나타나 

염기서열의 현저한 차이를 보인다. 먼저 단일염기변이는 site 36, 78, 113, 117, 

119, 121, 126, 162, 168, 172, 181, 205, 228, 316, 321, 325, 342, 344, 345, 

357, 358, 366, 368, 370, 372, 373, 375, 377, 380, 400, 402, 406, 410 - 

412, 421, 424, 428 - 430, 433, 435, 436, 439, 441 - 445, 450, 451, 466, 

483, 498, 501, 503, 582, 607, 619, 623, 632, 684, 686, 714, 854, 856, 859, 

869 - 871, 875, 897, 899, 900, 901, 907, 911, 927, 942, 943, 950, 1004 

에서 나타났다. 삽입/결실은 site 101 - 104, 114, 145 - 149, 235, 252, 353, 

365, 392 - 397, 413 - 417, 446 - 447, 455 - 464, 472 - 474, 480, 516 

- 522, 537 - 556, 563 - 576, 594 - 599, 653 - 655, 669 - 672, 715 - 

743, 788 - 791, 883 - 892, 965 - 974 에서 나타났다. 마절내의 마와 참마 

site 169, 388, 880, 882, 1016 에서 단일염기변이가 확인되었고 site 4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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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37 - 648, 786 - 787에서 삽입/결실이 확인되어 염기서열간의 차이를 보였다. 

부채마절의 부채마는 site 703, 754, 794, 834에서 단일염기변이가 확인되어 부

채마절 내의 다른 종들과 차이를 보였다. 각시마의 경우 site 98, 139, 180, 

362, 652, 679, 688, 792, 964, 980, 1024에서 단일염기변이가 특징적으로 나

타났다. 도꼬로마는 site 303, 839에서 단일염기변이가 확인 되었고 site 60 - 

72, 363 - 364에서 삽입/결실이 나타나 다른 종들과 차이를 나타냈다. 또한 부

채마로 추정되는 D. nipponica 2의 경우 site 881에서 단일염기변이가 확인되어 

D. nipponica 1과 차이를 보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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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0        20        30        40        50        60        70        80        90        100] 

D. batatas         CATCTCTCCCAATTAATTTTAATCTAATTTGCAAAGTTTTTATTTGATATGTGAAGTAA-------------AGGTTTATAAAAATCCTAGTTTTAACGA   [87]  

D. japonica        ...T.T.....................................................-------------............................   [87] 
D. tenuipes        ..................-----............T.......................-------------.....G...................T..   [82] 
D. nipponica 1     ..................-----............T.......................-------------.....G......................   [82] 
D. nipponica 2     ..................-----............T.......................-------------.....G......................   [82] 
D. quinqueloba     ..................-----............T.......................-------------.....G......................   [82] 
D. tokoro          ..................-----............T.......................ATATGTGAAGTAA.....G......................   [95] 
DIOSCOREA RHIZOME  ...........................................................-------------............................   [87] 

  

 

[                           110       120       130       140       150       160       170       180       190       200] 

D. batatas         ----TATAGAAATAGAAAAA-AAAATAAATGATATCTACAAATT-----TGATCAGCAATTAAATTTTTATCAATGATTCGAAACAGATATTCCCAATAG   [177] 
D. japonica        ----................-.......................-----...................G...............................   [177] 
D. tenuipes        ACGA........G-..T.T.G....A............G.....CAATT............C.....AG..T.......AT...................   [181] 
D. nipponica 1     ACGA........G-..T.T.-G...A..................CAATT............C.....AG..T........T...................   [180] 
D. nipponica 2     ACGA........G-..T.T.-G...A..................CAATT............C.....AG..T........T...................   [180] 
D. quinqueloba     ACGA........C-..T.T.G....A..................CAATT............C.....AG..T........T...................   [181] 
D. tokoro          ACGA........C-..T.T.-G...A..................CAATT............C.....AG..T........T...................   [193] 
DIOSCOREA RHIZOME  ----................-.......................-----...................................................   [177] 

 

 

[                           210       220       230       240       250       260       270       280       290       300] 

D. batatas         AAAGGATACCTTACTTCTTTTATTTTGTACAAAA-GTTTCTTTTATTCCCC-AGCCCGGTTAAATACTGGCTGGGCCAGAGTACTTCTTTTGATCCAATG   [275] 
D. japonica        ..................................-................-................................................   [275] 
D. tenuipes        ....A......................C......A................C................................................   [281] 
D. nipponica 1     ....A......................C......A................C................................................   [280] 
D. nipponica 2     ....A......................C......A................C................................................   [280] 
D. quinqueloba     ....A......................C......A................C................................................   [281] 
D. tokoro          ....A......................C......A................C................................................   [293] 
DIOSCOREA RHIZOME  ..................................-................-................................................   [275] 

 

 

[                           310       320       330       340       350       360       370       380       390       400] 

D. batatas         AATCATTCATAGATCCAATGGTTTTATTTATATTTATATATTTCTATTTTTTATATATTTATAATATATAATATATGTTCTATTTTTCTTTAATATATTA   [375] 
D. japonica        .......................................................................................A............   [375] 
D. tenuipes        ...............A....A...C................A.AA.......-...TC...G---T.C.T.CT.C.T..T....A......------..C   [371] 
D. nipponica 1     ...............A....A...C................A.AA.......-...TC....---T.C.T.CT.C.T..T....A......------..C   [370] 
D. nipponica 2     ...............A....A...C................A.AA.......-...TC....---T.C.T.CT.C.T..T....A......------..C   [370] 
D. quinqueloba     ...............A....A...C................A.AA.......-...TC....T-.T.C.T.CT.C.T..T....A......------..C   [373] 
D. tokoro          ...T...........A....A...C................A.AA.......-...TC....---T.C.T.CT.C.T..T....A......------..C   [383] 
DIOSCOREA RHIZOME  ....................................................................................................   [375] 

 

 

[                           410       420       430       440       450       460       470       480       490       500] 

D. batatas         TAAATATATAATTTAATAATATAATTCTTATATTCTTATTTTTTTTT-ATTCTTTTTTTTATCAATTTACTTTACTTACCTGAAAAACTGTAATAAACAA   [474] 
D. japonica        ...............................................T....................................................   [475] 
D. tenuipes        .C...T...CTC-----...T..C...ACT..C.GG..C.GGAAA---.CC...----------.C.....---.....-..G..............A..   [449] 
D. nipponica 1     .C...T...CTC-----...T..C...ACT..C.GG..C.GGAAA---.CC...----------.C.....---.....-..G..............A..   [448] 
D. nipponica 2     .C...T...CTC-----...T..C...ACT..C.GG..C.GGAAA---.CC...----------.C.....---.....-..G..............A..   [448] 
D. quinqueloba     .C...T...CTC-----...T..C...ACT..C.GG..C.GGAAA---.CC...----------.C.....---.....-..G..............A..   [451] 
D. tokoro          .C...T...CTC-----...T..C...ACT..C.GG..C.GGAAA---.CC...----------.C.....---.....-..G..............A..   [461] 
DIOSCOREA RHIZOME  ...............................................-....................................................   [474] 

 

 

[                           510       520       530       540       550       560       570       580       590       600] 

D. batatas         CATACATCATACATAGTCATATATATTATATATTAATATTAAAATATTAAAATGAAATTAAACAATATCCTACATACAATATCCTATATTAAAATTAAGC   [574] 
D. japonica        ....................................................................................................   [575] 
D. tenuipes        T.A............--------.............--------------------......--------------.....G...........------.   [501] 
D. nipponica 1     T.G............--------.............--------------------......--------------.....G...........------.   [500] 
D. nipponica 2     T.G............--------.............--------------------......--------------.....G...........------.   [500] 
D. quinqueloba     T.G............--------.............--------------------......--------------.....G...........------.   [503] 
D. tokoro          T.G............--------.............--------------------......--------------.....G...........------.   [513] 
DIOSCOREA RHIZOME  ....................................................................................................   [574] 

 

 

[                           610       620       630       640       650       660       670       680       690       700] 

D. batatas         TAAACACACATGTTTCTACAAACACATATTTCTATA------------ATAGTAGAAAAAGACATTTATTTACTTGCTCAAAGGATAAGCTTTATTTAAA   [662] 
D. japonica        ....................................CATATTTCTATA....................................................   [675] 
D. tenuipes        ......T...........T...T........A....------------...A---.............----......A....A.C...........T..   [582] 
D. nipponica 1     ......T...........T...T........A....------------....---.............----...........A.C..............   [581] 

D. nipponica 2     ......T...........T...T........A....------------....---.............----...........A.C..............   [581] 
D. quinqueloba     ......T...........T...T........A....------------....---.............----...........A.C..............   [584] 
D. tokoro          ......T...........T...T........A....------------....---.............----...........A.C..............   [594] 
DIOSCOREA RHIZOME  ....................................------------....................................................   [662] 

 

 

 

Fig. 8. Aligned sequences of trnS-trnG IGS of Dioscore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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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710       720       730       740       750       760       770       780       790       800] 

D. batatas         CACTTGAGATCCAATTGAACCAAATTCATAACATAAGATCTGAAGTTGAAAATCAAATTGAAAAAAAAAGAACCACATATATATA--GATATAGAATTCA   [760] 
D. japonica        .....................................................................................TA.............   [775] 
D. tenuipes        .............C-----------------------------.........................-...............--------G.......   [644] 
D. nipponica 1     ..G..........C-----------------------------..........A..............-................------.GA......   [645] 
D. nipponica 2     ..G..........C-----------------------------..........A..............-................------.GA......   [645] 
D. quinqueloba     .............C-----------------------------..........................................------.G.......   [649] 
D. tokoro          .............C-----------------------------..........................................------.G.......   [659] 
DIOSCOREA RHIZOME  .....................................................................................--.............   [760] 

 

 

[                           810       820       830       840       850       860       870       880       890       900] 

D. batatas         TCATTTTTATGGTCTAGCTTCAATAACTTCTTCAGGTCGGGGCTCCCAGTAATGATTAATGACTTCCCGGCAAAAAAAACC-TTCTCTTCTTTCTATTAA   [859] 
D. japonica        ...............................................................................A.C..................   [875] 
D. tenuipes        ......................................T..............A.C..C.........AAT...T....AG-----------.A..A.TC   [733] 
D. nipponica 1     ........................G........G....T..............A.C..C.........AAT...T....AG-----------....A.TC   [734] 
D. nipponica 2     ........................G........G....T..............A.C..C.........AAT...T....AA-----------....A.TC   [734] 
D. quinqueloba     ........................G.............T..............A.C..C.........AAT...T....AG-----------.A..A.TC   [738] 
D. tokoro          ........................G.............C..............A.C..C.........AAT...T....AG-----------.A..A.TC   [748] 

DIOSCOREA RHIZOME  .................................................................................-..................   [859] 

 

 

[                           910       920       930       940       950       960       970       980       990       1000] 

D. batatas         GTTAAGGTATTTAAATAAGCTTTCTGTTATTATTCGGGCGTTGCCAGCGTACACGTAAACACAT----------GATTCTGATCCAATTTGGATTGCGTC   [949] 
D. japonica        ................................................................----------..........................   [965] 
D. tenuipes        C.....T...C...............C.........T....CC......C............TCGAATTTTCCT.....A....................   [833] 
D. nipponica 1     C.....T...C...............C.........T....CC......C..............GAATTTTCCG..........................   [834] 
D. nipponica 2     C.....T...C...............C.........T....CC......C..............GAATTTTCCT..........................   [834] 
D. quinqueloba     C.....T...C...............C.........C....CC......C............G.GAATTTTCCT..........................   [838] 
D. tokoro          C.....T...C...............C.........C....CC......C............G.GAATTTTCCT..........................   [848 
DIOSCOREA RHIZOME  ................................................................----------..........................   [949] 

 

 

[                           1010      1020      1030      1040] 

D. batatas         TCATTCTTTTTTTGTTCGACAAACGGTCCATTTATATACAAAA   [992] 
D. japonica        ...............C...........................   [1008] 
D. tenuipes        ...C...................G...................   [876] 
D. nipponica 1     ...C.......................................   [877] 
D. nipponica 2     ...C.......................................   [877] 
D. quinqueloba     ...C.......................................   [881] 
D. tokoro          ...C.......................................   [891] 
DIOSCOREA RHIZOME  ...................................-.......   [991] 

 

 
Fig. 8. Continued 

 

 

 

 
Table 6. Sequence divergence(%) calculated by Kimura’s 2 parametar method(below the 

diagonal) and the number of sequence divergence sites (above the diagonal) in  

trnS-trnG region. 

 

 1 2 3 4 5 6 7 8 

1 D. batatas - 6 100 94 94 92 93 0 

2 D. japonica 0.61 - 102 96 94 95 95 6 

3 D. tenuipes 12.67 12.95 - 20 20 15 18 100 

4 D. nipponica 1 11.84 12.17 2.32 - 2 10 11 94 

5 D. nipponica 2 11.83 12.11 2.32 0.23 - 10 11 94 

6 D. quinqueloba 11.53 11.81 1.73 1.15 1.15 - 3 92 

7 D. tokoro 11.67 11.94 2.08 1.26 1.26 0.34 - 93 

8 DIOSCOREA RHIZOME 0.00 0.61 12.67 11.84 11.83 11.53 11.6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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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ndhC-trnv, petN-psbM, rpl32-trnL, trnS-trnG 구간의 Combined 

data 

 

앞선 구간들의 combined data는 총 3050 - 3145bp로 나타났으며, 길

이가 가장 짧은 종은 각시마(D. tenuipes)였으며 길이가 가장 긴 종은 참마(D. 

japonica)로 나타났다. 염기서열의 총 길이는 염기서열의 총 길이는 3350bp이

고, 보존된 염기는 3037개 였으며, parsimony-informative character는 313

개였다. Kimura’s two-parameter (Kimura, 1980) 방법으로 종간 염기서열의 

변이를 계산한 결과 마속에서는 0.55 – 9.65%로 나타났으며, 마절(sect. 

Enatiophyllum)에 속하는 마(D. batatas)와 참마에서 0.55%로 가장 낮은 값을 

보여주었으며, 최대값인 9.65%는 마절의 참마와 부채마절(sect. Stenophora)

의 각시마 두 종 사이에서 관찰되었다. 한편으로 부채마절 내에서는 0.69 - 

1.93%의 변이가 나타났으며 도꼬로마(D. tokoro)와 단풍마 사이에서 가장 낮

은 값이 나타났고, 각시마와 부채마(D. nipponica) 사이에서 최대값이 관찰되었

다(Table 7). 

 

 

 

 
Table 7. Sequence divergence(%) calculated by Kimura’s 2 parametar method(below the 

diagonal) and the number of sequence divergence sites (above the diagonal) in  

combined data. 

 

 1 2 3 4 5 6 7 8 

1 D. batatas - 6 100 94 94 92 93 0 

2 D. japonica 0.61 - 102 96 94 95 95 6 

3 D. tenuipes 12.67 12.95 - 20 20 15 18 100 

4 D. nipponica 1 11.84 12.17 2.32 - 2 10 11 94 

5 D. nipponica 2 11.83 12.11 2.32 0.23 - 10 11 94 

6 D. quinqueloba 11.53 11.81 1.73 1.15 1.15 - 3 92 

7 D. tokoro 11.67 11.94 2.08 1.26 1.26 0.34 - 93 

8 DIOSCOREA RHIZOME 0.00 0.61 12.67 11.84 11.83 11.53 11.6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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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분류계통학적 분석 

         

        염기서열자료를 통한 각 분류군 간의 계통유연관계 분석을 위하여 PAUP 

프로그램을 이용한 최대절약분석(Maximum parsimony analysis)을 실시하였다. 

ndhC-trnV 구간의 경우 length는 52length의 parsimony tree를 얻을 수 있었

다. 이때의 Consistency Index(CI)는 1, Retention Index(RI)는 1, Rescaled  

Consistency Index(RC)는 1, G-Fit는 -49.000으로 산출되었다. petN-psbM 

구간의 경우 legth는 76legth의 parsimony tree를 얻을 수 있었고, 이때의 CI는 

0.987, RI는 0.997, RC는 0.984, G-Fit는 -73.750으로 산출되었다. rpl32-

trnL 구간의 경우 얻어진 parsimony tree는 95 legth, CI는 0.968, RI는 0.994, 

RC는 0.963, G-Fit는 -82.250으로 산출되었으며, trnS-trnG 구간의 경우는 

121legth, CI는 0.983, RI는 0.997, RC는 0.980, G-Fit는 -112.500으로 산출

되었다. 4개의 구간의 염기서열을 종합적으로 분석한 결과 340legth의 

parsimony tree를 얻을수 있었으며 이때의 CI는 0.976, RI는 0.996, RC는 

0.972, G-Fit는 -311.000으로 산출되었다. 

       Tree분석 결과 마절(sect. Enatiophyllum) 과 부채마절(sect. Stenophor 

a)이 4개의 구간에서 모두 뚜렷하게 나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으며 Neighbor-

joining(NJ) tree의 결과와 동일한 패턴으로 나타났다(Figs. 9, 10, 11, 12 and 

13). 또한 기존의 외부형태를 통한 분류체계에서 숫꽃의 화서, 잎차례 등의 차이

를 통해 분류 되는것과 일치하였다. 마절의 경우 잎이 대생이고 숫꽃의 화서가 수

상화서로 달리는 반면 부채마절은 잎이 또는 윤생이며 숫꽃이 총상화서로 달리는 

것을 표본상에서 확인할 수 있었다(Fig. 14). 마절의 경우 마(D. batatas)와 참마

(D. japonica) 두개의 종으로 구성되며 외부 형태를 분류체계에서 꽃대의 형태와 

잎의 형태로 구분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마의 경우 꽃대가 지그재그로 나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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났고 참마의 경우 곧게 뻗는 것을 확인하였다(Fig. 15). 부채마절은 각시마(D. 

tenuipes), 부채마(D. nipponica), 단풍마(D. quinqueloba), 도꼬로마(D. tokoro)

로 이루어져 있으며 절 내에서 유연적 거리가 가장 가까운 종은 단풍마와 도꼬로

마로 나타났다. 부채마는 단풍마, 도꼬로마의 분기군과 자매군을 이루었다. 각시마

는 단풍마, 도꼬로마, 부채마의 분기군과 자매군을 이루었다. 부채마의 경우 2개의 

분기군으로 나나뉘는 것 확인할 수 있으나, 염기서열의 변이가 매우 적어 동일 종

으로 분류 하였으나, 추후의 연구가 필요할 것으로 생각된다. 부채마절에 속한 종

들의 외부형질의 특징은 잎의 형상(Fig. 16), 옆병의 길이, 엽병기저부의 줄기상의 

돌기의 유무에서 확인할 수 있다. 부채마와 단풍마의 경우 두 종 모두 장상엽의 

형태를 지니고 있으나 단풍마의 경우 엽병의 길이가 잎전체의 길이보다 짧고, 엽

병 기저부의 줄기상에 한쌍의 돌기가 있어 부채마와 구별됨을 확인할 수 있었다

(Fig. 17). 각시마 역시 엽병기저부의 돌기를 가지고 있었으며 도꼬로마의 경우 

다른 종들과 달리 잎이 윤생으로 달리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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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9. MP and NJ tree of the ndhC-trnV sequence. A, D. batatas; B, D. japonica; C, D. tenuipes; 

D, D. nipponica; E, D. quinqueloba F, D. tokor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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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10. MP and NJ tree of the petN-psbM sequence. A, D. batatas; B, D. japonica; C,       

D. tenuipes; D, D. nipponica 1; E, D. nipponica 2; F, D. quinqueloba G, D. tokor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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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11. MP and NJ tree of the rpl32-trnL sequence. A, D. batatas; B, D. japonica; C,        

D. tenuipes; D, D. nipponica 1; E, D. nipponica 2; F, D. quinqueloba G, D. tokor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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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12. MP and NJ tree of the trnS-trnG sequence. A, D. batatas; B, D. japonica; C, D. tenuipes; 

D, D. nipponica 1; E, D. nipponica 2; F, D. quinqueloba G, D. tokor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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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13. MP and NJ tree of the combined data. A, D. batatas; B, D. japonica; C, D. tenuipes;        

D, D. nipponica 1; E, D. nipponica 2; F, D. quinqueloba G, D. tokor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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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14. The inflorescence of the Dioscorea.; male inflorescence spike (sect. Enatiophyllum) 

male inflorescence raceme (sect. Stenophora) 

 

 

Fig. 15. The shapes of rachis in Dioscorea. 

(A) D. batatas  (B) D. japonica       

 

 

Fig. 16. The shapes of leaf in Dioscorea.  

Ⅰ. D. batatas    Ⅱ. D. japonica    Ⅲ. D. nipponica & D. quinqueloba         

Ⅳ. D. tenuipes   Ⅴ. D. tokoro 

A 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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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17. The comparison of petiole length and leaf length. 

(A) D. nipponica   (B) D. quinquelob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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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이전 연구와의 비교 

 

       이전의 마속식물의 분류에 사용되었던 구간들과 비교하였을 때 많은 차이

를 확인할 수 있었다(Table 8). 마절(sect. Enatiophyllum)과 부채마절(sect. 

Stenophora) 사이의 염기서열 분기도 값을 비교하여 보면 이전의 연구에 사용되

었던 rbcL 구간이 가장 낮은 값을 나타내고 있으며 trnL-trnF 구간의 경우는 

ndhC-trnV 구간과 비슷한 값을 나타내고 있다. psbA-trnH 구간의 경우 비교적 

큰 값을 나타냈으며, trnS-trnG 구간에서 가장 큰 값이 나타나 마절과 부채마절

사이의 거리가 가장 크게 나타나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Fig. 18).  

       마속식물들 중 염기서열의 변이가 가정적어 유연관계가 가장 가까운 마절

의 마(D. batatas)와 참마(D. japonica)의 염기서열의 변이를 비교하여 보면, 

psbA-trnH 구간의 경우 0.00%으로 마와 참마사이의 염기서열의 차이가 나타나

지 않았다. rbcL 과 ndhC-trnV 구간의 경우도 각각 0. 24%, 0. 28%로 비교적 

낮은 값을 나타냈고, petN-psbM, rpl32-trnL 구간이 큰 값을 나타냄을 확인하

였다(Fig. 19). 부채마절에 속한 각시마(D. tenuipes), 부채마(D. nipponica), 단

풍마(D. quinqueloba), 도꼬로마(D. tokoro) 종들의 각 구간에서의 유전적 변이의 

정도를 확인하기 위하여 염기서열의 변이의 평균을 비교해본 결과 rpl32-trnL 구

간에서 1.82%의 값이 나타나 변이가 가장 뚜렷하게 나타나는 구간이었으며, 

trnS-trnG 구간은 1.48%로 역시 큰 값을 나타내었다. trnL-trnF 구간의 경우 

마절의 결과와는 달리 가장 낮은 수치를 나타내는 것을 확인하였다(Fig. 20). 각 

구간들의 염기서열의 길이와 보존된 염기 및 계통학적 해상력을 갖는 위치인 

parsimony informative site를 비교한 결과 psbA-trnH 구간의 길이가 다른 구

간에 비해 425bp로 가장 짧았으며 rbcL 구간의 길이가 가장 길게 나타난 반면 

정보제공위치(Informative site)의 개수는 34개로 가장 적은 값을 나타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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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제공위치가 전체 염기서열 중 차지하는 비율을 분석한 결과 trnS-trnG, 구간

이 10.83%로 가장 높은 반면 rbcL구간은 2.74%로 가장 낮은 값을 가졌다(Fig. 

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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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8. Sequence information of chloroplast DNA genes 

  

 

 

      

 

 

 

 

 

 

 

 

 

 

 

 

 

 

 

 

 

 

 

 

 

 

 

Fig. 18. Sequence divergence (%) calculated by Kimura’s Two-parametar method  

in the genus DIOSCOREA.Values are indicated by lines Minimum and Maximum on 

each column 

Locus Size (bp) 
Size of aligned sequence 

 including indels (bp) 

Number of    

informative sites (bp) 

Percenstage of 

Informative sites(%) 

ndhC-trnV 673-785 834 49 5.87 

petN-psbM 765-809 907 74 8.15 

rpl32-trnL 674-709 784 83 10.58 

trnS-trnG 828-960 1043 113 10.83 

Combined data 3050-3145 3350 313 9.34 

psbA-trnH 355-379 425 37 8.7 

trnL-trnF 684-725 761 42 5.51 

rbcL 1237 1237 34 2.7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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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19. Sequence divergence (%) calculated by Kimura’s Two-parametar method  

in sect. Enantiophyllum 

 

 

 

 

 

 

 

 

 

 

 

 

 

 

 

 

 

 

 

 

 

 

 

 

 

Fig. 20. Sequence divergence (%) calculated by Kimura’s Two-parametar method in sect. 

Stenophora. Values are indicated by lines Minimum and Maximum on each colum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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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21. Percents of informative sites for each target reg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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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분류검색표  
 

 

1.  잎이 대생, 수꽃은 수상화서로 달린다. ------ 마절 (sect. Enantiophyllum) 

              

   2. 꽃대가 지그재그형태, 잎은 심장형 --------------마 (D. batatas) 

    

2. 꽃대가 곧게 뻗은 형태, 잎은 화살 밑 모양 --------참마(D. japonica) 

 

1.  잎이 호생 또는 윤생, 수꽃은 총상화서로 달린다.-부채마절 (sect. Stenophora) 

    

   3. 잎이 장상형  

      

4. 엽병기저부의 줄기상에 돌기 있다. 엽병이 잎의 전체길이보다 짧다.  

----------------------------단풍마(D. quinqeloba) 

      

 4. 엽병기저부의 줄기상에 돌기 없다. 엽병이 잎의 전체길이보다 길다.  

-----------------------------부채마(D. nipponica) 

  

3. 잎이 심장형 

       

      5. 줄기 엽병기저부에 돌기 있다. 잎이 호생 -------각시마(D. tenuipes) 

       

5. 줄기 엽병기저부에 돌기 없다. 잎이 윤생 ------ 도꼬로마(D. tokor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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Ⅳ. 고찰 

 

본 연구에서는 세계적으로 10속 650여 종이 열대와 아열대, 온대 지역

에 널리 분포 하고 있는 마속 식물 중 우리나라에서 자생하고 있는 마속 식물의 

분류를 위해 분자계통학적 접근을 시도하였다. Chloroplast DNA의 구간 중 

psbA-trnH, rbcL 구간이 분류에 많이 활용되고 있으나 종간 염기서열의 변이

가 낮아 종의 분류에 있어서 명확하지 않은 점이 있어 비교적 염기서열의 변이

가 많이 나타나고 종이하의 분류에 효과적인 ndhC-trnV, petM-psbN, rpl32-

trnL, trnG-trnS 구간을 비교하여 실험을 진행하였다.  

4구간의 염기서열을 비교한 결과 모두 같은 패턴으로 분석되는 것을 확

인할 수 있었다. 마속식물은 두개의 절인 마절(sect. Enatiophyllum)과 부채마

절(sect. Stenophora)로 나뉘며 마절에는 마(D. batatas)와 참마(D. japonica)

가 속하고 부채마절에는 각시마(D. tenuipes), 부채마(D. nipponica), 단풍마(D. 

quinqueloba), 도꼬로마(D. tokoro)로 구성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으며 이 

결과는 기존의 분류체계와 일치하는 결과였다.  

 이전에 연구된 psbA-trnH, trnL, rbcL 구간과 본 연구에서 사용된 

ndhC-trnV, petM-psbN, rpl32-trnL, trnG-trnS 4개의 구간을 비교 분석한 

결과, rbcL 구간의 경우 계통학적 해상력을 갖는 위치인 정보제공위치의 개수가 

염기서열의 길이에 비해 상대적으로 적다는 것을 알 수 있다. 또한 변이가 가장 

큰 마절과 부채마절 사이의 염기서열 변이 역시 다른 구간들에 비해 현저히 작

은 것을 알 수 있었다. 이러한 수치들로 미루어 볼 때 마속식물의 분류에 있어 

rbcL 구간의 활용은 명확한 해상력을 제공하기에는 무리가 있다. psbA-trnH 

구간의 경우 염기서열의 길이가 가장 짧은 반면 정보제공위치의 개수는 상대적

으로 많은 것을 확인할 수 있다. 또한 마절과 부채마절 사이의 염기서열 변이 

도 큰 수치를 나타내고 있어 마속 식물들의 분류에 활용될 수 있는 구간으로 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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각 되었다. 그러나 마절의 마와 참마의 염기서열이 동일하게 분석되어 염기서열

상으로 마와 참마의 종 구분이 불가능한 것으로 나타나 마속식물의 분류에 활용

되기에는 한계점이 드러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trnL-trnF 구간의 경우 

ndhC-trnV 구간과 비교하여 염기서열의 길이, 정보제공위치의 수, 마절과 부

채마절 사이의 염기서열 변이가 유사하게 나타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으며, 마

절의 마와 참마 사이의 유전적 변이가 더 큰 것을 알 수 있다. 그러나 부채마절

내 변이의 경우 가장 낮은 수치를 나타내고 있을 뿐 아니라 trnL-trnF 구간의 

염기서열로 작성된 maximum parsimony tree에서 서로 다른 절에 위치하고 있

는 마와 각시마의 유전적 거리가 매우 가까워 마, 참마와 자매군을 이루고 있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이러한 결과는 다른 구간들의 결과와는 일치하지 않으며 기

존의 분류체계와 비교했을 때에도 적합하지 않은 것으로 생각 되어, 신뢰성이 

떨어지는 구간으로 판단된다.  

본 연구에서 사용된 구간들의 경우 대체로 이전에 사용된 구간들에 비

해 길이, 정보제공위치의 개수, 염기서열분기도의 수치가 높게 나타나는 것을 

확인 할 수 있으며, 기존의 분류체계와도 부합하는 것을 알 수 있다. 따라서 이

전의 연구된 구간들을 통한 마속식물의 분류체계보다 명확하고 신뢰도가 높은 

분류체계를 완성할 수 있었다.  

본 연구의 실험 결과와 기존의 외부형태 분류학적 연구와 비교해본 결

과 기존에 연구 결과에서는 마와 참마 사이의 경우 잎의 형태를 제외한 외부형

질의 차이가 거의 나타나지 않을 뿐 아니라 잎의 형태도 변이가 심하여 이 두 

종을 동일 종으로 다루거나 구별을 제대로 하지 못한 채로 다루어져 분류체계에 

있어 문제점이 있었다. 또한 참마와 각시마의 경우 잎의 형태가 매우 유사하여 

서로 다른 절임에도 혼동이 많이 일어나 동정에 문제점을 드러내고 있었다. 또

한 참마와 각시마의 경우에도 잎의 형태가 매우 유사하여 서로 다른 절임에도 

혼동이 많이 일어나 동정에 문제점을 드러내고 있었다. 그러나 본 연구에서 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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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된 4개의 구간 모두 마절과 부채마절 뿐 아니라 유전적 거리가 가장 가까운 

종인 마와 참마 사이에서도 4개의 구간 모두 염기서열의 차이를 보여 확연하게 

구분지을 수 있었다. 또한 이들의 표본 분석을 통해 기존 분류체계에서 활용된 

종 간의 외부형질을 검토 및 추가하였다. 특히 마절의 마와 참마에서는 꽃대의 

차이를 확인하였으며, 잎의 형태가 유사했던 각시마와 참마는 수꽃의 화서, 엽

서 등의 특징을 통해 구분할 수 있었으며, 장상엽의 형태로 나타난 단풍마와 부

채마의 경우 기존의 연구에서 잎의 넓이를 통하여 분류하였으나, 이는 잎들에 

따라 형태의 차이가 크기 때문에 객관적인 판단이 쉽지 않았다. 그러나 엽병의 

길이와 입 전체의 길이의 비교와 엽병 기저부의 돌기의 유무를 통해 보다 객관

적이고 정확하게 구분 지을 수 있었다. 이러한 분석 결과를 토대로 기존의 분류

체계와 비교하여 한국산 마속식물을 2절 6종으로 정리하였으며, 이들에 대한 

분류 검색표를 제시하였다.  

성인병 예방 및 치료의 효과가 있고, 이미 오래전부터 식용으로 사용될

만큼 독성이 거의 없어 건강식품 및 제약 원료로서 산약 뿐 아니라 마속식물의 

대부분이 여러 분야에서 관심이 높아지고 있으므로 보다 객관적이고 체계적인 

종의 구분이 필수적이다. 이러한 상황에서 분자계통학적 연구와 외부형태학적 

분석을 통한 종합적인 분류체계가 객관적이고 정확한 종의 감별을 가능하게 하

며 그 동안 오동정되거나 외부형태만으로는 구분이 불명확했던 종들의 재확인에 

이용될 수 있을거라 생각된다. 또 대부분 절단, 가공된 상태로 유통되는 한약재

의 특성상 약재의 외부형태만으로는 구분이 용이 하지 않기 때문에 위품이나 가

품의 우려가 있을 수 있으나 이러한 연구의 활용이 한약재의 기원을 파악하고 

위품이나 가품을 가려낼 수 있는데 크게 도움이 되리라 생각된다. 또한 앞으로 

있을 마속식물들의 체계적이고 정확한 연구에 명확한 기초가 될 수 있을 거라 

생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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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Molecular analysis for the Authentication 

of  

DIOSCOREA RHIZOME 
 

Sang Back KIM 

 

College of Pharmacy Graduate School  

Seoul National University 

 

DIOSCOREA RHIZOME, the rhizome of Dioscorea japonica Thunb. or D. batatas 

Decne, has been used as a herbal medicine to provide nourishment,  discharge phylegm, 

and treat diarrhea in Korea. According to recent studies, some chemical components from 

the genus Dioscorea have biological effects of anti-inflammatory activity, antioxidant, anti-

diabetic activity, anti-obesity, and so on. Due to the biological activies reported in previous 

studies, the genus Dioscorea has attracted been interests from pharmacognosists. Even 

though the plant of Dioscorea has been frequently  chosen for the studies of 

pharmacognosy, their phylogenetic relationships remain still in dispute. In the previous 

molecular studies using region of cpDNA, phylogenetic relationships among species in the 

genus have been unresolved because the sequence divergences between closely related 

species were not large enough to separate them. We have chosen four intergenic spacer 

regions of cpDNA to elucidate phylogenetic relationships among Korean Dioscorea; ndhC-

trnV, petN-psbM, rpl32-trnL and trnG-trnS, of which sequence variations are known to b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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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igger than those of nr ITS or psbA-trnH, matK, trnL-trnF. Molecular analysis clearly 

separated Korean Dioscorea into two major groups, which precisely corresponded to two 

section of the genus, sect. Enatiophyllum and sect. Stenophora, respectively. Dioscorea 

batatas and D. japonica are placed in sect. Enatiophyllum. In the section Stenophora, D. 

quinqueloba and D. tokoro are closely related as sister group, and then they are allied with 

D. nipponica group. D. nipponica are separated into two clades with a minor difference in 

sequences. D. tenuipes is placed on the sister groups of the clade of D. quinqueloba, D. 

tokoro, and D. nipponica. Resolved phylogenetic relationships in their study will provide 

the basic criterion to authenticate the rhizomes of the genus Dioscorea circulated of herbal 

medicines in the market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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