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KAERI



출
디}L

파학기슐처장관 귀하

본 보고셔률 ”기내물연변이 셰포주 유기 빛 션발기슐 개발” 연구과제의

2년차 보고셔로 제툴합니다‘

1992년 6월 일

주관연구기관명 : 한국과학기술원 휴천공학연구소

총활연구책임자 : 흥 추 몽

협동연구기관명:한국원자력연구소

협동연구책입자 : 이 명 월

연 구 원:좋 회 접

” :김 채 성

” :변 명 우

” :이 명 근

” :선 인 철

” :이 상 재

” :이 71 」‘휴-

” : 입 · 용 택

감수위훤 칙급 : 책임 연구원

성명 : 이 정 호

1I



요
n
τ

1. 제 묵

기내 돌연변이 셰포추 유기 빛 션발기술 개발

II. 연구개발의 묵책 및 필요성

최근 수년동안 식물학의 회신연구로셔 또한 신폼총 개발율 위한 획기척인

기솔로셔 조칙배양기술에 의한 나흩원형질체와세포외 연속척인 생장， 추롤，

조작기슐과 recombinant-DNA 기출의 용용이 많운 관섬율 받고 있는데 이들윤

치곰 생물공학분야외 일반화된 주쩨로 되어 있으며 욕히 식물용 생팔공학 산업

에셔 가장 필수쩍인 biological agent 만픔이나 중요한 raw mateial율 이미

공급하고 있기 때문에 많운 산업에 널리 이용되고 있다.

채래의 육총방법과 기슐로 짧몰 기간내에 대량의 식물율 생산할 수 있는 척철

한 방법이 없으므로 식물 대량충식율 위하여 식물 조칙배양기법율 이용한

생물공학의 용용혼 이미 많이 이루어지고 있으며 meristem culture 율 용한

무병추의 션발과 유치， 내 virus성 식불의 screening어11 r-DNA 기솔외 용용이 그

예이다. 욕히 r-DNA 기술운 분자수준에셔의 식물의 기본대사외 혜명과 single

또는 multiple gene의 동쟁과 조작 둥 식물기눔조쩔 및 식물상호간에， 식물에셔

미생물로 포는 그 반대로 유천자 견이불 위한 vector 재발에도 크게 기여하고

있다.

유천공학은 톨연변이의 창생과 이의 유천발현이 그 근본척인 목척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넌데 톨연변이 연구와 조칙배양기솔은 휴천공학의 기률이 되는 기본

기솔로서 방사션에 의한 툴연변이 유기 및 션발에 관한 연구와 단세포와

기관배양 및 원형철체 배양 등의 기솔율 개발해야만 유전공학 소기의 목척올

달성활 수 있으므로 이률 위하여 먼저 핵기술올 충분히 활용해야 활 것이다. 본



연구는 방사선에 의한 기내롤연변이 육종기술율 개발코자 2차년도의 목표로셔

감자 톨연변이 세포주의 션발 및 재분화툴 위하여 판세포와 callus 또는 철경

배양과 돌연변이 유기방법에 대한 기초설험올 수행하였다.

III. 연구개발의 내용 맞 범위

단셰포로부터의 변이체 션벌올 위하여 유기된 callus에셔 딴세포의 대량

증식과 단셰포 수준에서의 내염성파 방사션 감수성율 조사하여 롤연벌이 유기롤

위한 척청조건의 구명과 감자철경 배양율 통한 롤연변어 유기률 위하여 변이휴기

원으로서의 방사선 처리방법과 책정 재분화 배지툴 구명하고자 하였다.

IV. 연구개발외 결과 및 활용에 대한 건의

1. 단세포배양 빛 방사선 감수성

Callus 유기 및 단셰포 때양에 알맞는 f.riable callus 유가률 위하여 재량

M&S 배지에 NAA 2 뼈/1와 2,4-» 2 略/1롤 혼합첨가한 구에서 가장 양효한

callus 형성놓력율 보였으나 callus 조칙윤 compact하고 당활씩율 띄었고 NAA

2 때/1와 2,4-D 2 mgll 그러고 kinetin 2 뼈/1툴 혼합챔가한 구에셔 다융으로

callus 형성능이 양호하였으며 friable callus로 둥황책율 띄었다. 또한 단셰포

배양에 있어서는 깨량 M&S 배지에 NAA와 2,4-D 그러고 kinetin 각각 2 mg/l

찍율 혼합챔가한 왜쩨때치가 가장 양효한 것으로 나타녔다.

갑자 단세포 배양액에 대한 방사션 명향율 조사하고자 pH 5.7로 조철한 핵체

배지에 i-ray활 0, 50, 100, 200, 400, 800, 1600 Gy 션량으로 조사하여 5일

간격으로 25일간 pH롤 조사하여 본 결과 방사전 쳐리구와 무체리구간에 pH

변화는 최저 pH 5.4에셔 최고 pH 5.8로 별 차이가 없었다. 또한 감자 한세포

수출에셔의 업농도에 따른 영향율 보고자 NaCl율 0%, 1.0%, 2.0%, 2.5%, 3.0%의

농도로 초청하여 진탕배양한 결과 무처리구에셔는 꾸준한 세포벌도의 중가툴

보여 쳐리후 8일경에는 최대로 증식되었으나 NaCl 처리구에셔는 처리후 4일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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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충식하였으나 8일경에는 최저상태로 낮았고 쳐리농도가 높율수륙 세포벌도는

더 낮았다.

판세포수준에셔 radiosensitivity률 조사하고자 개량 M&S 배지에 NAA와

2,4-D 그리고 퍼netin울 각각 2 mg/l 씩 혼합챔가하여 i-ray툴 0, 10 , 30 , 60 ,

90 , 120 , 150 , 200 , 250 6y 션향으로 조사하여 25 土2°C ， 90 rpm의 rotary

shaker에셔 진탕하여 본 결파 무커리구의 쩨포밀도는 청상척씬 충식을 보였으나

처리구에셔는 9일까지는 약간 중석하다 12일경에는 감소후 다시 환란한 충식율

보였고 충식률에셔는 각 쳐리마다 약깐의 차이툴 보이면서 조사션량이 놓올수몹

완만하게 종식되었다. 한현 50 Gy의 방사선량율 일시 초사한 것과 25 Gy + 25

Gy로 나누어 시간벌로 분할 조사하여 쩨포수의 변화물 조사한 결과 일시조사에

비해 분할조사에셔 써포수의 현저한 충가가 있었고 8시간 간격의 분할조사에셔

세포충식혁이 가장 쭈수하였다.

2. 갑자쩔경배양 및 톨연변이 유기

철경때양에 의한 캅마 유용롤연변이 유기률 위한 방사션 감수성 조사에셔 갑자

유식물체의 치사율옴 품종에 따라 다소 차이가 있었는데 대관 47효의 명균치사율

25%에 비해 수미는 37%로 조금 놓았고， 액아부위벌 체사율운 대관 47효에셔는

청아가 가장 낮으변서 하위핵아로 갈수록 다소 충가하였고 6번째 때아률 청첨

으로 그 이후는 다소 감소하였으며 수미의 경우에셔도 정아가 가장 낮폴 치사율

로 하위핵아로 칼수혹 치사율이 종가하였으나 3번째 액아가 치사율 46.2%로 가장

놓았다.

방사션처리에 따륜 shoot length는 무처리구의 5.1 em에 비해 조사선량의

중가에 따라 50 6y의 2.8 em까지 감소하였고， node 수에셔도 무처랴구의 5.4에셔

50 Gy의 3.9까지 감소하였으며 부위벌로는 정아가 신장과 node 수가 가장

척었고 하부때아로 찰수록 컸다. 한펀 sucrose 농도에 따른 shoot 충식은 40

gil 첨가한 배지에셔 shoot 신장이 가장 좋았고 갑자품종에셔도 다소 차이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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있었는데 수미가 가장 양호하였다.

3. 돌연변이체 선발

방사션조사로 기내에셔 유기한 변이제툴 포장에서 선발한 컬과 무처리구에셔는

몇개외 협록소 결휩파 adventitious root 발생이 보였으나 방사션쳐리구에셔는

다량으로 발견되었고 microtuber와 multishoot 형성 및 단간과 차추책 변이도

발견되었다. 형균변이율운 무처리구의 8.3%에 비해 30 Gy 쳐리구에셔는 15.3%로

2배청도 중가하였고 갑자부위벌로는 정아가 9.2%로 가장 낮고 7-8번째 핵아가

27엉로 가장 높았다. 그러나 포장에셔의 낮폰 생존율 때문에 수량분포는 매우 콘

폭으로 나타나 계속 젤험중에 있다. 기내유기흰 소과경에 r-ray O. 10. 20 ,

40. 50 Gy롤 처리하여 발아율파 변이율율 조사한 결과， 발아율운 106y의

23%에셔 50 Gy의 5%로 조사션량의 총가에 따라 감소하였고， 변이션벌율혼 20 Gy

조사구에셔 28.1%로 가장 높었고， 4O Gy 조사구에셔 15.0%로 가장 낮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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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Project Title

Development of Technique on the Induction and Selection of 다 판tro

Mutant Lines (Potato , S따멜꽤 tuberosum L. )

II. Objective and Necessity of the Project

Over.the past few years application of the techniques of the plant

tissue culture , have come to the fore which would seem to have 뻐lch to

offer in terms of advancing current research in the plant science, and

exploiting the knowledge gained to develop new crops. These areas have in

recent years becon펌 associated with mutation breeding, especially 꽉 핀후ro

mutagenesis for the improvement of economical plants in biotechnolo밍·

Indeed , biotechnological application c뻐 already be seen in the use of

plant protoplast and cell culture technique for the mass propagation of

species for which there is no other adequate way of producing large 뻐mber

of plants in a short time. Similar tissue culture techniques have also

been applied to the selection and maintenance .of disease-free plant stocks

throu명1 the culture of meristems and more recently, r-DNA techniques have

been applied to the screening of plants for the resistance to viruses.

Recombinant-DNA techniques in particular ·have already contributed much to

the elucidation of basic mechanisms in plants at the molecular level ,

furthermore this technique will enable the identification and eventual

manipulation of single and multiple genes controlling important plant

functions. In parallel, the development and construction of vectors fo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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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e transfer of genes between plants , from pI뻐ts to microorganisms , and

vice versa, is also taking place.

Mutation researches have been very important roles to develop the

genetic engineering. For the successful achievement of the genetic

manipulation of pI뻐ts ， the most requisite problems are basically to

develop the plant tissue culture such as callus induction , isolation of

single cell and protoplast, 뻐d to construct vector system to introduce

foreign genes into plant cells. All nuclear techniques essentially need to

develop for satisfying the requisites.

III. Scope and Contents of the Project

πle radiosensitivity and salt resistance on the single cell and callus

of potato , 뼈ss production method of plantlet and microtuber of potato by

in vitro culture 뻐d microtuber formation from the stem irradiated with

radiation were investigated to obtain a optimum condition for selection of

뼈ltant cell line.

IV. Result and Proposal for Application

1. 만le medium for the callus induction from potato tissue and suspension

culture of potato single cell was best on the M& S medium supplemented

with 2 mg/! of NM , 2,4-D 뻐d 퍼netin ， respectively. Ga뼈a irradiation of

50 Gy to 11뻐o Gy on the liquid media of potato cell culture did not affect

on the pH of culture media but the size and growth rate of potato cell was

decreased by the increase of NaCl concentration in media. The population

of single cell irradiated with r-ray(O-250 Gy) was increased normally in

the non-treated cells but treated cells were slowly increased , and the

- 7 -



propagation rate of single cell also was decreased with the increase of

dosage. Splitting of doses into 2 fractions separated by periods of time

for recovery led to considerably rising single cell propagation.

2. The mortality of potato bud irradiated with 30 Gy of r-rays was

different in cultivars and bud position. The rate of mortality in Sumi was

37% hi방ler than 25% of Daekwan 47 cuItivar. The apical bud showed less

sensitive to 마e radiation in both cultivar and the buds of the lower

position from apical appeared to be more sensitive. Shoot length and the

뻐nber of node on irradiated potato plantlet deere앓ed drastically with

increment of radiation dosage (20 -50 Gy). The shoot length 뻐d the 때빼er

of node derived from apical buds were hi힐ler than 비ose of the lower buds.

ηIe shooting 뻐d growth rate of potato node in 과 꽉효표 culture was most

effectiveness in media supplemented with 40 gil sucrose.

3. Plantlet derived from the nodal stem of potato irradiated with 30 Gy of

T -ray transplanted in the field after hardening in pot. SOl뾰 variants

such as p따pIe color of leaf and shoot, dwarf, chlorophyll deficiency and

multishoot formation , etc. could be selected in 과 꽉다Q.. 헤Ie rate of

variation in 30 Gy irradiated plantlet was increased about twofold compared

to 8.3% of non-irradiated plantlet.

Radiosensitivity of microtuber induced from the shoot irradiated with 0,

10, 20 , 40, 50 Gy of r-rays showed hi양lest sprouting rate of 23% in 10 Gy

irradiation and the sprouting of microtuber treated with 50 Gy was lowest

at 5%. πIe rate of variation was revealed the range from 짧.1% of 20 Gy to

15.0% of 40 Gy irradi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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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Introduction

2. Mass propagation of single cell and radiosensitivity

3. Mutation induction by stem nodal culture

4. Selection of variants

5. Conclusion

6. Referenc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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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1 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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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물조칙배양운 식물의 대량 종식수단요로셔 농업， 훤예， 입목 뿐만 아니라

제약 또는 식폼산업에 콘 영향올 주게 되었다. 욕히 식물육종변에셔 보면

육중기간율 대폭 단혹한다던가 F1 생산비률 대폭 철감한다던가 자연에셔 찾아볼

수 없는 유천자핸율 만들어 내는데까지는 식물조칙배양의 과정을 거쳐 가능

하게 되었다. 1980년 이후 률연변이 육종운 뀔 앉vo 물연변이 육종에셔 꽉

꽉갚으 돌연변이 육종으로 캘환되고 있는 철청이고 이 분야의 연구는 급격히

고조되고 었다.

지금까지 일반육종법에 의한 품종개량운 광범위하게 성공척으로 이끓어져

왔으나 이제 유견인자원의 고칼로 기존육종의 한계성율 쩔실히 느끼고 있다.

자현률연변이는 진화외 근원이 되어 왔고 품종개량에셔의 유천차원으로 활용되어

왔지만 자연롤연변이는 극히 낮은 빈도훌 발생하기 때문에 인간이 쩔상하께

요구하는 수요률 감당키 어렵게 되어 인위책으로 톨연변여촬 창생하는 것만이

유월한 유천인자웰의 확보수단으로 안정받게 되었으나 톨현변이는 대체로 임의생

이 없어 션발과정에셔 활모있는 것율 션발하는 것이 콘 과제가 되어 있다.

톨현변이활 일반척인 방법으로 포장에서 선발하려면 우션 넓폰 변책과 인혁，

비용이 많이 요구훨 뿐만 아니라 환경에 따라 션발력이 크께 화우된다. 그런폐

기내툴연변이 션발운 소규모의 용기에서도 다량의 집단율 취급할 수 있고

외부환경과 관계없이 년중 셜험실 내에셔 선발이 가능한 큰 이챔율 지니고 었다.

폼총재량에서 단인자성 돌연변이는 유천변이중에셔 가장 바람칙한 것으로셔 M2

세대의 개체비율운 10~-10용 비율로 나타나t..p.ZJ callus 나 cell 배양중에

체세포변이는 0.2에셔 5%의 버율로 높온 변이율올 나타낸다는 보고가 었다1).

Sanford 등.41윤 감자의 조칙배양에셔 와문율 제기했고 Gavazzi 등껴}운 조칙배양

에서 얻어진 롤연변이는 철척， 양척으로 다르다는 점올 제시하였다. 토마토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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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usarium과 Verticillium 저항성 변이촬 돌연변이 후대에서는 션발할 수 있었으

나 조칙배양 후대에서는 저항성 변이가 나타나지 않았다는 보고도 있다. Maliga

둥.5)은 기내 톨연변이 유기는 조칙배양에 의한 체셰포변이보다 4배가 충가하였다

고 보고를 했고 Behnke7’파 R뻐math8
’도 유사한 결과를 발표했다.

양척변이와 마찬가지로 질척변이도 중요한데 롤연변이 유기에셔 유용톨연변이

률 층대시키려고 유기원회 수준율 높이게 되면 촬모없는 변이가 오히려 층대하게

된다. 조칙배양 기간올 길게하면 내병성 변이의 출현이 놀아진다는 보고가

있는데9.10) 이에 수반하여 염씩체 이상도 증가함을 관찰한 바 있다11.12 ’. 이러한

컬점때문에 이률 변이늪 칙첩 품종으로의 이용보다 교배모볼으로셔 간첩이용에

국한시켜야 하나 활모없는 체세포변이률 줄이기 위해서는 조칙쩔현에서 칙접

유기시킨 callus 률 사용해야 함은 물톤 계대때양 기간도 훨수확 단혹해야 하고

첨가하는 생창조철제의 양 또는 총류도 고려해야 한다. Krishnamurthi 피)와

Lorz14

’는 ~1세포 변이는 선택한 모본의 종류에 따라 매우 다르다고 하었고，

욕성에 따라 다르지만 hot spots 내병성같흘 형질올 톨연변이 유기에 외한

변야에셔나 체세포변이에서 공히 찰 얼어나는 변이로 알려쳤다과17) • Murakishi

와 Carlson뼈l폰 원형질체 때양에셔 담배의 꽤V에 저항성 톨연변이롤 휴기하려면

원형질체 나홉천에 r-ray 조사가 필수척이라고 하였다.

인위톨연변이는 일반척으로 혈성안떼도 대부분의 저항생 유견자는 우성이라는

생각률 갖고 있는데 이는 일반 져함성 육종어I셔 션발시의 우연한 효과에서 용 것

같다. 저항성 우성인자는 분리개체중에서 협게 벌견할 수 있는데 자연집단이나

인위집단 내에셔의 내병성의 션발온 주저항정 인자의 우성형질율 충진하는 보조

인자률 갖는 유견구조로 발천하는 경향이 있다고 Day 등뼈)은 주장했다.

롤연변이 육총에셔 많운 저항성 얼성유천자를 얻운 예가 많운데 기내선발한

저항성 롤연변이의 상당수가 혈성 혹윤 완천 우성으로 나타난EF·ZIi.

유전척 변이발현의 최대화를 위해 반수성조칙율 사용하는데 답배， 유채 또는

앨l앨쁘 Khasi뻐urn의 반수성셰포나 조칙과 앨l쁘핀 tuberosum 의 dihaploi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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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칙은 기내에셔 저항생 변이체 선발에 성공척인 자료가 되어 왔다. 그러나

본격책인 약배양이나 소포자 배양은 아칙 벼， 보리， 감자， 유채 등에 국한하고

있다. Sacristan221운 유채의 반수성 기내션발에셔 배양기간이 길변 킬수록

이수쳐11 ( aneuploidy) 가 높다고 보고하였고 더육이 많윤 인위돌연변이 또는 체셰포

롤연변이의 회북운 2배체보다 동혐 4배체에셔 높다고 하였다깅‘찌. 혈성 혹온

불환천 우성 체셰포톨연변야의 유천분석운 Ro 집단에서 동형 2배체 또는

amphiploid 에셔 놓은 회북율 ’ 나타낸다고 하였다.17， 25.m’. 이러한 현상혼 mitotic

recombination 어1 기인한 것으로 본다낀-$l. 변이율은 배양기간의 연장， 물리화확

척 유기원 처리에 의해. 높일 수 있다낀.31}.

내병성 거내션발에 있어셔 병에 대한 식물체 저항생 반용과 callus 반용이

일치하지 않는 경우가 있어 기내 내병성 션발에 문제가 없는것은 아니다뿔-원}.

답배의 N유천자에 의한 재V 져항성은 셰포탱어리 또는 callus에셔는 저항생

반용올 나타내지만 원형질체에셔는 저항성 반웅울 나타내지 않았고훌.1l ， PVX에

대한 캄자의 R4 져항성 유천자도 원형질체 반웅에셔는 나타나지 않았다홉}.

Loebenstein 등뿔l혼 째V의 저항성 유천자가 2，4-D툴 첨가하지 않운 때지에셔

키운 protoplast 에셔는 쩌함성 반용율 보이나 2，4-D률 캠가한 배지에셔 키운

protoplast 에셔는 져함성 반용율 나타내지 않융율 보고한 바 있다. 훤형철

수준에서의 virus 저함성 기작이 구명되지 않았기 때문에 훨형질 수훈에셔외

져항생 션발용 아척 한청척이며 더구나 원형질 상태에셔 첩총율여 90웅 이하이고

또 캡종된 원형질체의 생존율이 매우 척다는 것이다~l. Virus 져항생 세포주

률 선발하는떼는 오히려 쟁체에 첩종한 후 protoplast 률 만틀어 기내션발하는

것이 효과척이다힘 l. Shepard")와 Murakishi and Carlson18) 들은 담배엎어l

TMV , PVX툴 첩총한 후 훤형질쩨툴 만들고 여기셔 callus올 유도한 다옴 식물체롤

채분화시켜 져합성 변이롤 획득하였는데 PVX는 2.5 x 10'''' T에V논 5 X 10-2

빈도였다.

져항성에 대한 식물체와 기내배양 callus 간의 저항성 반용이 같은 경향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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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타난 예는 Phvtoohthora oarasitica협.@)， Phoma lin~，뻐f’， Phvtonhthora

infest뻐S47’， Pseudomonas svrinRae pv. tobaci뼈) 둥이 었다. 그러나 이러한

관계가 척용되지 않는 경우도 있었다E.밍l. 생체반옹에셔 극도로 이병성으로

발현하는 이병성 추인자가 기내배양 callus에셔 이병성으로 반용되고 질척

내병성인자 발현이 기내에서 양척으로 나타나는 경우도 있다47.51청’.

식불에 기생학는 많올 균 포는 세균은 생체내 또는 기내배양시에 쳐분차량의

톡성물질율 생산해 낸다. 이러한 톱생물질온 기추 식물의 특이성율 갖고 있어

저항성 롤연변이롤 션발하는데 용이한 수단으로 이용되고 있다빠훌’.

본 연구는 감자 기내롤연변이 육종기슐율 확립하기 위한 기본힐험으로셔 감자

단셰포의 대향충식에 의한 callus 유기와 방사션 감수성 및 쩔경배양율 위한

척청채분화배지 확립파 기내에서 유가된 캄자 휴식물체에 방사션율 쳐리하여

포장에셔 변이체불 션발하고자 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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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2 장

제 1첼 연구내용 및 방법

보L 로L

1. 탈세포배양 빚 방사션 감수성

공시폼종윤 수원 원예시험장에셔 분양받운 신육성품종인 J.E-57-18-1 ,

E-57-82-2 , E-170-82-2와 일반재배 폼종인 남작율 션정하여 완천멸균한 상토에

셀험질내의 자연상태에셔 pot 재배하여 시료로 사용하혔다. callus 유기물 위한

실험재료는 감자유식물어l셔 협윤 0.5 cm, 줄기는 0.3-0.5 cm 코기로 철취하여

무균질내에셔 75% ethyl alcohol 에 10-15 초 챔척하여 표변살균 후 7% sodium

hypochlorite(NaClO) 용핵에 Tween- 2O옳 2-3방울 가하여 완천히 용해시킨 후

챔저하여 7분깐 쌀균하고 멸균수로 5회 수세한 다융 배지에 쳐상하였다. 때지는

callus 유기와 판세포배양율 위하여 재량 M&S (Murashige 뻐d Skoog) 배지에

liter당 glycine 20 뼈， nicotinic acid 5 mg , pyridoxine 5 0홈， thia따ne 1 mg ,

inositol 200 뼈， yeast extract 5 g, 셔당 30 g, 한천 8 g율 챔가하고 생강조컬

물킬로 NAA와 2,4-» 그러고 kinetin올 실험에 따라 다롤 수출별로 혼합하여

챔가하었다. 조성훤 배지는 autoclave 천 pH툴 5.7로 쪼청하여 121°C의

autoclave 에서 15분간 고압종기찰균 하었다. callus 유기 및 단세포 배양에

알맞는 friable callus 유기툴 워하여 개량 애 &8 배지에 NAA 2뺑/1 한톱챔가구，

2,4-» 2뼈/1 단톡첨가구， NAA 2땐/1과 2,4-» 2略/1 혼합챔가구， N때 2 mg/l과

2,4-» 2 mg/l 그리고 kinetin 2뼈/1 혼합챔가구에 감자 유식물체에 엽과 줄기툴

test tube에 접종하여 25 土2°C의 배양실내에셔 4주간 압상태로 때양하면서

callus 유기상태 및 조책과 color 등올 조사하였다. 감자의 단세포배양옳 위해

배양액에 방사전( ,-ray) 처리후 배지의 pH 변화률 조사하기 위하여 개량 M&S

배지에 NAA와 2,4-» 그러고 kinetin 올 각각 2 mg/l 혼합첨가 조성한 배양액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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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ntrol , 50 , 100 , 200 , 400 , 800 , l600-Gy 션량으로 방사션율 조사하여

25 ±2 °C의 배양설내에셔 기폰배양법과 동일한 조건하에셔 5일 간격으로 pH률

혹청하였다. 단세포 수준에셔의 내염성 측청올 위해 friable callus 배양핵에

suspension culture하여 충식훤 단세포롤 NAA와 2,4-D 그러고 퍼netin율 각착 2

略/1 혼합청가한 재량 M&S 배지에 NaCl롤 1.0%, 1.5%, 2.0%, 2.5%, 3.0용의

농도로 청가된 배양핵과 NaCl를 무첨가한 배양액율 조성하여 pH 5.7로 조청하여

사용하였다. 각 처리당 단셰포의 밀도는 3000 cells/ml 첩총하여 25 土2°C

배양기에셔 90 rpm으로 조절된 rot값y shaker에셔 진탕배양하여 현미경하에셔

2힐 간격으로 한세포 생폰 유무와 제포의 파펴청도 및 세포웰도률 혈구계산기로

조사하였다. 단세포 수준에서 radiosensitivity 물 조사하기 위하여 friable

callus롤 4추칸 suspension culture하여 종식훤 딴세포률 무균상태에셔 완천

찰균훤 gauze로 여과하여 cell clump률 컬러낸 다율 여과훤 단세포롤 개량 M&S

배자어~ NAA와 2, 4-D 맺 파netin올 각각 2 때/1 혼합첨가하여 조성한 fresh

media에 3찌o cells/ml의 벌도로 첩종하여 방사션( r-ray)율 control , 10 , 30 ,

50 , 90 , 120 , 150, 2때， 250 Gy의 션량으로 조사하여 25 土2°C의 배양기에셔 90

rpm으로 조철훤 rot따y shaker에서 진항배양하였다. 세포의 따괴청도 빛 세포

밀도률 3빌 깐격으로 현미경하에셔 혈구계산기로 초사하였다. 유기된 callus 의

재분화때지는 개량 M&S 배지에 생장초철물질 쭈챔가구와 NAA 0.186 mg/l와

BAP 2.25 뼈/1 혼합챔가구， 1M 0.1 때/1와 kinetin 0.5 略/1 및 6A 0.1 뼈/1

혼합챔가구， 2,4-D 0.2 때/1와 BAP 2 mg/l 그리고 파netin 2뼈/1 혼합챔가구로

조합흰 배치에 첩총하여 계대배양중에 있다.

방사션 톨연변이유기에 있어셔 가능한 한 돌연변이 출현율율 높이고저 하는

것윤 션결요인일 것이다. 식물에 미치는 방사선의 영향으로는 생리척 영향과

휴천척 영향으로 구분되지만 이것이 동시에 얼어나는 현상으로서 가능한 한

생리척 영향올 최소화 하면셔 유천척 영향윷 극대화 하는 것이 천리방사션을

이용한 롤연변이 유기의 확대 관건인 것이다. 방사션처리시 온도， 습도， 산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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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건 등훌 탈리하였율 때 식물체에 미치는 영향이 다르다는 것이 일찍 밟혀졌고

방사선량의 세기 즉 조사선량， 조사선량의 세기에 따라셔도 차이툴 나타내고

있는 것이 찰 알려져 있다. 최근 방사션울 분할 조사함으로셔 총 조사선량올

증가시킬 수 있는 동시에 돌연변이 출현율올 높일 수 있다논 보고가 있는데

분할시칸에 대한 정확한 청보가 부쭉한 상정이다. 톡히 생체에셔의 반응과 기내

명양셰포에셔의 반용윤 상당한 차이가 있으리라 예견되어진다. 본 연구논

기내배양한 감자셰포어11 r-ray툴 시간율 달리하여 분할조사하고 세포의 충식혁율

비교함으로셔 척정 분할시간율 결청코저 25 Gy + 25 Gy의 선량율 0, 1, 2, 4, 8,

16 , 24시간으로 분활하여 조사한 후 2일， 4일， 6일이 되는 시챔에 세포수률

조사하여 비교하였다.

2. 감자 쩔겸배양 및 롤연변이 유기

감자 기내 롤연변이 션발율 위한 .공시채료는 감자폼총 수미， 대관 47호로

고명지 시험장에셔 분양받았으며 이툴 펴경옴 수확후 저온저장고(4°C) 에 2재월

이상 져장했던 껏으로 휴면이 타따흰 상태에 있었다. 배양에 사용할 shoot촬

획득하기 위하여 괴경은 우션 흐료는 수도물에 깨끗이 씻어 표면에 불어 었던

흙과 번지률 제거한 후 5% sodium hypochlorite 애 10푼간 표변소톡율 하였다.

표면소톱된 괴경용 2-3둥분하여 미리 autoclave 에서 멸균 소톱된 때양토롤 넣혼

pot에 샘어 growth cha빼er에서 괴청의 발아불 유도하였다. 갑자 유식물체 기내

번잭율 위하여 20-25 cm 차한 줄기툴 찰라 업과 업병율 제거한 다옵 푸균설에셔

70% ethyl alcohol어11 30효깐 챔저한 후 0.1% 송홍수에 3붙깐 청지후 다시 2%

sodium hypochlorite 용때에 10분간 흔들어 가면셔 표면소톡한 다옵 멸균수로

5회 수셰 한 것올 정아와 각 마디률 1-1.5 cm 코기로 절단하여 고혐배지에

치장하였다. shoot 종식에 사용한 배지는 M&S 배지의 macro and micro

mineral 에 몇가지 org뻐ic compoWlds(myo-inosito1 100 mg/1, pyridoxin 50

mgl1 , thiamine 10 mg/l , nicotinic acid 50 mgll)와 agar 8 gil , sucrose 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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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il롤 첨가한 배지롤 사용하였다. 배지와 sucrose 농도에 따룬 기내 증식정도률

검토하기 위해 M-1배지 (Modified M& S) 와 M-2 배지 (M 8c S 기본배지의 다량요소

+Heller 배지의 미량요소)에 sucrose 농도툴 30 , 40 , 50 , 60 , 70 , 80 gil

첨가하여 조성한 배저에 절경올 첩종하여 shoot의 증식정도와 생장상태률

조사하었다.

3. 돌연변이체 션발

치상 25일 후 청아와 액아에셔 유기된 shoot에 당 연구소의 10,000 Ci

(Co-50) 조사실에셔 r-ray률 30 Gy 션향으로 처리하여 다시 부위별로 철단하여

새로운 배지에 치상하여 배양 35일 후에 변이양상 빛 변이율율 조사하였다.

한환 줄기마디률 절단 치상하여 5일 후 0.5-1 em 청도 자한 shoot에 r-ray률

20 , 30 , 40 , 50 Gy로 해리하여 배양 35얼 후에 폼종깐， 처리션량간 shoot의

생육상태툴 환활하였다. 기내 션발 변이체툴 포장에 옮겨 변이개체의 포장에서

의 생폰 빛 변이성 발현여부률 검토하였다. 소괴경 형성배지에 층석용 배양조건

에셔 자란 감자줄기롤 두마디씩 쩔단하여 소괴검 형성배져에 때양첩시당 10개씩

치상하여 소괴경율 유도하였다. 기내에서 휴기훤 소괴갱올 수도불과 벌균수로

수셰한 후 5°C로 조정된 냉창고에 4추간 져혼저장하여 완천히 휴면타파흰

소피경율 코기벌로 (T >0.7 em , T >0.5 em , T >0.1 cm) 훈류하여 각 쳐리당

60재썩율 r-ray 0, 10, 20 , 40 , 50 6y로 쳐리 비닐하우스내에서 상토가 답긴

총이 pot에 파종하여 10 Gy 조사구 14개체， 2O Gy 초사구 26개체， 40 Gy 조사구

5개체， 50 6y 조사구 3개체의 Rl 세대 유식물체률 획득 포장에 이식 재배하였다.

Rl 식물체에셔 수확된 괴경율 체리당 개체별로 계풍화하여 R2 세대에 10 Gy

조사구가 76개체， 2O Gy 조사구 114개체， 4O Gy 조사구 20개체， 50 Gy 조사구

12개체률 육성하여 가시척인 톨연변이 출현율 조사와 괴경율 수확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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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2첼 연구결과 및 고첼

1. 단세포배양 및 방사선 감수성

세포융합에 의한 유천자조작과 단셰포 변이체 션발율 북척으로 갑자의

조칙에셔 callus 유기에 척합한 배치률 결청하고 척청배양기솔율 습득하기

위하여 수행한 본 질험올 계속 젤험중에 있어 이제까지 관활한 결과만올 요약

하였다. Callus 유기 및 단셰포배양에 알맞는 friable callus 유기률 위하여

개량 애 &S 때지에 생장조철물질율 각착 다른 수준으로 혼합챔가한 배지에 갑자

유식물체와 협파 줄기훌 첩종하여 4추 배양후 관찰결과롤 보면 조칙별로는

업보다 줄기가 callus 형성능이 좋았고 생장조철물질의 조합별로 조사한 결과

에셔는 NAA 2빼/1와 2,4-D 2 mgtl 혼합캠가구가 가장 양효한 callus 형성능력율

보였으며， callus 조칙운 compact 하고 답활색율 띠었다‘ 다융으로 NAA 2

mg/l와 2,4-D 2 뼈/1 그리고 퍼netin 2 mgtl율 혼합챔가한 구가 양호하였으며

friable callus로 둥황씩율 띠었다. NAA 2때/1 맏톡첨가구는 friable하고

둥활씩율 띠었으나. 2, 4-D 2 mg/l 판톱첨가는 compact하고 빽책 혹용 답황씩율

띠었다. 본 실험외 결과 감자 단세포 배양에 있어 가장 척당한 액체배지는 개량

M&S 때져에 NAA와 2,4-D 그리고 kinetin 각각 2 mg/l씩율 혼합챔가한 배지가

가장 양호한 것으로 나타말다.

감자외 단셰포 배양왜에 대한 방사션의 영향률 조사하고자 배양핵에 ，-션

조사후 pH 변화률 조사하기 위하여 재량 M&S 배지에 NAA와 2,4-D 및 따netin

율 각각 2 mg/l씩 혼합챔가하여 pH 5.7로 조청한 후 125 ml 삼각 flask에 30 ro1

씩 분주， 각 처리당 2반북으로 준비하여 121 0 C autoclave어l 찰균후 방사션

( , -ray)올 control , 50 , 100 , 200 , 400 , 800 , 1600 Gy의 션량으로 조사하여

동일한 배양조건인 25±2°C 의 배양실내에셔 암상태로 유지하면셔 5일 간격으로

pH률 륙청한 결과는 표1 어}셔와 같이 방사선 처리구와 무처리구간에 벌 차이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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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의 없었으며， 조사 15일 후애 pH 변화 범위는 최저 pH 5.40에셔 최고 pH 5.80

으로 별 차이가 없융율 얄 수 있었다. 그러묘로 방사션조사가 때양액에 대한 pH

변화에 콘 명향이 없융율 알 수 있었다.

단셰포 수준에셔의 내염성 및 업농도에 따른 세포의 형태변화에 대한 조사률

하고져 배양훤 단세포에 NaCl올 control , 1.0%, 1.5%, 2.0%, 2.5% , 3.0%의

농도로 조정한 배양액에 3000 cel1s/ml 와 셰포밀도로 첩총하여 25 土2°C에 90

rpm으로 조첼훤 rotary shaker에셔 진항배양하여 현미경하에셔 혈구계산기로

조사한 곁과 그림 1에셔와 같이 세포밀도는 무쳐리구에셔는 꾸준한 중가률 하여

쳐리후 8얼에 최대로. 중식되었으며 NaCl 농도 1. 0-3.0%까지 처리구에셔는

커리후 4일까지는 종식올 하였으나， 8일경에 최저로 낯았다. 쳐리농도가

높율수륙 셰포벌도는 더 낮았으며， 10일경에는 약간 층가톨 보였다. 이헌

컬과는 쳐리후 8일경에는 내업생이 약한 셰포는 삼루현상으로 셰포분혈이

청지되거나 원형질 파괴로 사멸되었으나 그 중 내업생씬 셔l포는 다시 분열

충식흰 것으로 사료흰다. 셰포의 형태는 무쳐리구가 쳐리구보다 바교척 컸으며，

염농도가 높용 처리구일수흡 세포의 형태가 원형에 가깝고 단셰포의 크기가

작옴융 관찰할 수 었었다. 내업성 단세포의 colony 형성율 위해 petri dish에

cell plating 하여 배양중에 었다.

한세포 수준에셔 변이유발과 radiosensitivity률 혹청하기 위하여 깨량 M&S

배지에 NAA와 2, 4-n 그리고 파netin율 각각 2 뼈11씩 혼합챔가하여 조생한

배지에 3낌o cells/m1의 벌도로 단세포률 청종하여 control , 10, 30, 50, 90,

120 , 150 , 200, 250 Gy의 션향으로 방사션( T-ray) 율 조사하여 25 土2°C의

배양기에 90 rpm으로 조정된 rot값y shaker에셔 진탕배양하면셔 3일 간격으로

세포의 파괴청도 및 세포밀도를 조사한 결과(그림 2) 무처리구의 셰포밀도는

청상척인 충식울 보였으나， 처리구에셔는 9일까지 약간 충식율 하다가 12일경에

약간 감소후 다시 완만한 종식율 보였다. 확실한 원인윤 알 수 없으나 처리후

12일경에 방사션에 의한 장해로 인하여 일부 셰포가 사멸 또는 세포분열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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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지된 것으로 사료되며， 그 후 방사선 장해에셔 회북되어 각 처리마다 총식률

에서는 약깐의 차아를 보이며 조사선량아 눔은 쳐리구일수륙 완만하게 충식됨율

관찰할 수 있었다.

감자의 callus률 5.27 x l Q3/m1 농도가 되게 24 °C에셔 계대배양한 셰포집단에

50 Gy의 방사선량율 일시에 조사한 것파 25 Gy + 25 Gy로 2번 나누어 시간벌로

푼할초사한 것을 계속 계대배양하면셔 세포충가수를 조사하였던 결파(표 2) , 50

Gy 션향율 일시 조사한 것윤 배양 2일꽉터 6일까지악 셰포충식력이 극히 미미

하였던 것에 비해 25 Gy + 25 6y로 분할조사한 것운 현저히 세포수가 중가하였다

욕히 8시간 간격으로 .분할조사한 척리구의 세포충식력이 가장 우수한 것으로

나타녔다. 이것윤 gerbera의 기내증석한 식물체혜셔 4시간 간격으로 문할조사한

것이 기내씩물체 충식력이 가장 양호했다는 보고와는원l 상야한데 방사션의

생체반웅파 기내충식 단셰포에서의 반용이 다름올 나타내 주고 있다. 기내배양

시에는 배양조건에 따라서는 현저한 차이가 있율 것으로 예상되는더l 지금까지

방사션의 분할조사 연구는 생체률 대상으로 이쭈어쳤기 때문에 기내배양 판세포

상태와는 상당히 차이가 있율 것으로 예상되었던 것과 일치한 것이다. 감자외

생체와 callus에셔는 60 6y의 방사선량률 쪼사하면 거의 생존이 불가능한데 반빼

판쩨포에서는 150 6y의 방사션조사에셔 까지도 생존하는 셰포가 있어 판세포의

cell cycle에 따론 방사션의 반용이 현져히 다른 것인지 아니면 판쩨포중에는

방사션에 내생올 가지고 있는 톡유의 셰포가 있는 것인지 판명할 필요가 있율

것으로 사료된다. 이쳐험 단셰포에셔 놓윤 션량에 쟁존할 수 있는 것운 휴면

종자와도 상환성이 있올 것으로 사료되는데 이러한 문제는 추후 더 구명해

불만한 파체라고 보아진다.

Galun파 Raveh 등훌l윤 tobacco protoplast 배양배지에 15 6y 이상의 ，-ray률

조사하여 cell plating 효률올 조사한 결과 방사선조사에 의한 아쭈련 영향이

없었다고 보고하였고 Holsten 등멸I ， Schaeverbeke 둥빼’， Anunirato 와 Steward611

’
Bajaj없’률은 20 ,000 -50 ,000 Gy의 고션량 ，-ray에셔는 세포를 치사시키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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칙첩척인 영향파 배지에 화학척인 변화률 초래하며， 배지 구성요소띤 sugar률

천러시격 세포의 생장과 분화에 간첩척인 영향율 끼친다고 보고하였으나 폰

실험에셔 조사한 션량수준에셔는 벌 영향이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Puck 등허l운 포유휴에셔도 X-ray률 조사한 세포툴 feeder률 이용하여 매우

낯운 셰포밀도에셔 세포분열율 유지시킬 수 있었는데 이는 feeder에셔 amino

acid가 생성되기 때문으로 세포에 X-ray를 조사하여 분얼혁율 상실시키더라도

세포내 생리척 활동이 얼어난다는 것율 알 수 있으며 이러한 생리척 활동용 때지

의 필요한 영양소롤 홉수할 뿔만 아니라 내생합성 물질율 셰포밖으로 방훌하여

이률 물질이 처밀도의 배양세포들에 홉수 이용되어 분열력율 종가시키기 때문이

라고 하었다. Klefell 둥.6&1의 보고어} 의하면 poinsettia의 단세포률 suspension

culture 하여 embryogenic cell어11 X-ray를 조사하여 많용 변야체툴 얻율 수

있었다고 하었다. 이 보고에셔도 13 Gy 조사구에서 LD25를 나타냈고， 300 Gy와

480 Gy 조사구에셔 LD50과 LD75로 각각 나타났으며， 조사션량이 중가할수몹

생존율옴 감소되었으나 상대책으로 변이율운 높았다고 하었다. 또한 방사션에

의한 장해는 일정한 션량율 일시에 급조사하는 것보다 같몰 션량율 분합초사하눈

것이 생존율과 변이유기의 상대책 효율이 놓았다고 보고하였다. Wolff훌)와

Blok과 Lomanlll)률혼 방사선장해에 대한 회북은 션량의 조사방법 (일시조사，

분할조사)과 올도， 산소 등의 요헨에 의해 회북파 생존율이 다르게 나타난다고

하였으며， 단셰포률 방사선조사후 낮올 온도에서 때양시 혐책체의 회북이

억제되었고， 조사시 산소가 부록하면 대체로 장해와 치사가 213로 감소되었다고

보고하였다. 방사션조사한 셰포의 변이불석운 생존한 세포의 재생력율 푼척할

수 있는데 가장 척당한 방법혼 단셰포의 colony 형성능력올 분석하는 방법이다.

Radiosensitivity와 변이분석율 하고자 petri disb에 방사선처리한 단세포롤

cell plating하여 계숙 배양중에 있다.

2. 갑자 철경배양 및 돌연변이 유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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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사션에 의한 감자 유용톨연변이 유기롤 위한 기초실험으로서 기내에셔

생육중인 캄차 폼종 대관 47호와 수미의 줄기에 ,-ray 30 Gy올 처리하여 기내

배양하면셔 액아 부위벌로 생육상태툴 조사한 결과， 감자 유식물체의 치사율은

감자 폼종에 따라셔 다소 차이가 있었는데， 대관 47호의 혐균 25%에 비하여

수미는 37%로 다소 놓윤 치사율올 보였다. 측 정아의 치사율음 대관 47호에셔

IT'! 청도였으나 수미는 24%로 각 부위벌로 다소 차이는 었으나 대체척으로 명균

lOX 이상의 놓운 치사율 차이롤 보였다. 액아부위벌 치사율용 대관에서는

청아가 가장 낮으변셔 하위 핵아로 갈수록 치사율이 다소 중가하였으나 6번째

핵아롤 청첨으로 그 이후인 7-8번째 액아에셔는 다소 감소하는 경향흩 보인

반면에 수미의 경우 청아는 대환 47호에서와 같이 가장 낮운 치사율율 보이면셔

하뀌 액아로 갈수룩 치사율이 일청하게 감소하여 3번째 액아에서 치사율 46.2'%로

본 조사범위에셔는 최고의 치사율을 보이면셔 그 이후에셔는 갑소하는 경향율

보여 대관 47호와는 다소 다푼 경향이었다.

변이 유기율율 중가하기 위한 기초질험으로셔 기내에셔 배양한 유식물체의

마다훌 철단， 치상하여 5일후 약 0.5-1 em 청도 자란 어린 shoot에 방사션

0-50 Gy률 조사하여 생육상태률 조사한 결과 표 3에서 보는 바와 갈이 수미외

경쭈 shoot length는 무쳐리구의 5.1 em에 비해서 조사션량의 종가에 따라 50

Gy의 2.8 em 까지 감소하었고， node 수에서도 무처리구의 5.4에서 50 Gy의

3.9 까지 감소하였다. 마다부휘벌 조사에셔는 갱아가 0.7 em로 가장 짧았고

하부때아로 칼수륙 총가하였으며 마지막 8번째 때아가 4.3 em로 가장 킬었다.

node 수에셔도 shoot 신장과 같운 경향으로 정아의 1. 6에셔 가장 하확의 8번째

액아의 5.3 까지 하부핵아로 갈수륙 증가하였다. 대관 47호에셔도 수미에서

감운 경향으로 shoot 신장과 node 수가 비슷하였다(표 4).

감자의 기내 롤연변이주 유기 및 선발의 일환으로 먼저 유식불체의 기내

대량충식 문제가 해결되어야 한다. 우균상토에셔 재배한 감자 줄기롤 한 마디씩

절한하여 마디별로 M-l 배지(Modified M& S) 와 M-2 배지 (M & S maero element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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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Heller micro elements)에 sucrose 농도벌(30 ， 40 , 50 , 60 , 70 , 80 gil)로

조성한 배치에 수미， 대관 47호， 셰풍 3 폼종율 접종하여 shoot의 충식과

생장상태률 조사하였다(표 5). 배지의 종류에셔는 M-2 배지가 엔-1 배지보다

shoot의 길이나 마디수의 충가상태가 양호한 것으로 나타녔고， 폼종칸에셔는

shoot의 길이， 마디수 및 출기의 굵기 등에셔 수미가 가장 생장이 양호하였고

대관 47호， 세풍 순이었으나 론 차이논 없었다. 그러나 배지간 sucrose 농도벌

에셔는 두 배지 모두 sucrose 40 gil 첨가훤 배지에셔 차란 Shoot7~ 신장윤

양호하였으나， sucrose 50 gil과 60 gil 챔가된 배지에서 자란 shoot가 줄기도

굵고 업파 출기가 진한. 돕책율 띠우며 짧고 황성한 생육율 보였다. sucrose 30

gil 챔가된 배지에셔는 shoot 유기 및 신장촉도는 발랐으나 강건청도는 약간

떨어지는 현이었고， sucrose 70 gil , 80 gil 첨가구에서는 shoot 유기 및

생장속도가 늦윤 현이었다. 한펀 sucrose 50 -70 gil 챔가된 배지에셔 유기된

shoot에서는 대부분 배지상부 마디에셔 부청근이 왕성하재 유기되었다. 이것은

배지내 높폴 농도의 sucrose 함량이 명향율 주는 것으로 생각된다.

기내에셔 생장된 shoot률 m따n따icrl따u빼me앉r 유기불 위륭하}여 tuber 휴기배지에 흥치1 상를하}

여 예비질험한 결파 배지의 조성 및 생창조절물질의 종류， 일장， 옴도 둥

여러가지 요인에 따라 명함율 받게 되는떼 한 종류의 배지에 수미와 대판품종옳

질험한 결과 수미폼종이 대관보다 microtuber 협생수나 tuber의 코기가 양호하게

나타났다. 20 Gy의 r-ray률 감차에 조사하여 방사션잡수성옳 초사한 Achutegui

Betelu와 Sc빼idt671는 감자 유식물체의 치사율이 최쩌 30%에셔 최고 90%까지

감소되었다고 하여 롤 실혐의 17-46.2엉에 비하여 높윤 치사율율 보고하였으나，

Kleffel 등쩨이 EUDhorbia Dulcherima 어l셔 30 Gy의 X-ray툴 조사하여 49%의

치사율울 얻운 결과는 본 살험과 묶사하며， ~alther 등fi) 은 '2.~ Gy의 y-ray 를

gerbera에 조사한 결과 2110의 치사율올 보였으며 gerbera 품종간에 차이가

있었다고 하였다. 30 Gy의 r-ray롤 감자 유식물체에 조사하여 감차줄기의

처사율울 조사한 Sonnino 등69)은 약 45%의 치사율올 보고하여 본 질험에셔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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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사한 결과롤 발표하였고， 부위벌 조사에셔도 청아와 하부빼아가 중칸액아에

비해 r-ray 져합성이 높다는 보고도 비슷한 결과었다.

3. 톨연변이체 선발

방사션조사에 의한 변이 유기상태툴 조사한 결과 수미(표 6) 의 경우 변이

유기 상태는 무처리구에셔는 몇개의 엽록소 컬핍과 adventitious root 발생이

보였으나 방사선 처리구에서는 다량으로 발견되었고 이외에도 microtuber와

mu1tishoot 형성 및 단간과 자주씩 변이도 발견되었다. 명균 변이 유기율옴

부쩌리구의 8.3%에 비하여 30 Gy 처리구에셔는 15.3%로 거의 2배에 달하였고

부위벌로는 청아가 9.2없로 가장 낮윤 변이율율 보였고 7-8번째 액아가 27웅로

가장 높운 각종 변이물 보였다. 대관 47호(표 7) 에셔는 수미에서와 비슷한

경향요로 각총 변이 유기상태툴 보여 주었으나， 부위벌 변이율에셔는 청아의

7.6%가 수미에 비해셔 다소 낮았으나 7번째 때아의 52.6%와 6, 8번째 핵아의

35-3’n는 수미에 비해 훨씬 놓았고 명균 변이율에셔도 무처리구의 10.5용가

수미에 버해 다소 놓으나 방사션 쳐리구의 24.따도 수미에 비해 놓았다. 기내

전발 변이체는 포창에 이석하여 거의 80% 야상 고사하였고 약 20% 청도 생존하었

는떼 기내의 변이생어 그대로 유지되는 계통혼 15%-30멍에 달혔고 수량외 환포는

대단히 른 폭으로 나타났다.

소괴경형성용 때지에셔 유도흰 소괴경옳 4추간 5 DC의 냉장고에서 져옴쳐리후

r-ray 0, 10, 20 , 40 , 50 Gy로 처리하여 멸균훤 상토가 담긴 총이 pot에

따종하여 나타난 발아율옴 10 Gy 조사구 23% , 20 Gy 조사구 43% , 40 Gy 조사구

없， 5O Gy 조사구 5%로 조사선량이 높올수북 ‘생존율이 낮게 나타났다. 고션량

조사구에셔 발아율이 낮은 것윤 방사선의 영향 뿐란 아니라 기내애셔 유기훤

소과경의 충질도 및 수확후 후숙에도 약간의 문제점이 있었던 것으로 사료된다.

Rl 세대 식물체는 종셔로 따종한 식물체보다 줄기의 킬이， 개체당 줄기수，

줄가의 diameter , 강건정도， 괴겸의 수 및 코기 등에셔 낮게 나타났다. R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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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대에셔 수확한 과경율 각 쳐리별로 계통화하여 R2 세대에 나타난 외형척인

변이로 내 virus , 업형변이， 왜소형， Vigorus type 등이 풀현하였는데 변이

션벌율은 10 Gy 조사구 26.3% , 20 Gy 조사구 28.1%, 40 Gy 조사구 15.0%, 50 Gy

조사구 25.0용로 나타났다. 또한 기내에서 층석된 캄차줄기에 r-ray 20 Gy

처리하여 부청근옳 유기시켜 순화 이식한 식물체에셔도 33.3%의 변이선발율율

보였다(표 8). 이상의 변이선발율용 각 처리당 공시깨체수가 균얼하지 않았고

개체수가 척었기 때문에 변이훌현율에 대하여 결폰율 내힐 수 없으나 조사선량칸

훌현한 변이양상윤 다르게 나타나 방사션에 의한 돌연변이쩨 유기 가능성율

나타내었다. R2 세대와 각 쳐리별 개체당 파경수량용 10 Gy와 20 Gy 조사구에셔

350 g 이상인 재체가 10개체와 13개체인 반면 40 Gy와 50 Gy 조사구의 재체당

수량운 두쳐리 모두 350 g 미만으로 나타나 선량깐 수량변이 분포는 공시개체수

롤 많이하여 재 실험율 롱하여 정확한 원언율 구명할 수 있율 것으로 생각된다

(표 9). Sonnino 풍69)은 감자 node culture 중에 r-ray륨 쳐리하여 기내에셔

때양중 1094재의 휴식물체에셔 엎의 크기와 모양， 잎의 책， 꽃책， 한간 둥

158 7li의 변이추활 획득하여 약 14.4'멍의 변이유기률율 보고하었는데 이는 본

질혐의 수마의 15.3%와 유사하나 대관 47효의 24.없에 비해 다소 낮용 변이율

이다. 또한 Doorenbos 와 Kapperl!)는 Begonia x Hie뻐lis어I X-ray 25 Gy률

조사해셔 무쳐리구의 18-35%에 비해셔 훨씬 놓올 80% 이상의 변이율율 얻었다고

보고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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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3 장 결 론

식량차원의 안정된 확보와 공급혼 인류생존율 위한 필수불가결한 과제로셔

관련분야에 종사하는 모든 천문가률의 궁극척띤 목척이라고 불 수 있는데

최근에는 식량수요의 양척층가와 합깨 생활환경의 다변화에 따라 영양성분의

변화률 요구하는 질척향상과 자연환경의 보호혹면에서 기존의 육종법과 농경법

으로는 그 욕구률 충혹시킬 수 없는 실정이다.

다행히도 생물의 유천형질율 협게 개량할 수 있는 생물공학 기술의 발달로

많혼 식물종들이 조칙배양율 통해 단세포나 explant에셔 식불로 채분화되며，

원혐질체 융합으로 반수체 식물이 형성되며， DNA률 훤형질체나 세포에 도입하여

유천척요로 형질천환훤 식물생성이 가놓해지고 있다. 이툴 유천공학척 기법율

롱한 산생물자원의 대량생산율 위한 수단으로서 방사션의 이용온 식량문제

해결율 한충 혹진시킬 수 있율 것이다.

이에 폰 연구는 확립된 감자 callus 유기와 단세포 충식법으로 대량의 단체포

로부터 변이세포쭈롤 획득하고차 단세포수준에셔 방사션율 처리하여 방사션

감수성과 쩍청배양조건율 구명하였으며 방사션쳐리된 감자철경의 기내충식율

용해 포장에셔 변이쩨몰 션발 육정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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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1. Change of pH in irradiated media of plant cell culture

Days of Dosage of irradiation (Gy)

survey 0 50 100 200 400 800 1600

0 5.75 5.75 5.75 5.75 5.80 5.80 5.80

5 5.65 5.65 5.65 5.70 5.60 5.60 5.50

15 5.65 5.65 5.65 5.70 5.60 5.60 5.50

20 5.60 5.65 5.60 5.65 5.60 5.60 5.40

25 5.60 5.65 5.60 5.65 5.60 5.55 5.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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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2. Effect of dose fraction of gama rays Un potato ceIl4gr-Dow.th in suspension
culture of M& S media supplemented with 2 mg/l of 2,4-D , NAA and kinetin

No. of cells(x 1Q3/ml) in fraction Non-fraction
Days of ~on- inte뼈1상ιu전、/‘I 야 πωGy + 2ι~5 Gy doses
survey irradiated

1 2 4 8 16 24 25 Gy 50 Gy

0 5.27

2 days 9.04 7.41 7.69 8.06 8.00 8.01 7.65 7.40 9.26

4 days 12.26 9.01 9.05 8.81 9.89 9.34 9.01 11.66 9.48

6 days 14.10 10.69 11.05 10.61 11.39 11.40 10.25 12.44 9.73

πω



Tab1e 3. Shoot lengdth and IllIIImer of nodes observed on 35 days after irradiation with
different doses of gamma rays to plantlets of Sumi cultivar

Dose Bud position -x
(Gy) Axillary

Apical 1 2 3 4 5 6 7 8

0 4.0 3.3 6.4 5.6 5.3 5.3 4.2 5.1 7.0 5.1
(4.3)* (4.2) (5.5) (5.2) (4.0) (5.8) (4.5) (4.5) (5.8) (5.4)

20 0.7 2.7 3.5 5.0 3.7 4.8 3.9 2.3 5.5 3.6
(1. 5) (3.5) (4.4) (6.8) (5.2) (5.7) (4.7) (4.0) (7.7) (4.8)

30 0.9 1.5 3.1 3.0 4.6 2.9 0.8 5.0 4.3 2.9
(2.0) (3.0) (4.5) (5.0) (6.0) (5.2) (2.0) (7.0) (5.3) (4.4)

40 0.7 2.0 3.4 3.9 2.6 3.6 1.1 4.5 3.0 2.8
(2.0) (3.0) (3.8) (4.0) (3 .4) (3.8) (3.0) (4.0) (4.0) (3.4)

50 0.4 1.3 3.0 2.6 3.7 2.1 4.2 3.2 4.3 2.8
(1.0) (2.5) (3.5) (3.5) (4.0) (3.7) (5.0) (5.0) (4.0) (3.9)

- 0.7 1.9 3.3 3.6 3.7 3.4 2.5 3.8 4.3 3.0x
(1.6) (3.0) (4.1) (4.8) (4.7) (-4.6) (3.7) (5.0) (5.3) (4.1)

* Figures in parentheses are the nu빼er of nod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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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5. Effects of sucrose levels and media on shoot length and 뻐mber

gf nodes iIiln꽉4 vitro cultured potato stem node of the three
cultivars in 4 weeks

Sucrose Sumi Daekwan 47 Seapoong
level
(gil) M-l* M-2** 에-1 M-2 M-l M-2

30 4.0(4.2) 5.4(4.5) 4.8(3.3) 5.2(4.0) 5.2(3.0) 5.0(3.7)

40 5.3(5.8) 6.2(5.6) 5.0(3.9) 6.2(4.8) 6.0(4.1) 5.7(5.0)

50 5.2(4.0) 5.4(4.6) 4.7(4.7) 5.0(5.0) 3.7(3.5) 4.2(5.2)

60 3.7(3.6) 3.9(4.0) 4.0(3.1) 3.9(4.0) 4.2(3.4) 3.8(4.0)

70 3.3(2.2) 2.4(3.0) 1.9(1.8) 2.6(3.2) 1.5(2.3) 2.5(3.0)

80 2.0(2.2) 2.4(3.0) 1.9(1.8) 2.6(3.2) 1.5(2.3) 2.5(3.0)

* M-1; modifyed 밴~ media
** M-2; M&S macro element + Heller ’s micro element medi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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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ith 30 Gy ofVariants observed in 괴 맏표~ cultured potato shoot Sumi irradiated
gamma rays

Table 6.

’fotal mutation
observed

No. of mutation types
n“·mn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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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icrotuber Dwarf PurpleChlorphyll Multishoot Adve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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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oo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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Variants observed in 꽉 핀tro cultured potato shoot Daekawn 47 irradiated with 30 Gy
of gamma rays

Table 7.

Total mutation
observed

No. of mutation typ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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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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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8. Selected promising lines in 꾀 'vitro cultured microtuber and
nodal stems of potato cultivar, Sumi, irradiated with gamma rays

Doses No. of Selected x
irradiated pI없Its pI뻐ts

Microtuber 10 Gy 76 20 26.3

” 20 Gy 114 32 28.1

” 40 Gy 20 3 15.0

” 50 Gy 12 3 25.0

Non-irradiatedmicrotuber 8 2 25.0

Nodal stem 20 Gy 57 19 33.3

Non-irradiated nodal stem 28 5 17.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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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9. Distribution of fresh tuber wei링It of potato"derived from gamma-irradiated microtuber in
R2 generation of Sumi

Fresh tuber weight (g) / plant
Doses Total

irradiated 0- 51- 101- 151- 201- 251- 301- 351- 401- 451- 501- 551- 601- 651-
50 100 150 200 250 300 350 4때 450 500 550 600 650 700

licrotuber
10 Gy 10 14 9 8 9 9 7 2 1 4 1 1 1 76

licrotuber
20 Gy 17 20 23 12 11 11 7 5 5 2 1 114

licrotuber
40 6y 3 1 3 5 3 2 3 20

licrotuber
50 Gy l l 2 2 1 1 12

lon-
irradiated 2 4 2 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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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 의

1. 이 보고서는 파학가슐처에서 시행한 특쟁연구개발 사업악

연구보고서입니다.

2. 이 보고서 내용율 발표힐 때에는 반드시 과학기슐쳐에셔

시행한 특갱연구개발사업의 연구철파업융 밝혀야 합나다.

3. 국가과학기술 기멸유지에 휠요한 내용은 대외척으로 발표

또는 풍재하여서는 아나휩니다.

기대률연변이 세포주 유기 및 션벌기출 채발

19~2年 8 셔 128 印뼈

199짧 8 셔 때日 활行

훌훌行A 林 昌 生

훌훌行훌 韓 園 顧 子 力 M 究 所

大田置훌홉市 鷹城훌훌 홉律뼈 1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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