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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채 목 

방사선을 이용한 유전자원 개발연구 

TI. 연구의 목척 및 펼요생 

산업화 이후 농업인구는 해마다 감소하고 있고 식량 자급도 또한 20% 

미만으로 낮아지고 있는 실정이며 UR 협상에 따른 농산물 수입개방은 불 

가피하게 되었다. 인구증가와 더불어 식량의 수요가 중가함에 따라 새로 

운 유전자원의 창출로 품종개량올 통한 우리 기호에 알맞는 식량자원올 

확보하기 위해서는 방사선올 이용한 돌연변이 유기로 신생물 자원의 확보 

를 유도해야 할 것이다. 지금까지는 교배육종 풍 기폰 육종법은 한계썽에 

도달하였고 새로운 육종 소재를 개발키 위해서는 유전공학의 첨단기술의 

필요성이 대두되고 있는 실정이므로 이에 대한 기술의 개발이 절실히 요 

구된다. 방사선과 방사성동위원소를 이용한 각종 기술개발은 유전공학의 

기틀이 되는 기술로서 앞으로도 이 분야의 이용이 활발히 진척될 전망이 

다. 유전공학 기법에 의한 식물육종에서 매우 중용한 기내 배양법과 기 

내에서의 톨연변이 유기， 돌연변이 세포주의 선발， 생리적 인자구명， 션발 

세포주의 형질분석， 변이 세포주의 유전변이 양식구명 둥의 연구가 선진 

국에서 활발히 연구되고 있어 머지않아 신생물자원이 창출될 것으로 생각 

된다. 세계척으로 돌연변이 유기에 의하여 육성된 신품종이 1，800여 종에 

이르고 있고， 직접 품종으로 이용되지 못하지만 화학물질 내성이나 내병 

성， 내충성， 단간 풍의 특성을 지녀 교배모본으로 활용하여 교배육종의 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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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자원으로 제공되고 있으며 이로 인해 우수한 품종이 개발 보급되고 있 

다. 우리나라에서도 방사선과 방사성동위원소를 이용한 연구가 본격화 되 

면서 벼， 보리， 콩， 참깨 둥에서 신품종을 만들어 보급함에 따라 식량증산 

과 국민영양개선에 공헌한 바 있으며，새로운 유전차원올 창출하는데 일익 

을 담당하였다. 특히 유전자 조작에 의한 형질전황윤 많은 시간과 노력이 

소요되므로 기존의 육종법과 병행하여 방사선 돌연변이에 의한 돌연변이 

육종 선발법을 개발하면 더욱 좋은 성과를 얻을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되어 

이에 본 연구는 유전공학 기본소재 개발의 일환으로 방사선을 이용하여 

수도， 대두， 툴깨 동의 돌연변이체 획득과 이들의 특성평가 및 유천차원화 

하는 한편 식물조직배양 기반의 확립과 그리고 기내 배양을 통한 표지유 

전자 선발， 방사선 돌연변이 선발 및 유전자원 확보를 위한 연구를 수행 

하였다. 

ID. 연구개발의 내용 빛 범위 

방사선 돌연변이 유기 및 선발기술올 개발키 위해 몇가지 작물에 방사 

선을 선량별 또는 조사방법을 달리 처리하고 돌연변이율， 변이형태， 생존 

율 등에 미치는 영향을 조사하여 효과적인 조사방법올 모색하였고 효율적 

인 돌연변이 선발법 등을 연구하는 한편 우수 돌연변이체를 착출하여 기 

존 작물 육종이냐 유전공학분야에 이용할 수 있도록 돌연변이의 유전적배 

경， 발현， 안정성 둥의 특성형질을 분석 평가하여 유전자원화하고 안전하 

게 보존하였다. 또한 식물조직배양기술과 원자력기술올 접목시켜 기내 방 

사선돌연변이 육종기술을 모텔화하여 기내 육종기술을 정착시키고자 절간 

기내 증식기술， 약배양효율증진， ca11us 배양 둥의 조직배양기술올 확립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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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 기내 증식 식물체의 방사선감수성 및 변이출현에 대한 기초자료롤 얻 

고자 하였다. 

w. 연구찌발 철화 

1. 기내 돌연변이 세포주 선발 

가. 감자의 기내 배양 및 변이주 선발 

감자 절경배양에 의한 기내 shoot를 위한 적정배지흘 구명하고자 개량 

M&S 배지 (M-l)와 M&S macro elements에 Heller IIÚcro elements를 

첨가한 배지 (M-2)에 sucrose를 30, 40, 50, 60, 70, 8Og/ ~ 씩 첨가하여 기 

내 배양한 결과 M-l 배지보다 M-2 배지에서 shoot 유기와 생장이 양호 

하였으며 sucrose 농도에서는 4Og/~ 첨가가 양쪽배지 모두에서 가장 왕 

성한 생장율 보였고， 다옴은 5Og/ ~， 30g/ ~ 순이었다. 기내 IIÚcrotuber는 

BAP5mg/~ 와 ccc 5OQmg/ ~ 어11 sucrose 6Og/ ~ 첨 가한 배 지 에 서 가장 양 

호하였고， 품종에서는 수미가 가장 우수하였다. 또한 기내 유기한 shoot에 

r -ray 20Gy 처 리 하여 얻은 IIÚcrot배er를 포장에 이 식 하여 tuber 형 성 능 

을 조사한 결과， 주당 평균 tuber수와 tuber 중량이 비조사구 것에 비하여 

중가한 계통율 선발할 수 있었다. 

기내에서 종식한 감자줄기흘 이용한 변이유발 적정 조사량은 30-5OGy 

( r -ray)임을 예비실험을 통하여 알 수 었었다. 방사선 처리는 식물체의 

생존율을 놓게 유지하면서 변이율올 높여야 하는데 통일 선량을 얼시에 

조사하는 것보다 시간 간격올 주고 2회로 분할 조사하눈 것이 효좌적이 

다. 적정 선량인 30Gy와 50Gy를 2, 4, 6, 24시감 깐격으훌 뽑활 조사하여 

육성한 M2 세대의 변이 출현율은 30Gy 얼서 쪼사구에서 13.5%인 반면 6 

시간 분할 조사구(2x15Gy=3OGy)에서 29.()<)A로 가장 뿔께 나타났으며， 4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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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과 2시간 분할 조사구에서는 18.7%와 15.5%로 나타났으나， 24시간 분 

할 조사구에서는 10.2%로 나타녔다. 

또한 50Gy 일시 조사구에서는 8.5%인 반면 4시간 분할 조사구 

(2x25Gy=5OGy)에서 22.8%로 가장 높게 나타녔으며， 2시간과 6시간 분할 

조사구에서는 각각 17.6%, 24시간 분할 조사구 13.8%의 변이용올 나타냈 

다. 전반적으로 30Gy와 50Gy 모두 일시 조사구보다 분할 조사구에서 놓 

은 생존율과 변이 출현율을 보여 유식물체에 방사선 조사로 변이 유발시 

는 분할 조사가 효과적이다. 

나. 수도 약배양 효율중진 

수도 약배양의 훌율증진을 위하여 벼식물체에 r-ray를 lO， 30，5OGy률 

5Ocm, 150cm, 314cm거리에서 조사한 결과， 조사선량이 증가할수록 화분외 

크기는 작아지고 정상화분의 수도 줄어든 반면에 약배양에 적합한 AP화 

분의 수는 중가하였으며， 특히 선량율 46.1Gyj}π 처리구는 5.5Gy/hr 처리 

구의 13.5%에 비해 27.9%로 AP화분의 수가 2배정도 증가되었다. 양수성 

C려lus형성율은 방사선 처리가 대조구에 비해 감소되었으나 50Gy 처리구 

가 거리에 관계없이 30Gy 처리에 비해 중가하였다. 한편 수도의 출수기 

는 조사선량의 증가에 따라 늦어졌으며， 특히 46.1Gy/hr의 선량융로 처리 

한 구에서는 다른 처리구에 비해 5일정도 늦어졌으며 불임율도 높았다. 

다. 장구채의 캘러스 츄기 및 식물체 재분화 

장구채의 조직배양에서 2,4-D 단독처리일 경우 callus 유기는 2 빼It 

에서 양호한 것으로 나타났는데 1 뼈It 에서는 뿌리의 발생이， 2 mg/ t 에 

서는 friable callus의 발생이 그리고 4 뼈It 첨가구에서는 치밀하고 단단 

한 callus가 형성되었다. 자엽에서의 callus 유기는 2,4-D 2 g/ t + NA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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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뼈!R， 에서 가장 양호하였고， 배축은 2,4-D 4 뼈! R, + NAA 2 뼈!R， 첨 

가에서 양호하였다. 

라. 고구마의 기내 배양 및 변이체 선발 

고구마 생장점을 MS 기본 배지에 2,4-D 0.1mg/ R, 롤 첨가하여 배양한 

결과 4주만에 유백색의 배발생 Callus를 얻을 수 있었다. 거내 옳연변이 

유기를 위해서 이 배발생 Callus에 감마선올 0, 3, 5, 7, 9, 12, 15kR 처리 

하여 식물체를 재분화시켰고 재분화 식물체들을 개체별로 육성하여 순화 

시켰으며， 이들 개체들올 대상으로 DNA band pattem, RNA 또는 특정 

protein올 분석한 결과 다수의 변이체를 탐색할 수 있었다. 선량별로 변이 

의 출현 빈도는 아직 뚜렷한 경향을 볼 수 없었는데 이는 재분화 개체수 

가 적었기 때문으로 사료된다. 

2. 수도의 돌연변이 계통 선발 및 평가 

가. 수도 돌연변이의 특성 및 예비검정 

수도 돌연변이의 후대 계통 중 6개 품종에 250Gy와 3α)Gy로 조사하여 

유망돌연변이 계통으로 섬진 250Gy 조사구에서 모품종보다 훌수기는 

17-22일 빠르고 수량도 9-26%까지 증수된 6계통300Gy 조사구에서 3계 

통이 우수 변이계통염이 확인되었다. 또한 추청， 대청， 수원345호의 

250Gy 조사구에서 간장 및 출수기의 단축 정도는 품종별로 약간의 차이 

를 보였으나 수량은 대조품종에 비해 10-41%까지 총수된 9계통은 조숙， 

단단， 다수성이면셔 내병， 내냉성 계통으로 나타냈다. 이훌 유망돌연변이 

로 선발된 변이 계통들은 형질특성이 고정되었고 연차변이가 비교적 적은 

계통들이다. 이렇게 변이 계통들이 높은 증수율을 나타낸 것은 전국적인 

냉해로 인하여 냉해에 약한 품종은 수량이 크게 감소된 반면에 내냉성 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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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계통들은 저온， 저일조 기상조건에서도 병해충의 피해없이 생육이 정 

상적으로 이루어져 수량 감소를 나타내지 않고 변이 특성을 발휘하여 증 

수된 것으로 생각된다. 

나. 수도 유색미 품종 육성 

수도의 유색미 돌연변이 품종육성을 위해 유색 수도 3품종에 감마션을 

200, 250, 300Gy 처리하여 현미색의 변이계통올 선발하였고， 후대계통의 

형질고정화 또는 안정성 평가를 실시하고 계속 후대양성 중이다. 

3. 대두의 돌연변이 육종 및 후대검정 

소립종 대두 중 수량성이 좋으면서 나물콩용으로 사용할 수 있는 KAS 

700-18-30-75, KAS700-17, KAS 700-18-30-38-2, KAS700-18-30-39-1 , 

CB27-30-82의 5계통과 미이라병 저항성 계통으로 KAS 360-22-45-1 , 

KAS 360-22-45-9-1 , KAS 360-22-55, KAS 360-22-55-1 , KAS 

360-22-55-2등 5계통을 선발하였고 밥밑콩용으로 종피색이 검으면서 대 

립 인 KAS 않6-15와 KAS 900-326에 각각 2밍Gy의 r-션을 조사한 

KAS 636-15의 M3 후대에서 다수성으로 3계통， 조숙성 2계통， 기타 10계 

통을， KAS 900-326의 M3 세대에서 다수성으로 7’계통， 조숙성으로 9계통 

을 선발하였다. 

팔달콩 돌연변이 후대 (M7)에서는 다수성으로 9계통， 조숙성으로 3계통 

을 선발하였는데 특히 KAS 900-84-1은 조숙이면서 다수성이고 소립이어 

서 나물콩용으로서 매우 밝은 전망을 보이고 있으나 콩나물 생산량올 조 

사하여야 정확한 판단을 할 수 있올 것이다. 방E사콩 돌연변이 후대 (M6) 

에서도 다수성으로 2계통， 조숙성으로 3계통이 선발되었으나 17계통 모두 

재검토해 보아야 겠다. 나물콩용으로 개발하기 위하여 재배종과 야생종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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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교배후대(F7)의 확성조사 결과， 수량성에서 2，αJOkg;ñå 이상이 35계통 

(11.6%)으로 우수환 계통이 상당히 있옴을 알 수 있었고， 또한 백 립중이 

15g 미만인 소립종으로서 나물콩으로 적당한 계홍수가 216계풍(87%)으로 

많이 분포됩을 알 수 있으므로 이들 계통간의 특성을 더 검토하여 나물콩 

으로 척당한 것을 품종화 시켜야 하겠다. 또한 장홍용으로 적당환 대립인 

2계통도 선발하였다. 한국재래 재배종의 유전자원으로 보존중언 3，αm여 

계통의 종자갱신을 위하여 재배하여 생육조사를 하고 안전하게 보존 중에 

었다. 

4. 들깨 돌연변이 후대 육성 및 선발 

들깨 수량과 들째유 합량올 높이거나 틀째잎의 엽채류 이용훌 위해서 

감마선 1α)Gy와 200Gy 조사하여 육성한 변이채 339계풍 충 숙기， 잎색， 

줄기잭 둥에서 M3 세대에서도 고정되지 않고 분리되는 폭성이 있어 M4 

세대에서 확인한 결과 축엽자소 18계통， 수웬26호 4계통， 엽실 3계풍， 수 

훤21호 2계통， 철곡갈에서 2계통 둥 29계통이 숙기가 분려되었으며， 률깨 

M8 수량 검정구에셔 250Gy 조사구의 24계통 충에서 9체홈， 3많Gy 조사 

구에서 32계통에서 8계통은 다수성 변이체로 선발되었다. 

5. 고추 돌연변이 유기 및 선발 

고추는 교배육종에 어려움이 많기 때문에 품종육성이 어려훈 관계로 방 

사선을 이용하여 유용 유전자웬올 합보키 위해 계통1과 계통2의 훌훌연변이 

후대에서 조사한 륙성형질을 조사한 결과， 계홍 No.1의 150, 200, 250Gy 

처리구에서 단간 41개체， 만숙 10개체， 장간 11 개처J. 왜성형 1개체훌 선발 

하였고， 계통 No.2의 150, 200, 250Gyd의 3 처리구에서는 다수성 74개체， 

단간 48개체， 왜성형 78개체， 만숙형 2개체， 장간 6개체와 초형변이 2개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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롤 대형과는 계통 NO.1에서 24개체， 계통 NO.2에서 18개체를 선발하였다. 

6. RI 이용한 변이체의 유전생리 구명 

생장조절물질인 au회n휴의 Broccoli ca11us 유기와 P-32 홉수에 대한 영 

향을 조사한 결과， ca11us 유기에 NAA 단독 첨가와 NAA + 퍼A 혼합첨 

가가 효과가 있었고 ca11us에 의한 P-32홉수는 auxin류 첨가에 의해 촉 

진되었으나， NAA 단독첨가는 효과가 없었고， 2,4-D 단독과 NAA + 

2，4-D와 파A + 2,4-D 혼합 및 파A 단독 순으로 효과가 인정되었다. 

C려lus에 의한 P-32 총 홉수량에는 auxin류 단독첨가 보다는 혼합첨가가 

효과가 있었다. 

생육중인 작물의 엎중 무기인산의 간단한 정량법으로 영양상태를 진단 

하여 수확기 대두 수량을 예측하고자 포장실험을 수행한 결과 파종 60일 

후 잎중 무기인산 앉)()ppm에서 최대수량올 보이면서 유의성있는 상관을 

보였다. 

작물의 방사선 감수성에 대한 영양결핍 효과를 구명하고자 몇 가지 결 

핍된 영양액으로 사경 재배한 수도 유식물체에 y 선을 조사하고 30일간 

재배하여 그 생육상태를 조사한 결과， 양분 결핍으로 재배된 수도 유식물 

체는 양분 전량 첨가된 대조구에 바해 초장과 생체중이 크게 감소되어 방 

사선 감수성이 증가됨을 보였다. 그 효과는 영양소와 수도 품종에 따라 

다르게 나타났는데 일품벼에서는 철결핍이， 태백벼에서는 인산 결핍이 유 

의성 있는 방사선 감수성 증가효과를 보였다. 

방사선 조사량에 따룬 효과는 저선량인 20Gy 조사구의 일품벼는 철과 

아연 결핍구가， 태백벼에서는 인산과 아연결핍구가 생장 저해가 높았으나， 

80Gy 조사구에서는 일품벼와 태백벼 모두 언산과 칼숨결핍구가 방사선 

감수성이 높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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V. 연구개발 컬과의 활용체획 

1. 기내 돌연변이 세포주 션발 

방사선 돌연변이 육종과 조직배양기술올 접목하여 새로운 기내 육종기 

술을 개발함으로써 돌연변이 육종 효율올 한충 높이는 계기가 될 것이다. 

특히 영양번식작물이나 타화수정작물에서 돌연변이 육종의 효율성이 낮다 

는 단정올 크게 개선할 수 있게 되었으며 더욱히 최근 유전공학 기술과 

병행해서 모든 작물에 기내 육종기술올 적용함으로서 식량난 해결에 큰 

보탬이 될 것으로 확신한다. 본 연구에서 수행한 감장의 기내 육종， 고구 

마의 배발생 callus 에서의 돌연변이체 선발을 지금까지 육종방법을 획기 

적으로 전환케 할 수 있는 새로운 기술로 정착할 것으로 사료된다. 

2. 방사선올 이용한 수도 약배양 효율 증대는 반수성 식물체가 일반 육종 

에서 귀중한 육종 소재가 된다는 사실에 비추어 반수체 육성에 새로운 국 

면올 맞게되었다. 지금까지 반수체 획득 효융 중진법으로 은도 처리가 가 

장 보편화 되어있으나 방사선에 의한 수도의 약배양 효율중진 효과의 본 

연구 결과는 미국 in vitro 국제 학술회의에서 발표하여 Agri cel1 Report 

에서 우수 논문으로 추천된 바있어 매우 고무적인 사실이다. 반수체 육성 

에서 적용이 새로운 요인으로 둥장하게 된 셈이다. 

3. 수도 돌연변이 유기 및 선발 연구는 여러 품종에 방사선을 조사하여 

단깐， 조숙， 내병생， 유석 돌연변이 둥을 선발하여 농가 실중시험에 들어 

간 단계이고， 유전자원으로서 매우 중요한 자료가 되어 수도 생산은 물론 

미질 향상에도 크게 기여할 것으로 사료된다. 상당량의 수도 유전자원은 

농업 관련 연구기관에 분양된 바 있고 계속 돌연변이 유전자휩의 활용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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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높아가고 있는 추세에 었다. 

4. 대두는 우리나라가 원산지의 일부임이 널리 알려진 사실이다. 대두의 

국내 수집 유전자원의 보존은 매우 의미가 큰 것으로 당 연구소에서 일찍 

수집하여 온 재래 대두의 유전자원 3，아x)여 종이 보존 평가되었으며 방사 

선에 의한 대두의 돌연변이 유기에 의하여 다수， 내병， 단초장， 조숙， 나물 

콩용 소립 돌연변이 계통을 유기 선발하였기 때문에 이들의 직접 이용과 

더불어 간접 이용에의 한 우수 품종개량올 목적으로 형질 펑가를 계속하 

고 있으며 중장기 2단계 연구 사업으로 계속 활용할 수 있도록 조처하였 

다. 

5. 들깨 돌연변이 유기 및 선발 

들깨는 참깨와 더불어 식용유로 애용되고 있을 뿐아니라 들깨 잎은 식 

용으로 애용되어 왔으며 최근 그 수요가 급중하고 있는 추세이다. 그러나 

들깨의 품종은 크게 개선되지 못한 실정이며 유전자원 자체가 극히 부족 

한 상태이다. 방사선올 이용한 틀깨 돌연변이 품종 육성은 매우 효과가 

큰 것으로 나타나 현재 우수 특성형질을 지닌 돌연변이 계통이 100야 계 

통 육성되었고 계통들의 형질올 평가중에 있으며 특히 엽채용 틀깨 품종 

개발을 위한 유전자원을 확보해 둔 상태이다. 계속 중장기 2단계 사업에 

서 이들 우수형질 계통의 평가를 통해 품종육성이 가능하도록 추진해 나 

갈 계획에 었다. 

6. 고추의 돌연변이 유기 및 선발 

고추는 열대성 기호작물로 애용되고 있으며 품종개선이 비교적 찰 이루 

어진 작물이다. 그러나 역병， 잎마름병， VlfUS둥 병에 약한 것이 특정이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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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들 병에 저항성을 갖는 유전자원이 없는 면이다. 방사선을 이용하여 병 

저항성 및 유전자원을 개발코저 고추의 순계 계풍에 방사선을 처리하였고 

여러 형질의 돌연변이를 선발하여 명가한 결과 우수 형질을 지닌 변이체 

의 선발이 가능하였으며 현재 이들 돌연변이 후대를 계속 펑가하고 있으 

며 우수형질이 고정된 후에 교배 모본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후대 검정을 

실시하고 있다. 

7. 방사선을 이용한 작물영양대사 구명 

방사선을 이용한 작물의 영양대사구명은 작물 생리현상올 구명해서 생 

산성을 높이는 데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해왔으며 특히 미량 요소의 작물체 

내 활성기착을 구명하는 데 필수적인 역할올 해왔다. 토양과 작물체내의 

양분 홉수에 미치는 여러 가지 영향올 구명해서 보다 효과적인 재배관리 

를 할 수 있도록 처방하는 기본 요소를 제공할 것이며 효율적인 작물 재 

배관리 방법올 제시하는 데 기여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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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UMMARY 

1 . Project Title 

Studies on the Radiation Application for the Development of Genetic 

Resources 

ß. Objective and Importance of the Project 

A lot of problems face in the agriculture after indusσy development 

such as reduction of farmer, self-supply provisions and 0야ning the 

market of agricultural products. After opening the market of 

agricultural products, the foreign imported agri -products are dras디cally 

increased in domestic market. Farmers face a lot of problems to keep 

the domestic market in spite of the considerable achievement during 

last decades. They have to cultivate new com야titive crops for the 

O야n market. Improvement of crop plants have the most important roll 

in the domestic agricultural industries. Even through the most cultivars 

have been bred by the conventional breeding method, however, 

breeders have faced to limit for supplement of the useful genetic 

resources in natural environment. New genetic resources should be 

created through the improved cultivar and induction of new variety by 

the use of radiation for solution of food demand and increasing 

populations. The man around the world eager to advance the 

techniques of genetic engineering for crop improvement throug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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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enetic transforrnation in conjunction with the method of conventional 

plant breeding reached limitation. As the principal purpose of genetic 

engineering is the induction and selection of mutation and the 

expression of mutant gene, plant tissue cu1ture and mutation 

researches have been very important role to develop the genetic 

engineering in the world, thus it is possible to obtain new improved 

variety such as disease, pest and chemical resistance and species with 

new useful agronomic characteristics. All nuclear techniQues will 

essentially need to develop for satisfying these achievements. About 

1,800 mutants have been released to farmer as cu1tivars directly and a 

lot of the more useful mutants 머so have been used as marker gene or 

genetic resources in the genetic engineering experiments in higher 

plants indirectly on the improvement of plant breeding. We have obtain 

a few new variety in rice, barley, soybean and sesame by the use of 

radiation and radioisotope for increase of provisions productivity and 

improvement of food Quality. Transforrnation of genetic manipulation 

as well as conventional plant breeding and radiation mutation have 

contributed much to the development of new promising cu1tivars. 

Application of nuclear techniQue for solution of food problem has 

been useful to provide an opportunity to acceleration of the plant 

improvement, present research laid emphasis on the development of 

techniQues of plant tissue culture and on the induction and selection of 

radiation mutation and on the evaluation of gerrnplasm for the 

preservation of gene resourc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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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 Scope and Co따ents of the Project 

For induction of mutants by in vitro mutagenesis, tissue culture 

methods were developed in various crops. Optimum dosage ofradiation 

and selection of mutant was investigated to inducemutatlon by the 

tissue culture of potato and sweet potato. The ra해osensitivity of 

cultured plants and mass production method by in vitro culture was 

investigated to select a useful mutant. To increase the efficiency of 

rice anther culture, haploidy callus formation and proliferation of 

atypical pol1en were investigated in the rice plant irradiated with 

different dosage of gamma-ray at the various developmenta1 stage of 

microspore. V따la디on of agronomic traits was observed such as 

earliness, short culm and other promising characters derived from 

irradiated rice, soybean, perilla and red pepper in filed. About 3;αm 

lines of soybean were evaluated f야 maintenance of germplasm, also 

various rice mutants were screened in field 떠al and fieldexpe펴ment 

was carried out to investigate the effects of P, K and Ca fertilizer on 

perilla yield, lipid content and composition. 

IV. Results and Proposal for Application 

1. Development of plant tissue culture and selection of 

in vitro mutant lin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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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Development of tissue culture of potato and induction of mutation 

The medium(M-2) of MS macro element supplemented with Heller’ s 

micro element was more effective than the modified MS medium(M-1) 

for shooting and growth of potato stem node in in vitro culture, and 

then the supplement of 40g/ Q sucrose was most effectiveness in both 

media. The highest yield of microtuber in in vitro was obtained in the 

medium supplemented with BAP 5mg/ Q , CCC 5OQmg/ Q and sucrose 

6Og/ Q in Sumi cultivar. Microtuber induced from shoot iπadiated with 

gamma-ray 20Gy seemed to increase in the number and tuber weight 

compared with those of non-iπadiated. 

Micropropagation of potato by in vitro culture of noda1 stem on the 

modified M&S medium was progressed for in vitro mutant selection. 

Radiosensitivity of in vitro cultured plants differed between the 

cultivars, and the surviva1 rate of Sumi was higher than that of 

Namzak in the range of 1O -5OGy. The fractionated irradiation was 

considerably effective to increasing survival rate of plantlets. The 

suπlV떠 rate of the fractionated with 15+15 by 2 hrs interva1 was 74% 

higher than 64% by 4 hrs and the rate of acute iπadiation was 58%, 

while this effect was not shown in the fractionated with 25+25Gy. 

The optimum dosage for mutation induction in in vitro culture of 

potato nodal stem was revealed the range of 30-5OGy. Spiliting of 

doses into 2 fraction separated by periods of time for recovery led to 

considerably rising the rate of survival and variation. The variation 

rate of the fractionated with 15+ 15Gy by 6 hrs interva1 was 29.0% 

higher than 13.5% by acute irradiation, while the variation rate o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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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pplication interrupted by periods of 4 hrs, 2hrs and 24hrs was 18.7%, 

15.5% and 10.2% respectively. This effect was 려so shown in the 

fractionated with 25+25Gy. 

B) Effect of gamma rays on fonnation of androgenic callus in Rice 

Oη'za sativa L. 

Rice 0ηlza sativa L. cv. Seorrùjn plants were irradiated with gamma 

rays at the different developmental stages of rrùcrospore.. The anthers 

dissected from the irradiated plants were inoculated on N6 medium 

supplemented with 2mg1 ~ of NAA and kinetin, and 1 mg1~ of 2,4-D. 

The effect of gamma rays on androgenic callus fonnation was 

significant1y dependent of the irradiation time and dose. The fonnation 

rate of androgenic callus was drastically increased in the anthers 

irradiated with 30Gy of gamma rays at the rrùd stage of pollen mother 

cell(PMC). The occurrence of atypical pollen in the irradiated anther 

was also higher than that of non-irradiated one. It was in accoradance 

with the fonnation of androgenic callus. 

C) Somatic embryogenesis and plant regeneration in cotyledon and 

hypcotyl cu1tures of M elandrium album 

Cotyledon and hypocotyl explants of Melandrium album were 

cu1tured on Murashige and Skoog (MS) medium supplemented with 

different combinations and levels of 2,4-dichlorophenoxyacetic acid 

(2,4-D), a -naphthaleneacetic acid(NAA), and benzylaminopurine(BAP). 

Embryogenic callus fonnation was fonned best in the MS mediu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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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upplemented with combination of 2뼈/L 2，4-D+1뼈/L NAA cotyledon 

explants, whereas in hypcotyl explants the best resu1t was obtained 

from combination of 4mg/L 2,4-D+2mg/L. Somatic embryos and 

mu1tishoots were also observed on the calli. Three to four weeks after 

transfer to MS basal medium, somatic embryos developed into 

plantlets. 

D) Somac1ona1 variation of lopmoea batatas lnduced by in vitro 

mutagenesls 

For selection of mutants by in vitro mutagenesis in sweet 

potato(]pomoea batatas), embryogenic callus was induced on MS 

medium supplemented with 1mg/ Q 2,4-D, 100mg/ Q myo-inositol, 0.4뼈/ 

Q thiamine-HCl, 30g/ Q sucrose and 4g/ Q geratin at 2TC in dark 

growth chamber. The small pieces of embryogenic ca1li were irradiated 

with gamma rays of 3OGy, 5OGy, 70Gy and 9OGy. Plantlets were 

regenerated on the 2,4-D free medium and young in vitro plantlets 

were acc1imatized for 2 weeks and transferred in pot. The rooted 

plants were transplanted for observation and selection of variants in 

field. The frequencies of morphological variants were ranged from 

2.4% to 7.8% compared to 0.1% -1.1% in the non-irradiated calli. The 

frequencies of variants increased 7-77 fold higher than those of 

non -irradiated calli depend어 on cultivar and radiation dose. The 

variants were observed such as short intemode stem, high branching, 

fused stem, leaf shape, dark leaf color and root skin color, etc. The 

optimum radiation dose for mutation induction seemed to be 7OG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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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0Gy in the embryogenic ca11us of sweet potato. 

2. Selection of induced mutants of rice v없ieties 

Short culm mutant lines were selected from Seomjin cultivar 

irradiated with 250Gy and 300Gy of gamma rays. The reduction rate 

of plant height in 양iOGy and 300Gy irradiation were 18% and 42%, 

respectively, and high yielding mutant linesamong theril were 

observed for selection of promising lines. The heading of mutant lines 

both 250Gy and 31α)Gy irrac피ated Seomjin was 않rlier than the origina1 

V없iety by 25 days and 23 days, respectively. 

Nine lines of 17-22 days early in heading date and9-26% increase 

in grain yield was selected from Seor꾀in cultivar irradiated with 

250Gy and 3α)Gy of gamma rays. 

Three pigmented rice Ml generation was nursed from treated with 

gamma rays of 200, 250, 300Gy and M2 seeds were harvested from 

the Ml plants. Earliness shortened from one to two weeks were 

observed from Chucheong, Hwaseong and Suwon #싫5 and Daecheong 

irradiated with 250 뻐d 31α)Gy of gamma rays. The yield productivities 

of the early maturing mutant lines were higher than origina1 cul디vars. 

Various mutant lines were eva1uated as the characters of short culm, 

disease resistance and cold toler，없lce. Also early matured mutant lines 

were selected from the advanced generation of Seo꾀in cul다var. 

3. Mutation breeding of soybean and eva1uation of soybean gennplasm 

Various promising soybean mutants for improvementof undesirab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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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haracters by gamma-ray irradiation were selected from M12 

generation of CB-27 and MlO generation of Kwangkyo. Mutants of 

122 lines from M3 generation of Bangsakong and 65 lines and high 

yielding mutants, and 머so other various promising mutants were 

selected from Bangsakong, Pa1dalkong and Suwon 115. Promising 

mutants of 46 lines for high 17 soybean mutant lines of earliness and 

high yiel이ng of small seed size were selected for sprouting bean, and 

머so 31 lines of high yielding, large seed size and black seed coat 

color were selected for beans of superior grade in M3 generation of 

KAS 636-15 and KAS 900-326 irradiated with r -rays of 250Gy. 

Promising mutant of 251 soybean lines were for high yield, early 

maturing and sma11 seed size from F7 generation crossed between 

native cultivar and wild type, and 머so 3，α)() lines of soybean 

gerrnplasm were cultivated and eva1uated in field conditions. 

Three disease resistant mutant lines to Diaporthe plnseolorum were 

selected from KAS 360-22 irradiated with 250Gy of gamma rays. The 

disease resistant lines were eva1uated as early maturing mutants 

compared to original cultivar. For improvement of soybean sproutÎng 

cultivar, five promising mutant lines of CB 27-30-82, KAS 

700-18-30-38-2, KAS 700-18-30-39, KAS 700-18-30-39-1, KAS 

700-18-30-38-2, KAS 700-18-30-39, KAS 700-18-30-39-1 and KAS 

700-18-30-75 were selected for soybean sprout eva1uated as sma11 

seed size less than 15g/100 seeds. Ten large seed size mutants of 

black seed coat color were selected from KAS 636-15 treated with 

300Gy of gamma rays. The large seed size mutants were promisi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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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or main dish c∞king with rice. 

4. Sele다ion and evaluation of mutants in Perilla Frutescens Britton 

For induction and selection of mutation in Perilla, several varieties 

of Perilla seeds were irradiated with gamma rays of 밍OGy and 

350Gy. Various mutants were successively selected from M2 to M7 

generations. Agronomic 다aits were evaluated in MJ and Ms generation 

and nutritional values of seeds and leaves were chemically an려yzed in 

Ms generations. Early and late maturing mutants for 10 days were 

selected from Ch∞ngang ， Suwon #26 and Ch∞kyoupjaso. High 

yielding mutants were selected by increasing 20 - 30% more than 

original v따ie디es. Agronomic 다aits were improved such as seed size, 

plant height, pod c1uster, leaf shape, etc. Oil and fatty acid contents 

were increased or decreased among the seed and leaf mutants. 

5. Induction and selection of mutants in red pepper 

Strain No. 1 and strain No. 2 of red peppers wereπadiated with 

gamma rays of 15OGy, 200Gy and 250Gy for the improvement of 

undesirable characters. The number of mutant lines selected in M3 

generation of strain No. 1 was 41 lines of short plant height, 10 lines 

of late maturity, 11 lines of long plant height and one line of dw.따f 

type, and 허so 74 lines of high yield, 48 lines of short plant height, 78 

lines of dw.따f type, 2 line of slow maturity and 6 line of long plant 

height was selected in M3 generation of strain No.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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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Investigation of plant nutrition metabolism by using radioisotopes 

Uptake of P-32 by the Broccoli ca11us was higher in the M&S 

media added with auxin than in the auxin free media. The 

concentration of P-32 in the Broccoli ca11us was highest in the media 

supplemented with 2,4-D a10ne followed in the order by NAA + 2,4-D 

combination, IAA + 2,4-D combination and IAA a1one, while tota1 

content of P-32 in the Broccoli ca11us was higher in the media added 

with auxin combination than in the media added with single auxin. 

Grain yield of rice plant was slight1y increased with the increment 

of phosphorous and calcium application. Absorption of inorganic 

components was in the order of K, Fe, Na and Zn, and then Cd, As 

and Cr were traced in rice plant. As, Cr and Na were not influenced 

but Cd, Zn and K were reduced by ca1cium application. 

Field experiment was carried to confirm the suitability of 'a modified 

test for inorganic phosphorus concentration in fresh leaves as index of 

the current phosphorus status of soybean plant. A. c10se 

relation(r=O.361 *} was found between inorganic leaf phosphorus in leaf 

tissue sampled in 60days after sowing and tota1 soybean yield 

measured at the harvesting period, indicating a critical va1ues of 

900ppm extractable phosphorus. 

Thirty day old rice seedlings, I1poom and Taeback variety, grown 

under deficient condition of severa1 elements in nutrition solution of 

sand culture were exposed to 2OGy, 4α::ry ， 80Gy of gamma ray (6OCo) 

to study the effect of their radiosensitivity. Plant height and fresh 

weight of nutrient deficient rice were far less than those of contro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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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e effect was different with nutrient element and rice variety. as 

show increasing effect of radiosensitivity in the I1poom variety was 

high in the Fe deficient whereas that of Taeback was high in the P 

deficient. 

Growth inhibition of rice plant irradiated with 20Gy was highly 

occurred in the Fe and Zn deficient plot in npoom variety and P and 

Zn deficient plot in Taeback variety. In soc;y irradiated grouP. 

radiosensitivity of rice plant high in the P and Ca deficient plot of 

both nπ>om 뻐d Taeback v하iet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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훌월 1 찰 서 훌훌 
L-

오는 2，αP년 후반에 접어들면서 지구상의 급속한 인구 증가와 온난화， 

오존층 산， 대기오염， 수질오염， 토양오염 등의 위협율 받게 될 것은 자명 

한 일이다. 지구상의 인구는 1650년에 5억에 불과하던 것이 1930년 20억 

으로 4배가 증가하는데 250년이 소요되었으나， 그 후 67년만에 68억으로 

3배가 증가했고 2100년에 120억으로 증가할 추세에 있어 식량난은 심각히 

가중될 전망이다. 그러나 갈수록 농업 환경은 어렵게 되어가고 있는 실정 

이다. IAEA 보고에 의하면 초당 1，αP톤의 토양 유실과 3，α)(}m'의 산립이 

혜손， 2，α)(}m‘의 농경지 황폐화， 1，αP톤의 유해 gas, 1 ，αU톤의 폐기물이 

생산되고 있으며 매일 100종의 생물이 멸종되고 있는 실정이다. 인구 1인 

당 가용경지면적이 1960년에 O.45ha이었으나 1995년에는 O.24ha로 줄었으 

며 2025년에는 0.13ha로 급격히 줄어들 전망이다. 더욱이 가뭄과 화학약 

품오염 문제가 전체 경지면적의 50%를 차지하고 있으며 그밖에 저습， 냉 

해 지역이 28%를 차지하고 있어 농경지로 적합한 면적은 11%에 불과하 

다. 이러한 상황에서 농업발전에 의한 식량난 해결은 당면한 가장 중대한 

문제가 아닐 수 없으며 이 문제 해결 없이 인류의 평안한 생존은 바랄 수 

없올 것이다. 

미국 농무성조사에 따르면 1950년부터 1980년까지 세계 곡물 중가율은 

3%，1980년 후반까지는 1%로 인가 증가용에 크게 뒤지는 실정이다. 1970 

년 세계 곡물이 급속히 증가한 것은 1960년대 멕시코 육종학자 노만 보라 

그 박사의 밀 품종개량에 의해 재래종 밀에 버해 3배나 증가한 멀 품종올 

육성해 내었던 결과 이것을 제 1의 녹잭혁명이라 부르게 되었던 것이다. 

농작물 육종은 멘텔의 유전법칙 발견 이후 획기적인 공헌을 했고 모둔 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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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에서 지대한 성과를 거두어 왔으며 농작물의 단섞 면적당 수량올 현저 

히 상승시켜 놓았다. 

그러나 기존 육종가들은 멘텔식 교잡육종의 한계를 느끼기 시작했고 더 

이상 획기적 생산성 제고에는 기존 방법과 다른 수단이 동장해야 할 것으 

로 공감하던 중 생명과학기술이 싹트기 시작했고 1970년대 중반부터 생명 

과학 기술의 요소가 되는 DNA 조착기술이 본격적으로 개발되어 급속히 

발전하게 되었다. 미생물 대상의 유전자 조착이 1980년 후반부터 식물분 

야에 전격 도입되어 식물 생명공학 기법이 기초 웅용 면에서 연구가 활발 

히 진척되어가게 되었다. 식물분야에서의 유전공학의 파급효과는 그 어느 

분야보다도 넓고 커서 인류 생존에 직결되는 식량 문제를 해결하는 21세 

기의 가장 회망적인 기술이라 할 수 있겠다. 

우리 나라의 식량 자급도는 20%정도로서 해마다 낮아지고 있는 실정이 

며， 특히 농업생산물에 대한 UR 협상에 의한 수입조건은 더욱 확대되어 

가고 있으며 쌀올 제외한 모든 농산물이 개발된 전망이서서 국제경쟁력에 

뒤떨어지는 농업생산물은 서서히 우리의 주위에서 하나 둘씩 사라져 갈 

전망이다. 이러한 대에 방사선을 이용한 새로운 유전자원의 창출과 인위 

적인 유전자 조착에 의한 유전공학 기법과 접목하여 새로운 식물체를 육 

성하면서 우리의 기호에 알맞은 식량차원올 개발하여야 할 것이다. 

현재까지는 교재육종 둥에 의한 품종개량으로 육종소재의 한계에 도달 

한 느낌이 들기 때문에 육종소재를 개발키 위한 유전공학 분야의 첨단기 

술이 필요하며 이 기술의 개발은 매우 중요하다고 본다. 또한 방사선과 

방사성동위원소를 이용한 각종 기술개발은 유전공학 연구의 기틀이 되어 

왔으며 앞으로도 방사선과 방사성동위원소의 이용은 더욱 활발해 질 것으 

로 전망된다. 유전공학 기법에 의한 식물 육종에서 매우 중요한 기내 배 

양방법과기 내에서의 돌연변이 세포중의 선발， 생리적 인자의 구명， 선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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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포주의 형질분석， 변이 세포주의 유전변이 양식구명 둥의 연구가 선진 

각국에서는 매우 활발히 진행되고 있어 머지 않은 시기에 신 생물자원들 

의 우리 주위에 나타날 것으로 전망된다. 

세계적으로 돌연변이 육종에 의하여 육성된 신품종은 1，800여종에 이르 

고 있으며 직접 품종으로 이용되지 못하지만 화학물질 내성이나 내병성， 

내충성， 단간 둥의 특별한 특성올 가진 것을 교배모본으로 활용하여 교배 

육종의 유전자원으로 많이 제공하였으며 이로 인한 우수한 품종올 개발 

보급하고 었다. 

우리 나라에서도 방사선과 방사성동위원소를 이용한 식물의 돌연변이 

육종연구에서는 벼， 보리， 콩， 참깨 둥에서 신품종올 만들어 우리 나라 식 

량증산과 국민 영양개선에 많은 공헌을 하였올 뿐만 아니라 새로운 유전 

차원을 창출하는 데도 일익올 담당하였다. 또한 식물조직의 배양기술의 

보급으로 원형질체， 단세포를 배양하여 이들올 in vitro 상태에서 돌연변 

이를 ，유기하고 또한 선발하는 기술개발에 많은 연구가 진행되고 있으며 

방사성동위원소를 이용한 일부 식물체의 영양대사의 구명으로 식물체 내 

에서의 각 영양소의 이동， 홉수， 축적 둥올 알았으며 이들 방법올 이용한 

여러 가지 식물체의 버료홉수와 이들 영양소의 활동을 구명하여 신생물 

자원의 개발과 확보로서 식량자원의 외국 의존도를 차차로 줄여 나가는데 

큰 공헌을 할 것이라 생각되며 방사선 생물자원의 개발로 이용분야 확대 

를 위한 연구개발이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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째 앓 창 확내외 71훌훌채발 휩활 

지난 10년동안 식물세포에 유전자를 옮기기 위한 다양한 방법이 개발되 

어왔다. 벼의 수분직후 주두(s디gma)를 찌르고 DNA율 붙여주어 DNA의 

삽입 이 가능하다는 보고(Luo anc1 Wu. 1988)는 심 한 비 판을 받기 로 했으 

나 최근 Zilberstein et a!(994)은 비슷한 방법으로 멸의 형질전환에 성공 

했고 후대까지 전환 형질이 전달됨을 제시하였다. 이 방법이 재현성이 입 

증된다면 지금까지의 형질전환 방법 중에 가장 값싸고 간편한 수단이 될 

것이다. 

그러나 아직 Agrobacterium 이용 형질 전환， 원형질 이용 직접 형질 

전환， biolistic DNA transfonnation이 주된 기법으로 자리잡고 있다. 

Tissue electroporation 법 (D ’Halluin et al. 1992), Silicon carbide 

fiber-mediated 전환법 (Frame et al. 1994), microinjection 법 (Neuhaus et 

al. 1987) 등의 기법이 더 개발되어 있으나 대중화되지는 못하고 있다. 식 

물의 유전공학의 형질전환에 관한 기법은 많은 연구자들(PotrYkus， 1991; 

Lindesy, 1992; De Block,. 1993; Songstad et al, 1995; Nehra et al, 

1995; Walden and Wingender, 1995; Hiatt, 1993; Gamborg and Phillips, 

1995; Potrykus and Spangenberg, 1995)에 의 해 기 술되 었다. 일 반적 으로 

Agrobacterium t띠nξfaciens와 직접 DNA 전환법이 기초 및 웅용 연구에 

가장 잘 이용되고 있는 기법이다. 

물론， 아직도 많은 문제 해결이 남아 있고 그것은 생물학적 또는 유전 

학적 현상과 더욱 관계가 있는 문제들이다. 어느 방법이든 DNA를 세포 

내에 삽입하는 것이고 세포 내에서 유전적 소기관과 핵은 조절할 수 없고 

삽입된 외부 DNA는 무작위로 결합되기 때문에 엄의성 있는 형질 전환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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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직도 초보단계에 있다(Albeπ et al. , 1995, Risseeuw et al., 1995). 또 

도입된 외부 유전자는 상호 작용이 다르고 유전자 발현도 달라 외부 유전 

자의 도입 후 발현은 전혀 다를 수 있다는 것 이 다(Matzke and Matzke, 

1993; Bhattacharyya et al., 1없4; Meyer, 1995). 어느 특정 유전자 구조 

로 만들어진 각각의 형질 전환체는 동일한 유전적 발현형태를 지녀야 한 

다는 것이 필요 불가결하다. 위치 효과는 이러한 현상올 설명하는 유일의 

수단이 아닐 수 있다. Antisense 구조에 의해서 억제되고 있는 전환 유전 

자가 얻어질 수 있지만 그의 원리에 대해서는 아직 잘 모르고 있다 

(Bourque, 1995; Vanblokland et al. , 1995). 지금까지 식물 생명공학에서 

주로 단인자에 초점올 맞추고 있고 복합 유전자나 양적 형질에 관여되는 

유전자에 의해 변화되는 생리적 특성에 대해서는 진척이 거의 없는 편이 

다. 이러한 형질과 관련된 유전자들을 자르게 된다면 내한성 같이 복합유 

전자와 관련 있는 형질올 다룰 수 있올 것이다. 이러한 문제는 몇 개의 

유전자들을 한꺼번에 조작하므로써 극복할 수 있거나 이미 단일인자를 

조작하였던 것을 중첩시켜 pyramiding식으로 극복할 수도 있올 것이다. 

어느 방법으로 접근하던 간에 전환된 유전자들의 공동 발현이 매우 중요 

한데 전환 유전자의 불활성화가 문제로 남을 수 있을 수 있다(Meyer， 

1995). 

제초제는 농업에서 필수 농약이 되었고 제초제의 선돼적 제초효과는 제 

초제 발전에 크게 기여해왔다. 그러나 아직도 보다 효능적이고 작물이나 

인축에 해가 적은 제초제 개발은 끊임없이 시도되고 있다. 지금까지의 제 

초제의 개량과는 다른 차원에서 작물에 제초제 저항성 유전자를 삽입시켜 

제초제에 대한 저항성올 높이고자 하는 연구들이 수행되었고 그에 대한 

성과도 있었다. 제초제 저항성 선발로는 교배 육종으로부터 돌연변이 육 

종 분자 육종에 이르기까지 모든 수단이 동원되고 있다. Atrazine 저항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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을 Brassica campestris나 B. napus (Machado, 1982, Marsh외1， 1987)에 

옮기는 데 교배 육종을 이용했으며 Sebas디an과 Ch외eff(987)는 

sulfonyylurea 내성 대두 둘연변이를 얻는데 돌연변이 육종올 동원했다. 

Glyphosate, phosphinothricin, sulfonylurea 둥에 저 항성 작물을 개 발하기 

위해 유전 공학적 형질 전환기술이 이용되고 있다(Comai et al., 1잃5 

Fillat디 et al., 1987 ; Haughn et al., 1988 ; Lee et al., 1988 ; Nemark, 

1987). 

배양 세포를 대상으로 농작물의 형질을 선발하는 방법이 광범위하게 인 

식되어져 왔다. 식물 배양 세포는 전에 미생물에서만이 적용해오던 유전 

공학적 실험을 가능케 하고 있다. 대량의 생리적， 발생적으로 동질의 세포 

를 생산해 낼 수 있고 양호한 표현형의 돌연변이률 션벌활 수 있는 환경 

을 조절활 수 있다. 이런 한정된 생장 조건을 독립적으로 물질전이나 홉 

수에 대한 물질의 행동기작을 해명하게 된다. 아직 이 방법에 의해 얻어 

진 돌연변이 식물수는 많지 않다. 몇 가지 요인들이 걸림돌아 되고 있는 

데 첫째는 많은 작물의 배양 세포로부터 완전한 식물체 재분화가 어렵고， 

둘째는 대부분의 형질 발현에 관여되는 단순 유전자의 변화에 기인한 것 

이 아니고 복합적이고 다수의 유전자에 의해 지배된다는 것이다. 셋째는 

세포 수준에서 발현되는 형질이 재분화 식물체로 연결되지 못하는 경우도 

있어 미생물 경우와는 차이훌 나타낸다. 

다수의 제초제 저항성 세포주가 보고되었으나(Meredith and Can1son, 

1982 ; Flick, 1983 ; Hughes, 1983 ; Beversdarf et al. , 1989 ; Harm et 

띠~， 1990 ; Haughn and Somerville, 1앉}()) 모두가 안청 유전 형질 지배에 

의한 저항성은 아니었다. 제초제 내성 유전자는 유천자의 유전정보가 구 

조적 변화와 조철 유전자의 변화가 있어야 된다. 이러함 변화는 안정된 

경향이 있지만 모두 해당되는 것은 아니다. 어떤 표현형의 변화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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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pigenetic한 것들로 되어 있어 체세포분열과정올 통해서는 전달되지만 감 

수분열과정올 통해서는 유전 형질이 전달되지 않는다. 식물체 수준에서 

저항성 발현올 평가하여 육종 program에 적용하려면 유성적 교배에 의한 

유전 분석이 요구되기 때문에 반드시 저항성 세포에서 식물체 재분화가 

이루어져야 한다. 제초제에 대하여 저항성 또는 내성이라는 용어가 정의 

되어야 할 것이다. 혼동되어 사용되지만 제초제에 대한 반웅의 정도 차이 

로 구분하는 연구차가 었다(Gressel and Segel, 1982). 제초제 저항성이란 

표준 제초제 농도로 처리했을 약해의 중상이 없이 정상적으로 자라는 것 

을 뜻하며 제초제 내성은 표준 농도의 제초제를 처리했을 경우 어느 정도 

약해를 나타내면서 자라는 것을 뜻한다. 저항성이나 내성은 제초제의 홉 

수억 제 또는 배출촉진(Falco and Dumas, 1985), 대사작용(Stalker and 

McBride, 1987 Leemans. , 1987), target site의 변 경 (Chaleff and 

Mauvais, 1984 ; Shaner et al. , 1985), target 단백질의 과다 생산 또 증폭 

(Shah et al. , 1986) 작용부위의 국부화(Fuerst et al. , 1985 Bishop et 

al. , 1987) 둥에 기인한 것으로 해석하고 있다. 

제초제 imidazolinone과 sulfonylurea에 저 항성 세포주를 셰포배양을 통해 

선발하였는데 욱수수의 저항성 세포주들윤 이 제초제에 100배이상의 저항 

성을 나타내었다(Anderson and Georgeson, 1989). 이들 저항성 욱수수들 

은 suffonylurea에도 저항성을 나타냈다. 이 제초제 저항성운 우성의 단인 

자성 유전을 하는 것 으로 밝혀 졌다(Shaner and Anderson, 1985). 이 저 항 

성 옥수수는 잡종종자 생산올 위하여 imidazolinone 저항성올 도입하는데 

이 용되 어 왔다(Fincher， 1989). 

담배의 sulfony lurea 저항성 돌연변이 세포가 저항성 선발 과정올 거쳐 

선발되고 재분화되었으며 유전 분석 결과 저항성은 우성 또는 반우성 단 

인자 유전으로 밝혀졌다(Chaleff and Ray, 1984). Glyphosate 선발 담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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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포주에서 재분화시킨 제초제 Roundup 저항성 식물체는 이 제초제에 의 

해 저해되는 효소를 과다 생산하는 것으로 알려졌다(Dyer et al. , 1988). 

Imidazoline에 저항성인 Brassica napas 식물체는 소포자에 톨연변이 유 

기원올 처리하여 선발배지에 접종해서 저항성 세포주흘 선발하고 재분화 

시 킨 것 이 다(Swanson et al. , 1989). 표 3은 제초제 저 항생 세 포의 선발성 

과를 나타낸 것이다. 

식물은 세균， 곰팡이균 VlruS와 같은 미생물의 침입으로부터 자신을 

방어하는 기착을 내포하고 었다. 가령 병균의 침입확장을 막기위해 

최초로 전염된 병반부위의 세포가 necrotic 세포로 변하는 과반웅윷 

보이게 된다. 방어 반응의 활동이 시작되는 동안 많은 생화학적 또는 

물리적 변화가 기주식물체내에서 일어난다. 이러한 반웅요로는 CDhydroxy 

prolineglycoprotein의 집 적 으로 세포막의 변 형 이 고 (Esquerre-Tugaye et 

al. , 1979 Showa1ter et al. , 1985), lignification화 (Vance et al. , 1980 

Espelie et al. , 1986) 또는 ca110se의 집 적 (Ride, 1983), 영) 세균이나 

곰팡이균에 톡소가 있는 2차 대사 산물인 phytoa1exins의 생합성하는 

효소의 유발 (H밟llbrock and Grisebach, 1979 ; D따vill and Albersheim, 

1984), @ c피디nase(Boller， 1987)와 β -1 , 3-g1ucanase (Ferraris et al., 

1987 Mauch et al. , H쨌 Meins and Ahl, 1989)와 같이 첨 입 한 

병원균의 세포막올 분해해 버리는 hydrolytic효소에 의한 것，@ 여러 

종류의 proteinase올 억제하는 합성 (Ryan, 1978, Esquerre-Tugaye et 

al. , 1985)인 것이다. 병원균의 침입으로 식물의 보호성공은 각기 다른 

방어전력과 과반웅 퉁의 긴급성과의 상호 협력에 의한 것으로 

보인다(Be11 et al. , 1얹~ Bonhoff et al. , 1987 Joosten and De Wit, 

1앉했 ; Benhamou et al., 1앉폈 ; Benhamou et al. , 1앉}()). 표 4는 내 병 성 

변이 세포주의 선발 예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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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물 바이러스 병은 어느 곳에서든 이 병의 발병 없이 작물을 재배한다 

는 것은 불가능할 정도이다. 이 병증은 매우 경미한 것에서부터 죽음에 

달한 만큼 감염정도의 차이가 큰 것이 특징이다. 이 병에 의한 경제적 손 

실은 계산하기 어려우냐 매우 심한 경우 세계적 이목을 글만큼 큰 경우도 

있다(Kaper et al., 1앉}()). 바이러병에 저항성 품종올 전통 육종법에 의해 

유용하게 사용하여왔으나 큰 성과를 거두지 못하였으며 바이러스 병올 매 

개시키는 곤충을 제거하는 데 환경에 유해한 농약올 사용해왔다. 바이러 

스와 식물체간의 분자 생물학적인 발전은 바이러스 생활주기에 식물체를 

만들어내는 것이 가능하게 되었다. 바이러스 gemone(coat protein) 또는 

satellite RNAs로부터 유래된 유전자의 발현에 관해서 매우 성공적인 접 

근방법이 고안되었고 식물 유전자， ribozymes, vira1 RNAs에 기초한 또 

다른 접근방법이 연구되고 있다(vanden Elzen et al. , 1989 ; Wilson, 1989 

; Golebosk; et al. , 1앉X)). 

농약에 의해 해충올 구제하는 방법에서 자연에서 생성되는 독성물질에 

의 인체나 가축에 해가 없이 해충을 제거하는 수단으로 발달하였고 현재 

는 작물체 자체에 해충에 해로운 물질을 생산토록 하여 해충으로부터 피 

해를 막은 연구가 활발히 진행되고 었다. 지금까지 알려진 것으로는 

Bacillius thuringiensis 균으로부터 생 성 되 는 Bt toxin이 있 고 proteinase 

inhibitor로서 trypsin과 chymotrypsin inhibitor, cysteine protease 

inhibitor, amylase inhibitor 등이 보고되고 있다. 

종자 저장 단백질은 육류 단백질에 비해 값싸고 고급 단백질로서 매우 

중요한 단백질 공급원이 된다. 그러나 곡류에는 비교적 몇 가지 필수 아 

마노산의 함량이 낮은 것이 있는데 화곡류에 lysine, tryptophan이 낮고 

두류에는 methionine, cysteine 같은 아미노산이 낮게 함유되어 었다. 작 

물 육종가들에 의해 곡류 저장 단백질 함량을 높이려는 노력이 이어져 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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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에 돌연변이 육종얘 의해 lysine 함량이 높은 옥수수， 보리 개발된 바 

있으나(Nelson， .H웠 ; Bright and Shewry, 1983) 불행히도 수량성이 낮 

고， 병충해에 약한 결점률이 동반되어 실용화되지 못했다. 

최근 DNA 재조합 기술로 종자 저장 단백질의 질적 개선을 할 수 있는 

분자 수준의 접근 방법이 개발되고 있다. 종자 져장 단백질은 용해성에 

의하여 염용혜성인 globuline, 알코올 용해성인 prolamines, 산 또는 알칼 

리 용해성인 glutelins, 수용성인 alburnins로 나누어지는 데 globuline은 

쌓자엽 식물의 자엽에 주저장 단백질이다. 이들은 침천계수로 l1S, 7S, 

2S로 분류되고 있다. 종자 저장 단백질은 amide amino acid인 glutamine 

과 asparagme이 풍부하여 거 의 40%에 가깝다. 두류 종자 저 장 단백 질 에 

는 sulfur amino acids계 의 methionine, cysteine이 낮게 함유되 고 있다. 

Cysteine은 부분적으로 methione올 대신하기로 한다. 화곡류 저장 단백질 

은 매우 낮은 필수 아미노산올 함유하는 데 1.5-4.5% lysine, 0.8-2.0% 

tryphtophan, 2.7-3.9% threonine올 함유하고 있다(Bright and Shewry, 

1983). FAO에서 추천한 이들 필수 아미노산의 이상적인 함량은 

methionine 3.5%, lysine 5.5.%, tryptophan 1.0%, 4.0% threonine이 다. 영 

양 성분 개성 변이주와 영양요고성 변이 세포주의 선발 예는 표 5, 6과 

같다. 

식물세포는 약용물질이나 향신료를 비롯하여 여러가지 유용한 2차대사 

산물을 생산활 수 있다. 이들 식물성분을 배양세포에서 얻을 수 있으면 

지리적， 계절적 제한없이 필요한 물질을 안정적으로 공급할 수 있율 것이 

다. 그러나 현재까지는 식몰세포롤 배양하면 원래 특성을 상실하여 목적 

하는 성분을 함유하지 않는 세포집단이 되어 버리는 경우가 많다. 이것을 

해결하는 방법의 하나로 배양세포를 꾸준히 선발하여 활성이 높은 세포주 

를 얻는 것이 바랍직하다. 2차 대사는 세포분화에 관련한 기능이며 본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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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식물에서도 특정한 조직에서만이 그 활성이 인정되는 경우가 많다. 따 

라서 탈분화한 callus 조직에 활성발현이 없다고 해도 이상할 것이 없다. 

그러나 배양조직은 대사활성에 관하여 상당히 불균일한 세포집단이어서 

전체 특정성분의 함량이 낮아도 그중에는 생합성 활성이 높은 것이 함유 

되어 있는 수가 있다. Zenk(1978)는 원래 식물보다 특수성분을 다량 함유 

하고 있는 세포를 variant라고 부르고 있으나 지금까지 고생산성 변이주 

를 선발한 예도 많이 보고되고 있다. 현재까지는 이와 같은 변이주의 유 

전적 배경은 명확하지 않다. 

Eriksson(1967)은 H. gracilis의 배양세포에 자외선올 조사하였을 때 

잔존한 clonny 중에 다량의 anthocyanin을 축적 하여 적 색 또는 암적 색올 

띄우는 것을 발견하였다. 그 중의 1주는 안정하여 그 형질올 유지하고 암 

소에서도 anthocyanin을 생성하였다. 이 세포는 염색체 이상이 인정되었 

으나 색소형성과의 관련이 없었다. 

KrumbiegeI( 1979)은 D. innoxia의 반수성 원형질체를 MNNG로 처리하 

여 색소생성에 차가 있는 수종의 세포주를 분리하였다. 이 경우는 고생산 

주는 아니고 chlorophyll 생성에 이상이 있는 주인것 같으나 상세한 것은 

밝혀지지 않았다. D. innoxia의 색소생성에 관한 변이주는 이외에 x-선 

조사에 의하여도 얻어지고 있다. 

Nishi 등(1974)은 당근 배양세포를 MNNG 처리하여 carotin 함량이 

carotinoid 함량이 다른 다수의 clone을 얻었다. 외관상의 차이는 최종산물 

인 carotinoid 이며 lycopin의 함량이 다른 것으로 특히 색소함량이 높은 

clone의 clonny는 암홍색을 드러내어 carotinoid가 당근뿌리에 벼하여 2배 

함유되어 있었다. 분리된 대부분의 clone은 안정한 색소생성을 나타냈으 

며 배양을 수년 계속해도 함유량에 큰 차이가 없었다. 

변이원 처리에 의한 2차 대사활성의 증폭효과는 Coptis japonica에 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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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서 alka10id 생산성에 대해서도 조사되고 있다. 山本 둥(981)은 C 

)apOnUXl의 배 양세 포를 MNNG, 8-hydroxyquinoline; colchicine 처 리 군에 

서는 원세포주보다 상당히 높은 a1kaloid 함량을 보이는 것이 나타났다. 

변이유기원 처리군의 a1ka1oid 조성은 원주와 큰 차이가 없으므로 특정의 

alka10id만의 변화에 의한 것은 아니라고 보아진다. 

이상의 실험은 변이원 처리에 의하여 모세포집단 중에도 2차 대사활성 

이 증가되어 그중에 높은 생산성의 세포주가 출현한 것을 보여 주고 있 

다. 이와 같은 현상은 변이유발에 세포선발을 조합시켰윷 때 더욱 명확하 

게 된다. Watanabe와 Y하nada (1 982)는 Lavanda vera의 배양세포에 r

선올 조사하였올 때 유리 biotin 함량의 분포가 대조구에서는 0.002-0.087 

μg/g (FW) 인데 반해 50 Gy 조사구에서는 0.016-0.260 μg/g (FW) , 

100 Gy 조사구에서는 0.040-0.232 μ g/g (FW)로 확대하는 것을 관찰할 

수 있었다. 이 r-선 조사 세포에셔 biotin 함량이 높은 세포주를 선발하 

면서 계대배양 하는중 8회 선발한 결과 평균 약 3배， 최고 8배의 biotin 

함유세포주가 얻어졌다. 이와 같이 높은 생산성 세포주는 유전적 변이에 

의해서 출현한 것이며 세포주 간의 2차 대사 활성의 차이는 염색체수 변 

이와 관련지어 생각하는 경우도 있으나 단순하게 해책할 수 만은 없다. 

배양세포의 유전적 성질올 조사하기 위해서는 기히 예률 제시한 것 같이 

세포에서 개체를 재생시켜 그 재생개체간의 교배에 의하여 형질의 분배를 

보는 것이 보통이다. 그러나 2차 대사산물의 생성세포주는 식물에서 

ca11us화 된 후 선발법에 의하여 가망이 있는 세포주황 유지하기 위하여 

상당히 장기간 배양되고 있는 것이 많고 그 기간에 재생능황 상실하는 경 

우가 오히려 많다. 웅용변에서 보면 세포가 갖는 높은 생산성은 반드시 

지정한 유전적 성질에 기인한 것일 필요는 없고 세포분열에 의하여 안정 

하여 다음 분열셰포에 전하여지는 것이면 epegenetic한 변화일지라도 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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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이 없는 것으로 생각된다. 그러나 그와 같은 성질은 배양규모의 확대와 

같은 약간의 생육조건의 변화에 의하여도 변화할 가능성이 있어 완전히 

안정한 것으로 단언하기는 어렵다.2차 대사산물은 일반적으로 오랜 대사 

계를 거쳐 생산되는 것이므로 가령 그 대사계에 관여하는 구조유전자의 

일부에 증폭이 일어났다고 해도 그것이 곧 최종산물에 연결된다고는 말할 

수 없다. 그것은 구조유전자 보다 오히려 조절에 관여하는 유전자의 변이 

에 의한 것이다. 근래 진핵생물에서 유전자 발현기구로 차츰 명백해지고 

있으나 이들의 연구가 진척되면 2차 대사산물에 관한 고생산성 변이의 실 

태로 명확해질 것으로 보아진다. 

2차 대사활성의 변화는 반드시 그 대사경로에 직접 관계한 변이에 의하 

여 일어난다고 할 수 없다.2차 대사계에 그 전구체로 되는 1차 대사계의 

변화는 당연히 최종산물의 생산성에 큰 영향을 준다. 전술한 바와 같이 

아미노산 analog 내성주 중에는 아미노산올 대량으로 생성하는 것이 었 

다. 아미노산 pool이 이상 팽창한 결과 축적된 아미노산을 어느 경우는 

배지에 방출되지만 단백질 합성에 소요되는 예도 있으며 또 어느 경우는 

재 대사되어 2차 대사계에 들어가 전구물질로서 역할하게 된다. 

Palmer와 Wi바101m(975)은 D. carota와 N. tabacum의 

p • fluoropheny lalanine 내성주의 성질을 조사하여 D. carota의 내성주에는 

tyrosine이나 pheny lalanine의 축적이 보였는데 반해서 N. tabacum 에서 

는 아미노산의 증가는 없고 대신 다량의 phenol성 물질의 축적이 있는 것 

을 발견하였다. 같은 현상은 A pseudoplatanus의 내성주에서도 보고되고 

있다. 그후 같은 N. tabacum의 내성주에서도 phen이성 화합물을 축적하 

는 세포주와 아미노산올 축적하는 세포주가 있는 것이 확인되고 있으나 

Berlin(977)은 그 세포주의 하나인 cinnamoyl putrescine의 함량이 아주 

높아진 것을 발견하였다. Phenol성의 물질올 축적하는 세포주에는 그 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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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에 관여하는 최초의 효소인 phenylalanine ammonialyase 활성이 놓아 

져 있는 것이 기히 보고되고 있으나 cinnamoyl putrescine 축적세포주에 

서는 그와 함께 omithine 및 arginine의 탈 탄산효소 활성이 정사세포주 

에 비해 수배의 level에 달하고 있었다. 이들의 효소는 argmme이나 

omithine 에서 putrescine올 생성하는 경로에 작용하는 것이다. 이 청우는 

간혹 2개의 다른 대사계에 속하는 효소가 평행으로 중강되어 그 상호좌용 

의 결과 cinnamoyl putrescine 이 생 성 된 것 일 것 이 다. tryptophan an려og 

내성주에는 tryptophan을 축적하는 것이 많이 알려져 있다. Sung(1979)은 

D. carota의 5-methyltryptophan 내성주의 성장을 조사하여 이 셰포주가 

tryptophan과 함께 다량의 indole acetic acid (파A)훌 함유하고 있어 배 

양에 axin을 챔가할 필요가 없는 것을 발견하였다. 이 셰포는 통상 2,4-D 

0.1 mg/L의 존재하에서 배양되고 있으나 배지에서 2，4-D를 제거하면 내 

성주의 파A 함량은 정상주의 약 40배로 상숭하였다. 파A는 다yptophan에 

서 tryptamine 또는 indolepyris indolepyruyate산을 거쳐 합성되는데 아미 

노산 pool의 tryptophan 농도의 상숭에 수반하여 다yptophan이 파A콜 포 

함하여 2차 대사계나 분해계에 유입해간 것으로 생각된다. 다yptophan의 

축적에 의하여 세포가 배지중의 au:씨n에 의존하지 않게 되는 현상은 다론 

tryptophan 내성주에서도 인정되고 있다. 

Scott 둥(1979)은 Catmranthus roseus의 5-σyptophan 내성주醫 환려 

하여 tryptophan을 전구체로 하는 alkaloid 함량이 상숭하는 것윷 기대하 

였다. 내성주의 세포는 확실히 tryptophan을 정산세포의 30-40배 홉적하 

고 있으나 그 탈탄산 반용생물인 σyptamine 량은 중가하지 않고 목적확 

는 ajmalicine은 정상세포의 level에도 달하지 않았다. 

식물의 배양세포에 2차 대사물을 생성시키는 기술윤 기초적인 연구재료 

로서 중요할 뿔만 아니라 용용면에 있어서 전망이 밝다. 현재로서는 성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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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으로 성과를 거둔것은 없으나 좀 더 이 기술이 더욱 광범위하게 발전되 

어 생리적， 유전적 조절기구가 밝혀지면 상당히 적용범위가 확대될 것으 

로 전망되고 있다. 

전 세계의 경지 면적 가운데 25%는 과다한 염분 함유 경지이고 25%는 

산성토질이며 40~60%는 가뭄에 시달리고 있는 경지이다. 식물조직 배양 

의 발달로 배양세포에서 이들 환경에 잘 견디는 돌연변이를 선발하는 연 

구가 시작되었고， 현재 활발히 이 분야의 연구가 진행되고 었다. 특정 환 

경 저항성 세포주를 선발하고 이 세포주에서 재분화시킨 식물이 그 환경 

에 저항성을 나타내는 것으로 알려졌고(Nabors et al. , 1980) , 특히 내염성 

에 관한 연구가 매우 활발하게 진행되어 왔다(Flowers et al. , 1986 

Epstein and Rains, 1987 Shannon, 1985 ; Rana, 1985 Winicov, 1995 

; Chen et al., 1995, Ramos-Leal et al., 1995). 

W∞ et aI. (985)과 Wong et aI. (986)은 1.5% NaCl 농도에서 내성 캘 

러스를 선발하는 데 성공했고 그 캘러스로부터 재분화시킨 것중의 일부는 

염분 내성이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Pandey and Ganapathy(984)는 Cicer arietinum의 NaCl 내성 캘러스 

를 선발하였고 내성은 12주동안 유지되는 것을 확인하였다. 

Salgado-Garcigila et al. (985)은 ψomoea ba띠tas L.의 캘러스에서 같은 

결과를 얻었다고 보고하였다. 그러나 Chandler and Vasil(984)은 1.25% 

NaCl이 함유된 배지에서 30-40주동안 Napier풀의 캘러스를 배양하고 점 

차 NaCl 농도를 2%까지 올렸올 때 내염성 캘러스는 괴사증상을 나타냈 

고 이것올 NaCl이 결여된 배지에 옮겼을 때 되살아났으나 내염성은 없어 

졌으며 이 캘러스에서 재분화시킨 식물의 내염성은 원래의 것보다 약화되 

는 것을 보았다. McCoy(987) 4주동안의 배양으로 NaCl에 내성을 띄는 

알팔파 세포주를 선발하여 재분화시킨 개체들은 매우 변이가 많았으며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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떤 계통은 내염성이 강한 것들도 있었으나 불임 때문에 채체를 유지할 수 

없었다고 하였다. Pua and Thorpe(l986)과 Chand1er et al. (1986)은 Be따 

vulgarís, Brassí∞ napus에 서 

Na2S04와 NaCl내성 캘러스를 선발하였고 Ye et al.(987)은 Na2S04가 

첨가된 배지에 보리의 약을 배양하여 내염성 캘러스룹 선발하였다. Singh 

et 려.(1977)은 abscisic acid(ABA)가 NaCl에 대한 담배세포의 쩍용성을 

촉진하는 효과가 있다고 주장하였다. ABA는 NaCl과 26kDa 단백질 합성 

에 합류되는데 ABA는 내염성에 관여하는 단백질 생산과 관계가 있는 것 

으로 여겨진다. 토마토(Huang et al., 1987), Datura ínoxía(Jacksonet al. , 

1984)에서 cadmium 내성 세포주를 분리해 냈는데 내성이 오랫동안 지속 

되는 것이 관찰되었다. 

Proione이 내 성 을 증가시 키 거 나 (Panday and Ganapathy, 1985 

Watad et al. , 1983) 감소시 키 는 효과 (Chand1er and Thorpe, 1987 ; Jain 

et al. , 1987)가 있다고 보고한 바 있고 Shevyakova et al.( l984)은 담배의 

저항성 세포주에서 Spermidine 생합성이 13배나 증가된다는 사실율 알아 

냈다. Lone et al. (1987)은 보리의 배배양에 proline과 glycinebetaine을 첨 

가해줌으로써 NaCl 존재 하에서 줄기의 신장이 촉진되는 것을 관찰할 수 

있었다. Proline을 과잉 생산하는 돌연변이는 내염성을 나타낼지도 모른다 

는 생각을 갖게되었다 Van Swaaij et al.(l986)은 감자에서 

hydroxyproline 저항성 세포주를 선발한 결과 proline 과잉생산 세포주의 

선발가능성을 제시하였는데 이 저항성 세포주의 일부는 NaCl에 내성을 

나타냈고 재분화 식물체 중에서 한 개체는 저항성이 계속 유지되는 것을 

관찰할 수 있었다. 

Handa et al.O없3)은 polyrthypene Glycol (PEG)에 내성 담배 세포주는 

세포의 생리적 적응력이 생기게 되어 PEG내성을 띄게 된다고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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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ingh et aU1985)은 PEG와 NaCl에 노출시킨 세포는 몇 개의 새로운 

polypeptide band가 나타나는 것을 확인하였다 Conner and 

Meredith.(l985ab)는 담배 세포배양에서 aluminium 내성세포주를 선발했 

고 40개체의 재분화 식물체를 얻었는데 모두 aluminium에 내성을 나타내 

었으며 우성 단인자성 유전을 한다고 보고하였다. 

Preil et al.(l988)은 x-선 처리한 국화 세포배양에서 저온에 내성 세포 

주를 획득했으며 Oπ et al.( l986) ABA가 저용 내성에 관여하는 것 같다 

고 추정 했다. Heuss et al.( 1987)은 고온에 내성올 띄는 것중에서 38"C온 

도에서만 나타나는 단백질 band를 관찰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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쩨I 3 장 쁨훨개밥 흉흥행파 훌훌확 

채 1 철. 연구내용 및 방법 

1. 기내 톨연변이 셰포주 션발 

가. 감자의 기내배양 및 변이체 선발 

기내에서 증식한 감자줄기에 감마선 30Gy와 50Gy룰 일시조사와 분할 

조사하여 식물체의 변이 양상을 조사하였다. 분할조사 방법은 2x 

15Gy=30Gy와 2x 25Gy=많>Gy로하고 시 간 간격은 2, 4, 6, 24 시 간으로 하 

였다30Gy에서 일시조사구 260개체， 2시간 분할구 1141개체， 4시간 분할 

구 3477ß 체， 6시간 분할구 200개체， 24시간 분할구 304개체와 많>Gy에서 

일시조사구 7æ7ß 체， 2시간 분할구 551 개체， 4시간 분활구 162개체， 6시간 

분할구 2677ß 체， 24시간 분할구 188개체를 1주당 재식거리 6Ox40cm로하여 

일반 재배법으로 재배관리 하면서 변이형질을 조사하였다. 

냐. 수도 약배양 효율증진 

방사션을 이용하여 수도 약배양 효율올 증진코저 시험농장에서 재배한 

수도 품종 섬진을 pot에 옮겨 재배하였고 감수분열 전호루 5일 간격으로 

감마선을 10, 20, 30Gy 식물체에 처리하였다. 처리후 약올 채취하여 N6배 

지에 약올 배양하였고 반수성 ca11us의 형성정도롤 조사하는 한펀 화분의 

변화를 관찰하여 atipica1 p이len(AP) 형성율과 반수성 callus 형성용과의 

상관성올 비교 검토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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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장구채의 캘러스 유가 및 식물체 재분화 

약용 또는 관상 자생 식물인 장구채의 품종 개량에 앞서 장구채의 조직 

배양에 의한 기내 대량 증식법올 개발코저 장구채의 어린 자엽과 배축을 

MS 배지에 2,4-D, NAA, BAP의 농도를 달리 첨가하여 배양하였으며 

callus 형성과 식물체 재분화를 조사하였다. Callus 유기를 위해서는 25 0C 

의 growth chamber에서 암배양을 하였고 식물체 재분화 단계에서는 

3,000 Lux 의 형광 조명하에서 배양올 실시하였다. 

라. 고구마의 기내 배양 및 변이체 선발 

류 둥에 의해 보고된 고구마 품종 부여 재래， 율미， White star의 배발 

생 캘 러 스를 분양받아 Murashige와 Skoog(l962)무기 염 에 100mg/ ~ 

myo-inostol, 0.4 뼈/.e thiamine HCl, 30 g/ ~ sucrose, 4 g/ .e Gerite를 

넣은 MS기본배지에 0.1 뼈/ ~， 2,4-D + 0.1 뼈/.e kinetin이 포함된 배지 

에 계대 배양하여 방사선 조사하기 위한 재료로 사용하였다. 방사선 조사 

는 배발생 캘러스를 1mm정도를 9crn 살레에 일정하게 옮긴 후， 감마선을 

조사하였다. 선량은 3, 5, 7, 9, 12, 15, 18kR올 각각 처리한 후， 25
0

C 하에 

서 15일간 배양한 후 일부를 떼어 재분화 배지 MS기본 배지 (horomon 

free) 에 옮겨 재분화를 유도시켰다. 재분화된 식물체는 다시 1/2 MS기본 

배지에 옮겨 뿌리를 유도한 후， 물로 배지를 깨끗이 닦은 후， 생육 상에 

옮겨 암소에서 일주일간 순화시켰으며 약 한달 후 포장에 이식하여 재배 

하였다(표 1). 재배는 일반 고구마 재배 방법올 사용하였다. 재분화된 식 

물체의 잎에서 약 0.5g를 채취하여 T야al DNA를 추출하는데 사용하였다. 

Total DNA분리 

재분화 식물체들의 Total DNA는 생체중 0.5g를 사용하여 액체 질소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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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쇄 한 후 15mt의 Exteraction buffer OOOmM Tris-Cl pH 8.0, 50뼈 

EDTA pH 8.0, 많뻐nM NaCl, 10mM 2-mercaptoethanoD률 넣고 완전히 

유해되었을 때， 원심 Tube에 옮겨 1mt의 20%(w/v)SDS를 첨가해 쌀 혼 

합한 후 얼음에서 20분 이상 방치하였다. 이것올 25000 x g로 20분간 원 

심하고 상층을 Miracloth로 여과해 새로운 원심 Tube에 옮기고 lOn얘의 

Isoprophanol올 첨가해 -20"C에서 20분간 두었다. 그라고 20，α)()xg로 15 

분간 원심하고 침전올 가볍게 건조시켜 0.5，뼈의 TE buffetr (댔nM 

Tris-HCl pH 8.0, 10mM EDTA pH 8.0)에 잘 녹언 후; Eppendorf tube 

에 옮겨 14α)()rpm로 10분간 원심하여 침전되어진 불순옳을 제거했다. 상 

층올 새로운 Eppendorf tube에 옮기고 75μ의 3M Sodium acetate와 500 

μ Isoprophanol올 첨가해 혼합한 후， 14α)()rpm으로 3분간 환심하고 침전 

물을 80% 에탄올로 씻은 후 건조사켜 200μ의 TE buffetr OOmM 

Tris-HCl pH 8.0, 1rnM EDTA pH 8.0)으로 용해하였다. 그리고 RNaseO 

뼈/，뼈， DNase-free) 2μ올 넣고 37"C에서 20분간 반웅시켜 RNA을 환해 

시킨 다음 PhenoVchlorofrom추출 방법으로 DNA를 정제하였다. 완심 분 

리한 상둥액의 1/10량의 3M NaOAc올 넣고 2-3배양의 95%에철얄콜올 

넣고 -20"C에서 1시간 이상 방치하였으며， 그 후 10，아)Q xg로 10~환잔 완 

심하여 정제한 DNA를 침전시켰다. 침전물을 80%에챙황쩔홀 밝아춘 다융 

건조시켜 200μe의 1x TE로 녹였다. DNA의 량은 Spectrophotometer혈 

사용하여 추출한 DNA를 정량한 후 일정하재 5Ongl，μ@로 희석한 혹， 

RAPD분석에 사용하였다. 

RAPD 분석 

방사션 조사후， 재분화 식물체에서 어느 정도의 유전적인 변이활 보기 

위하여 20종류의 Random primer를 사용하여 PCR분석올 행하였다(표 2). 

-53-



PCR amplication 반웅 조건은 각각의 0.5mt Eppendorf tube에 10mM 

Tris-Cl (pH8.O) , 50mM KCl, 20.5mM MgClz, 100mM dNTP혼합액， 

0.28nM primer, 50ng의 고구마 Gnomic DNA 그리고 0.5U Taq. DNA 

polymerase를 넣어 반웅액을 작성하였다. 증폭 조건은 BMS사의 

Thermal cycler를 사용하였으며， 온도 조건은 94 "c (denaturation) 1분， 36 

OC(anne려ing) 2분， 72 0C (extension) 4분으로 45cycle를 수행하였으며 초기 

Denaturation을 5분 동안 시켰으며 마지막 Extension은 10분간 보충하였 

다. 증폭된 DNA는 1.5% Agarose gel로 영동한 후， ExBr로 염색시킨 후 

UV light에서 RAPD band pattern를 비교 조사하였다. 

Band pettern의 분석 

모든 marker는 증폭된 DNA조각의 폰재 유무에 따라 유는(+ ), 무는 (-) 

으로 표시하였으며 방사선에 의해 없어지거나 새로 존재한 Band분석에 

의해 반이율을 조사하였다. 

Total RNA 추출 

RNA추출을 위한 모든 용기 및 용액은 Sambrook 등에 의하여 

Dimethy lpyrocarbonate (DEPC) 처리를 행하였다. 또한 Tris Based 

Buffer는 DEPC처리된 멸균수로 만들었다. -80"C에 Sampling하여 보관 

중인 각각의 돌연변이 개체들을 막자 사발에 넣은 후， 액체질소를 가해 

분말 상태로 될 때까지 마쇄한다. 그리고 Power상태의 조직에 GIT용액 

(50g GIT, lOmR, 1M Tris-HCl pH8.0, 5% 2-mercarptoethanol)을 15mR，가 

한 후， 15α)()rpm으로 조정 한 Polytron (Blender)으로 1-2min간 마쇄후， 

10α)()rpm으로 5분간 4
0

C 에서 원심한다. 상총올 다른 원심용 Tube에 이동 

시 킨 후 7.5g CsCl과 1.5mt 20% Sarocosyne을 가해 120(뻐-pm으로 1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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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 실온에서 원심한다. 상총올 초원 심용 Certtrifuge tu.be에 렇혼 후， 

5.π1 Ccl용액 (48 Ccl, 1mt 0.5M EDTN50mt)으로 loading후 25αX>rpm에 

24시간 이상 초원심을 행한다. 상층을 제외하고 남운 Pellet용 500μe의 

RNA suspension buffer(5% 2-mercarptoethanol, 0.5% sarocosyne 5mM 

EDTA)를 가해녹언후， 즉시 500μe의 Phenol solution을 가한 후 잘 섞어 

준다. 12α뻐-pm으로 원심하고 상총올 다른 tube에 옮겨 50μt3M NaOAc 

와 400μ.e 2-prophan이올 넣어. -20"C에 1시간 이상 방치한 후， 1많XlOrpm 

으로 원심하여 RNA pellet을 침전시킨다. 그리고 Pellet훌 70% Ethanol로 

닦아준 후， Dry시 키 고 500μA의 TE Solution (1OmM Tris-HCl pH8.0, 

1mM EDTA)으로 녹인다. 그리고 mRNA, dot 및 Northem hybridization 

에 이용할 때까지 -20"C에 보관한다. 

Northem hybridization 

각각의 재료로부터 30μ.e RNA올 65
0

C 에 10분간 Denatured시키고 미리 

분비한 1% Fonnaldehyde agarose ge1에 50V로 약 3시간 영통한 후， gel 

로부터 Fonnaldehyde용액을 제거하기 위해 30분 가량 중류수에 넣어 

Suspension하고， 멸균한 20 x SSC용액에 30분 가량 Susoension하고 나 

일론 Membrane filter에 RNA올 Blotting시키고 UV light로 1분간 

Crossing하여 RNA를 Filter에 고정시킨다. Filter훌 사용하여 미리 준비한 

DIG-system으로 Labelling한 Probe율 넣 어 Prehybridization 및 

Hybridization올 한 후， 몇 차례 의 Washing을 한 후， x-ray 필릎 상에 노 

출하여 Detection시 킨다. 

2. 수도 돌연변이 채통 션발 빛 I명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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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수도 돌연변이 특성 및 예비검정 

수도 품종 섬진， 추청， 대청， 화성， 수원345호에 감마선을 250Gy와 

300Gy를 조사하여 단간， 조축， 다수성 및 내병성 돌연변이 후대중 변이 

형질이 유망한 계통올 유전자원으로 이용할 목적으로 섬진 Ms 세대 50계 

통과 M6 세대로 추청 21 계통， 대청 18계통， 화성 19계통， 수원345호 29계 

통을 재식거리 27x18cm로 계통당 1열에 14주씩 5열 3본식으로 이앙하였 

다. 이들 중 우수 변이계통으로 432계통을 선발하여 계통당 시험구 면적 

융 20m2로하여 예비 수량검정올 실시하였다. 시험구 배치는 완전임의 배 

치법 3반복으로 하였으며 재배는 중부지방의 표준재배법에 준하여 비배관 

리를 하면서 생육관찰 및 수량형질올 조사하였다. 조사형질로는 출수기， 

간장， 수장， 주당수수를 포장에서 조사하였고 수량은 중앙 3열에서 계통당 

30주씩 하였고 예비수량검정구는 계통당 10m2의 재식 면적을 절취하여 

완전히 건조시켜 탈곡 조제후 평량하였다. 

나. 수도 유색미 품종 육성 

유색미 품종 자강도， 상해향혈나， 간도145호 3품종에 방사선을 처리하여 

단접 형질인 극만축， 장간， 도복성， 수량성 둥을 개량할 목적으로 자강도 

에는 감마션을 250, 300, 350Gy를 조사하고， 상해향혈나와 간도145호에는 

200, 250, 300Gy를 조사하여 묘판에 직파하여 Ml세대를 육성하였다. M2 

세대 이후는 관행법에 준해서 재배하였으며 계속 형질 평가와 선발에 필 

요한 생육조사를 실시하였다. 

3. 대두의 돌연변이 육종 및 후대검정 

가. 소립종 돌연변이 후대 계통의 수량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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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시 재료는 CB z7 품종에 방사선(y-선) 15OGy, 300Gy를 종자에 조사 

하여 단점형질 일부를 보완하여 선발한 후대 CB 27 -15-52, CB 

z7 - 30-82, CB z7 - 30-151과 KAS 700-17, KAS 700-18, KAS 700-18의 

종자에 y-선 300Gy롤 조사하여 얻은 KAS 700-18-30-38-2, KAS 

700-18-30-39, KAS 700-18-30-39-1 , KAS 903-2, KAS 930-2-1, KAS 

903-2-2, 그리고 소립종으로 장려품종인 단원콩， 방사흉， 용하흉올 대비 

품종으로하여 휴장 3mx3열， 휴폭 6Ocm, 주간거리 lOcm 칸격으로 단순격차 

배치법에 의해 2반복으로 파종하여 검정하였다. 륙성조사는 중앙열에는 3 

번씩 무착위로 선태하여 이를 평균하였으며 수량은 3열을 수확하여 ha당 

수량으로 환산하였고 재배는 일반 관행법으로 실시하였다. 특성조사는 수 

량， 백립중， 성숙일수， 개화일수， 결실일수， 경장， 분지， 마디수， 꼬투리수， 

콩까지 벌레 피해율， 배축색， 꽃색， 발아율올 조사하였다. 

나. 내병성 돌연변이 선발 

대두 유전자원에서 조숙종면서도 대립이나 미이라병 (Diaporthe 

phaseolorum SAC. var sijae L. Pod and st앉1 blight)에 잘 걸 리 는 

KAS 360-22종자에 방사선 250Gy를 조사하여 미이라병에 비교쩍 저항성 

인 19계통과 원품종올 휴장 3mx3열， 휴폭 6Ocm, 주간거리 lOcm 2반복으로 

단순격자 배치법에 의해 파종하여 검정하였고 재배관리는 얼반 관행법으 

로 실시하였고 특성조사는 중앙열에서 3개체 무착위로 선태하여 조사하였 

고 수량은 3열올 수확하여 ha당 수량으로 환산하였다. 륙성조사는 수량， 

백립중， 성숙일수， 개화일수， 결실일수， 경장， 분지수， 꼬투리수， 마디수， 미 

이라병 피해율， 자반병 피해율， 배축색， 꽃색， 꼬투리색， 총피색윷 조사하 

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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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조숙 돌연변이 육종 

공시재료는 재래수집 대두중 종피가 검정색이며 대립인 KAS 636-15에 

r-선 250Gy를 조사한 후대에서 계통1.선발한 12계통， 개체 선발하여 계 

통화중인 42개체와 팔달콩에 300Gy의 r-선을 조사한 후대에서 선발한 

KAS 900-326(P-326)에 다시 250Gy의 r-선올 조사하여 계통선발한 25 

계통과 개체 선발하여 계통화중인 38개체를 휴장 3mx3열， 휴폭 6Ocm , 주 

간거리 lOcm 2반복으로 단순격자 배치법에 의해 파종하였으며 특성조사는 

수량， 백립중， 성숙일수， 개화일수， 결실일수， 경장， 분지수， 마디수， 꼬투리 

수， 콩나방 피해율， 배축색， 꽃색을 조사하였으며 재배관리는 일반 관행법 

으로 관리하였다. 

라. 특수 형질 변이를 위한 돌연변이 육종 

공시 재료는 국내에서 가장 다수성 품종인 팔달콩의 단점 형질인 종실 

의 모양이 납작하고 배꼽색이 검고 종립종의 형질 개량과 나물콩 최다수 

성 품종인 방사콩의 조숙 계통의 선발， 생육 특성이 좋으나 분지수가 많 

아 도복이 잘되고 성숙기에 탈립 잘되며 (개협성) 콩알아 납작한 형질을 

개량에 의하여 이들 품종에 각각 10，000립씩 250Gy를 조사하여 팔달콩에 

서는 18계통， 방사콩에서는 23계통， 수원115호에서는 26계통을 재배하여 

여러 가지 형질을 조사하였다. 

마. 한국 재래 대두 유전자원의 보폰 

당 연구소에서 수집 보존중인 대두 유전자원 3，300여 계통올 매해마다 

1 ，500여 계통씩을 휴장 2m, 휴폭 6Ocm, 주간거리 10cm, 구당 1열로 파종하 

였고 재배관리는 일반 관행법에 따랐으며 특성 조사는 배축색， 꽃색， 성숙 

일수， 개화일수， 결실일수， 자반병， 콩나방 피해율， 백립중， 수량을 간략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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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 조사하였다. 

4. 들껴 돌연변이 후대 육성 및 션발 

들깨는 종실뿐만 아니라 엽채용 채소로서 그 수요가 점차 증가하고 있 

어 조숙 다수성과 엽채용 돌연변이 계통을 선발하기 위하여 재래종 들개 

에 감마선 1α>Gy와 2α>Gy를 조사하여 돌연변이 후대를 육성하였다. M4 

세대 육성은 계통별로 파종하여 재식거리 6Ocmx30cm로 계통당 40주씩， 1 

본씩 2열로 이식하였다. 재배는 일반 표준재배법에 준하여 벼배관리 하였 

으며 변이 형질 조사는 숙기， 초장， 분지수， 마디수， 주당 삭수와 엽색과 

엽형을 포장에서 조사하였다. 

엽채용 들깨잎의 수요가 증대되고 있어 본 실험에서 부드럽고， 훨리 적 

은 엽형과 엽색 둥의 변이툴 지닌 촉엽자소 변이 후대 계통에서 엽채용으 

로 선발한 계통의 생화학적 성분을 한국 식품공업 협회 산하식품 연구원 

에 의뢰하여 분석하였다. 들깨 돌연변이 고정 계통의 변이 탐색을 행하기 

위하여， M5 세대의 종자를 생육 상에 파종한 후 계통별 유모로부터 

Total DNA를 추출하였다. 추출 방법은 앞에서 기술한 것과 같은 방법으 

로 하였다. RAPD분석은 10종류의 Random primer를 사용하여 PCR분석 

올 해하였다. PCR amplication 반용 조건은 각각의 0.5m.e의 eppendorl 

tube에 10mM Tris-cl (pHRO), 50rnM KCl, 2.5mM MgClz, 100mM 

dNTP혼합액， O.28uM primer, 50ng의 고구마 genomic DNA 그리고 o.많J 

Taq. DNA polymerase을 넣어 반웅액을 작성하였다. 증폭조건은 BMS사 

의 t하m머 cycler를 사용하였으며， 온도 조건은 94 "C (denaturation) 1분， 36 

"C (anne허ing) 2분， 72 "C (extension) 4분으로 45cycle를 수행하였으며 초기 

denaturation을 5분동안 시켰으며， 마지막 extension은 10분간 보충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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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폭된 DNA는 1.5% agarose gel로 영통한 후， EtBr로 염 색시 킨 후 uv 
light에서 RAPD band pattem를 비교 조사하였다. 

5. 고추 돌연변이 유기 및 션발 

고추의 내병성 돌연변이체 유기와 우수 유전자원 획득을 위하여 계통 

NO.1과 계통No.2에 감마선을 각각 150, 200, 250Gy 처리하여 육성한 후대 

M3세대에서 겨!통No.l~ 150Gy 처리구 116계통과 2어Gy124계통， 250Gy 

49계통， 계통NO.2의 150Gy 171 계통， 200Gy 178계통， 250Gy 165계통올 

40x60cm로 재식하여 특성조사를 실시하였다. 특성조사는 초장， 생체중， 10 

개 과중 둥을 조사하였다. 

6. RI를 이용한 영양생리대사 규명 

가. Callus 유기 

Broccoli(Brassica oleracea L.)의 callus 유기를 위하여 M&S 개량배지 

에 생장조절물질 NAA(1 -naphtalene acetic acid) , 파A Gndole-3-acetic 

acid) , 2,4-D (2,4-dichlorophenoxy acetic acid)를 단독 또는 혼합첨가 하 

였다. 즉 NAA와 IAA는 각각 0, 1.0, 2.0, 4.0rng/ ~， 2，4-D는 0, 0.2, 0.5, 

1.0mg/ ~ 의 수준으로 M&S 개량배지에 단독 또는 NAA+머A， 

NAA +2,4-D, lAA +2,4-D를 혼합첨가하여 기내에서 증식한 Broccli 식물체 

를 O.5c마로 절단하여 petridish(직경 lOcm)에 접종하고 25 :tl"C 의 growth 

chamber내에서 암배양 하였다. 

나. P-32 처리 및 분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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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분홉수에 대한 생장조절물질의 영향올 보고자 ca11us 유기 배지에 

P-32(specific activity: 0.969 mCV뼈 in H3P04)를 1 μ CVdish씩 올 처 리 하 

였다. 접종후 ca11us가 형성될 때까지 5일 간격으로 5회에 결쳐 3반복으로 

planchet에 ca11us를 채취하여 생체중을 측정하고， 70''C에서 건조한 ca11us 

를 습식분해하여 적외선 둥으로 건조한 후 GM counter(2mg/c따， end 

window type)로 반복 측정하였다. 계측기의 계측효율을 ，젤정하기 위하여 

P-32 무처리구의 ca11us에 P-32 표준용액(1 μ CV뼈)을 O.Ol mt; 1뼈씩을 첨 

가하고 계측시료와 같은 과정으로 시료를 조제하여 표춘시료로 사용함으 

로써 계측에 대한 factor를 보정하였으며 또한 반감기(14.3일)도 보정하여 

주었다. 

식물조직에샤 무기인산염의 수준은 인산 양분의 변화에 매우 민감하므 

로 식물생체 잎조직내에 존재하는 무기 인산올 추출하고 측정하는 단순하 

고 선속한 방법으로 식물의 영양 상태를 진단하고자 쪼장실험올 수행하였 

다. 작물은 대두 황금 품종을 일반관행법으로 재배하여 수확기에 생체중 

과 수량을 조사하였다. 시비량은 10a당 질소(요소) 4kg과 k20)염화가리) 

6kg은 전구에， 농용석회 200kg은 시용구와 무시용구로， 인산질비료(용성 

인비)는 P205로 0, 1.5kg, 3.0kg, 6.0kg, 9.0kg 5수준으로 처리하였으며 모 

든 비료는 전량기비로 사용하였다. 파종 60일 후에 생육중인 식물체 정점 

에샤 2-3번째 마디의 완전 만개된잎을 채취하여 생체중 4α)mg당 10 

N -H2S04 200MI을 첨가하고 glass rod로 짓이겨 물 10뼈을 가해 주었다. 

추출액 11뼈에 ammonium molybdate 회석액 4n뼈과 ascorbic acid O.05g첨 

가하여 발색시키고 10분 후에 citric acid O.05g로 색을 안정시 킨다. 같은 

방법으로 처리한 인상 표준액과 함께 660nm에서 홉광도룡 혹정하였다. 

다. 양분결핍과 수도 방사선 감수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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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도 재배는 사경재배용으로 보관중인 모래룰 수돗물로 3회 반복하여 

세척한 다음 소형 pot에 충진하고 일품벼와 태백벼 종자 20립씩올 파종하 

여 45개 pot를 3반복으로 plastic 재배용기 (lO~ 용량)에 담아 온실에 정 

치하였다. 수돗물(표 1)을 관개용수로 사용하여 표 2와 같은 농도로 P, 

Ca, Zn, Fe의 네 개 양분결핍구를 만들어 표 3과 같은 화학조성을 가진 

수경용액으로 l주일에 2, 3회씩 영양액 4~ 씩 조제하여 재배용기의 수경 

용액을 교체하였고 전 실험기간 동안 동일 농도를 유지하면서 생육시켰고 

기타 재배관리는 관행방법에 준하였다. 

30일간 재배한 후 각 pot의 20여주의 유묘에서 초장과 생육 상태가 비 

슷한 유식물체 10주씩을 pot에 남겨 6<>Co의 r -ray 20Gy, 40Gy, 80Gy씩 

방사선을 조사하고 동일한 방법으로 30일간 재배한 후 수도 식물체의 초 

장과 생체중 및 분얼수를 측정하였으며， 식물체중의 무기원소 분석은 각 

시료를 건조 후 분쇄하여 혼합산 ( HN03 : HCI04 : H2S04 = 10 : 4 : 1 

으로 분해 시 켜 여 과하고 그 여 액올 Atomic absorption 

spectrophotometer ( ANALAB 9100A )를 사용하여 Ca, Mg , K, Na, Zn, 

Fe을 측정하였고， T-N은 Kjeldahl 

법 으로， T-P는 ammonium vanadate법 으로 비 색 정 량하였 다. 

제 2 절 연구결과 및 고찰 

1. 기내 돌연변이 셰포주 선발 

가. 감자 기내배양 및 변이체 선발 

재배용 감자는 동질 4배체로서 종자번식이 잘 안되어 교배육종이 어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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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국내 감자육종은 조숙성， 내병성(찌ruS)， 수량 둥에 주요 북표를 두고 

있으며， 최근에는 햄버거 둥이 대중화 되면서 환원당 함량이 낯고 전분가 

가 높은 품종도 요구되고 었다. 그러므로 영양번식 작물인 감자육종에 조 

직배양법과 방사선용용기술율 이용한 기내 돌연변이 육종법윤 기존육종법 

이 갖고 있는 문제점을 보완할 수 있는 매우 적합한 수단으로 생가고디어 

기내 증식된 감자줄기에 감마선올 0, 10, 20, 30, 40, 50, 60, 80Gy로 조사 

하여 줄기를 절단， 1마디씩 접종 계대배양 한 후 생존율을 조사한 결과 

표 1에서 보는 바와 같이 방사선 조사선량이 증가함에 따라 생육 및 생존 

율은 낮게 나타났다. 품종간에 방사선 감수성은 lO-5OGy 조사구가지는 

남작보다 수미품종에서 생존율이 높았으나，6OGy 조사구에서는 수미 22% 

와 남작 25%로 남작이 수미보다 생존율이 3% 높았고80Gy 조사구에서 

는 수미는 생폰한 개체가 없었으나 남작은 8%의 생존율올 보여 고선량 

조사구에서 남작보다 수미품종이 방사선 감수성이 높게 나타났다. 돌연변 

이 유기적정션량을 LD50-LD75임을 감안할 대 30Gy 조사구에서 수미와 

남작의 생존율이 많%와 52%, 40Gy 조사구에서 52%와 45%,5OGy 조사 

구에서 38%와 33%로 나타나 감자줄기를 이용한 변이 유기적정 조사선량 

은 3O-50Gy임올 알 수 있었다. 방사선 처리는 식물체의 생존율을 높게 

유지하면서 변이율올 높여야 하는데 생존율은 다르게 나타났다30Gy 조 

사구에서 생폰율은 일시조사구 58%인데 비해 분할조사구(2 x 15 Gy 

=3QGy)에서 시간 간격이 2시간과 4시간 분할조사구는 각각 745와 64%흘 

일시조사구보다 생존율이 높았으나 6시간파 24시간 불할조사구에서 52% 

와 39%로 약간 낮게 나타났다. 한편 50Gy 조사구의 생존율을 일시조사구 

38%인 반면 4시 간과 6시 간 분할조사구(2 x 25Gy = 5OGy)는 20%와 35% 

로 일시조사구보다 낮게 나타났고， 2시간과 24시간 분할조사구는 45%와 

43%로 일시조사구보다 생존유려 약간 높게 나타났다(표 2). 실험율과 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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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한 선량을 분할조사 하였을 때 생존율은 30Gy 조사구에서는 시간 간격 

이 짧올수록 일시조사보다 높은 생존율올 보엿고50Gy에서는 분할시간 

간격이 짧거나 길었을 대 (2시간， 24시간)생존율이 높게 나타났다. 방사선 

올 처리하여 감수성을 조사한 후 생존한 개체를 계대배양하면서 생육상태 

를 조사한 결과 30Gy 조사구에서는 방사선장해 회복 속도가 발라 생육 

이 정상적으로 이루어졌으나 50Gy 조사구에서는 초기에는 생장이 정체를 

보이다 늦은 생장을 보였고 생육상태가 부진한 개체가 많았는데 이는 고 

선량에서는 장해가 크기 때문으로 생각된다. 

일반적으로 조사선량이 증가할수록 생존율은 감소되었으나 상대적으로 

변이율은 높게 나타나고 방사선에 의한 장해는 일정한 선량올 일시에 급 

조사하는 것보다 같은 선량을 분할조사하는 것이 생존율과 변이 유기의 

상대 적 효율이 높았다고 보고하였 다. Wolff와 Blok과 Loman들은 방사선 

장해에 대한 회복은 조사선량 및 조사방법(일시조사， 분할조사)과 온도， 

산소， 생육상태 등의 요인에 의해 회복과 생존율이 다르게 나타난다고 하 

였다. 본 실험의 감마선 30Gy와 50Gy의 일시조사와 분할조사구에서 나타 

난 변이양상은 왜소형， 엽록소 결핍， 내 virus, vigorus type, multishoot, 

상부줄기 microtuber 형성 생장점 자주색 변이 등이 관찰되었다. 처리에 

따른 변이 유기율은 30Gy 조사구에서 일시조사구가 12%로 가장 낮았고， 

분할조사구에서는 2시간 분할구가 22%로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 24시간 

분할구 19%， 6시간 분할구 17%， 4시간 분할구 16% 순으로 나타났다. 또 

한 50Gy에서 일시조사구는 14%인 반면 분할조사구에서 6시간 분할구 

20%, 24시간 분할구 18%， 2시간 분할구 17%， 4시간 분할구 11%순으로 

나타나 두 조사선량 모두 일시조사구보다 분할조사구에서 높은 변이율을 

보였고 생존율이 높은 분할구 일수록 변이율도 높게 나타났다. K.leffel 둥 

은 포인세티아 embryogenic cell의 suspension 배양에서 X-ray 40Gy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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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x 20Gy = 40Gy로 0.5, 1, 28시간 분할조사한 결과 생폰율이 일시조사보 

다 10% 높았고 상대적 효과도 크게 나타났으며， 6QGy를 3 x 20Gy = 

6QGy로 2, 12, 24시간 분할조사구의 생존율은 일시조사구보다 12-20% 높 

고 실용적인 돌연변이체인 저온성 재배품종의 선발이 가능하였다고 보고 

하였다. 한편 Wa1ther와 Sauer는 gerbera의 생장점 배양에서 X-ray 30Gy 

롤 2 x 15Gy = 30Gy로 4시간과 8시간 분할조사한 것이 생존윷이 놓고 

변이체들의 경제적인 관점에서 가장 효과적이었다고 하였다. 본 실협에서 

도 상기 연구자들의 발표와 같이 분할조사가 일시조사보다 생존윷 빛 변 

이율이 높게 나타나 효과적임을 알 수 있었다. 생존한 개체들은 포장에 

이식 재배하여 field 조건에서 변이 특성조사 및 유용돌연변이체 선발올 

위하여 실험중에 있다. 

기내에서 증식한 감자 줄기를 이용한 변이 유발 적정 조사량은 

3O-5QGy 임올 예비실험을 통하여 알 수있었다. 방사선 처리는 식물체의 

생존율을 높게 유지하면서 변이율올 높여야 하는데 동일선량올 일시에 조 

사하는 것보다 시간 간격을 두고 2회로 분할 조사하는 것이 효과적이라는 

보고가 있었다. 변이유발 적.정 선량인 30Gy와 밍Gy률 2, 4, 6, 24시간 간 

격으로 분할 조사하여 육성한 M2 세대의 변이 형태와 변이 출현율옳 보 

면(표 3) 변이 형태는 왜성형， 엽록소 결핍변이， 엽형， 엽색변이， 괴경모양， 

내병성， 대형 란일종서 둥이 출현하였다(그림 1). 변이 좋현윷은 3üGy 웰 

시 조사구에 서 13.5%인 반면 6시 간 분할 조사구(2xl5Gy=3OGy)에 서 

29.0%로 가장 높게 나타났고 4시간과 2시간 분할 조사구에서 18.7%와 

15.5%로 나타났으며， 24시간 분할 조사구에서는 10.2%로 나타났다. 일반 

적으로 30Gy에서 일시 조사구보다 분할 조사구가 변이율이 높게 나타났 

다. 변이 형태별 출현율은 내병성 변이 7.1%로 가장 높게 나타냈고 대형 

균일종서 3.6%, 괴경 형태변이 2.7%, 엽형과 엽색변이 1.6%, 왜성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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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 엽록소 결핍변이 0.1% 순으로 출현하였다. 또한 50Gy 일시 조사구 

에서 변이율은 8.5%인 반면 4시간 분할 조사구(2x15Gy=3OGy)에서 22.8% 

로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 2시간과 6시간 분할 조사구에서는 17.6%, 24시 

간 분할 조사구 13.8%의 변이융올 보여 50Gy 조사구에서도 전반적으로 

일시 조사구보다 분할 조사구에서 높은 변이율을 나타내었다. 변이 형태 

별 출현율은 내병성변이 5.9%로 가장 높았고， 대형 균일종서 3.0%, 괴경 

형태변이 2.6%, 왜성형 1.6%, 엽색 엽형변이 1.1%순으로 나타났다.30Gy 

와 50Gy 모두 일서 조사구보다 분할 조사구에서 높은 변이율을 보여 유 

식물체에 방사선 조사로 변이 유발시는 분할 조사가 효과적임을 알 수 있 

었다. 30Gy에서는 6시간 분할 조사구에서 '50Gy에서는 4시간 분할 조사 

구에서 변이 출현율이 가장 높게 나타났다. Kleffel둥은 포인세티아 

embryogenic cell의 suspension 배 양에 서 X-ray 40Gy를 2x2OGy=40Gy로 

0.5, 1, 28시간 분할 조사한 결과 생존율이 일시조사 보다 10% 높았고 상 

대적 효과도 크게 나타났으며，6OGy를 3x20Gy로 2, 12, 24시간 분할 조사 

구의 생폰율은 일시 조사구보다 12-20%높고 실용적인 돌연변이체인 저온 

성 재배품종의 선발이 가능하였다고 보고하였다. 한면 Walther와 Sauer는 

gerbera의 생장점 배양에서 X-ray 30Gy를 2x15Gy=30Gy로 4시간과 8시 

간 분할 조사한 것이 생존율이 높고 변이체들의 경제적인 관점에서 가장 

효과적이었다고 하였다. 본 실험에서도 상기 연구자들의 발표와 같이 분 

할 조사가 일시 조사보다 생존율 및 변이율이 높게 나타나 효과적임올 알 

수 있었다. 그림 2는 감자의 미분화 세포에서 식물체 재분화가 이루어지 

는 과정을 보여주며 괴경 또는 소피경 (microtuber)의 재배 수확 후의 형 

태를 보여주고 었다. 

나. 수도 약배 양 효율증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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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종한 소수의 영화는 배양 1주 후부터 담갈색으로 변화하고 4주 후부 

터 육안으로 볼 수 었는 작은 구형의 callus가 삼각 플라스크 내에 관찰 

되기 시착하였으며， 그 후 계속해서 callus가 성장하였다. 영화내에 있는 

자방은 2-3mm까지 부풀어 오르나 생육하지 못하고 약강내에의 화분만이 

callus로 생장함올 해부현미경으로 관찰하였고. 4주후에는 흉알만한 callus 

로 자랐다(그렴 3). 반수성 callus 유기율은 대조구의 25%에 비해 방사선 

처리구가 비교적 양호한 유기상태를 나타냈고 륙히 30Gy로 직접 조사한 

구에서는 54.5%로 2배에 각가운 유기용을 나타냈으나 방사선율 10 + 20 

Gy로 방사선 8시간과 16시간 분할 처리한 구에서는 18.2%와 1 1.1%로 대 

조구보다 callus 유가율아 오하려 낮았고 장시간 처리구에서 다시 충가되 

는 현상올 나타내었다. 전반적으로 화분의 발육과 방사선 처리에 대한 감 

용도가 밀접한 관계가 있는 것으로 사료되며 약배양시 반수성 callus 유 

기에 방사선 분할조사의 효과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기내배양에서 방 

사선이 분할조사는 일시조사보다 증식력을 높이는 효과가 있음을 보고한 

바 있는데 기내 중식식물체에서의 방사선 분할 조사효과논 폴연변이율을 

높이면 서도 중식력올 높여주는 효과가 었어 톨연변이 육종에서 방사선 

처리법의 일화능로 주목할 만하다고 생각된다. 약배양에서는 화분 발육시 

방사선의 영향을 받아 화분의 발육을 지연시키거나 화분벽 생성올 억제함 

으로써 비정상 화분(s-화분)올 생성케하여 약배양 효율율 중진시키는 것 

으로 사료되며 이 때 비정상화분 생성에 일전량 이상의 방사선량이 요구 

되기 때문에 분할조사의 효과가 없는 것이 아닌가 생각된다. 

약배양의 효율증진올 위한 천처리로서 저온 또는 고온 처리는 일상 과 

정으로 인식되리 만큼 널리 그 효과를 인정받고 있으나 아직도 원심분리 

와 방사선 처리둥은 이견이 있는데 방사선 처리가 약배양의 효윷올 옳일 

수 있는 수단이 될 것이라 시사된 이후 L않둥은 벼의 화분보세포 형생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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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 방사선을 처리하여 약배양 효율올 증진시킨 바 있는데 본 연구결과도 

약배양시 화분모세포 형성기에 방사선을 30Gy 처리함으로써 약배양 효율 

이 증진된 결과(표 4, 그림 4)를 나타내에 비록 분할조사의 효과는 인정하 

기 어려우나 약배양 효율증진에 있어서 전 보고와 일치하였다. 약배양시 

spike 또는 panic1e를 배양하여 반수성 callus t.t 식물체를 얻게 되었는데 
이 때 소포자 유래의 반수성 callus인지 혹은 기타 화기조직에서 유기된 

체세포성 callus인지를 구분할 수 없었는데， 본 연구는 이삭의 소수를 분 

리하여 영화를 절단해 내고 접종함으로서 약이 초기에는 영내에서 화사에 

붙어 있는 상태로 자라다가 약에서 소포자 유래의 callus가 자라기 시작 

하면서 영밖으로 분리되어 액체배지 내에서 자라도록 함으로서 반수성 

callus임을 쉽게 확인할 수 있었다. 지방은 약 2mm정도 자라다가 더 이상 

자라지 못함을 또렷하게 관찰할 수 있었기에 더욱 반수성 callus임올 명 

확히 할 수 있었다. 

다. 장구채의 캘러스 유기 및 식물체 재분화 

자엽과 배축은 horemone이 첨가된 배지에 접종 2주후부터는 잎과 줄기 

의 가장자리가 맹대해지면서 ca11us화 되는 양상올 드기 시작하였고 25일 

경부터는 정상적인 callus가 형성되었다. 2,4-D 단독처리구에서의 callus 

유기는 2,4-D 2mg/.e 가 비교적 양호한 것으로 나타났으며， l mg/.e 첨가구 

에서는 뿌리의 발생이 많았으며 2mg/ .e 첨가구에서는 friable한 callus를 

얻을 수 있었고， 2,4-D 함량이 높을수록 compact한 callus가 형성됩올 알 

수 있었다. 자엽에서는 2,4-D 2mg/.e + NAA l mg/.e 처리구에서 가장 양 

호한 callus 유기상태를 나타냈고 배축은 2,4-D 4mg/.e 와 NAA 2mg/.e 를 

첨가한 구에서 가장 양호한 callus 유기상태를 나타내 부위에 따라서 식 

물생장조절물질의 첨가량 차이에 크게 좌우됩올 나타냈다. 특히 BAP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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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가한 구에서는 BAP 농도가 높아짐에 따라 cal1us의 색깔이 황색을 띄 

었으며 쉽게 부서지는 경향이 있어 실제 ca11us 유기에는 BAP의 첨가는 

재고해야 한다고 생각된다. 그러나 일반적으로 2,4-D 단독첨가 또는 

2,4-D + NAA + BAP 혼합첨가구 보다는 2，4-D와 NAA 혼합첨가구가 

버교적 ca11us 형성이 양호하게 나타났으며 특히 배촉에서는 뿌리가 빼르 

게 분화됩올 알 수 있었다. 그러므로 장구채의 ca11us 유기는 식룹생장조 

절물질로서 2，4-D와 NAA 수준은 4mg/ ~ 와 2mg/ ~ 이내에서 결정됨이 적 

당하다고 판단된다(표 5). 

Ca11us 유기배지에 접종된 조직편을 7, 14, 21 , 35, 49일 간격으로 

horome free배지에 7-35일 사이에 재분화 배지로 옮겨준 구에서는 식물 

체가 분화되는 것을 관찰할 수 있었지만 소수의 식물체를- 얻어 재분화배 

지로 옮기는 시기를 정확히 파악하기는 곤란하나 그 이후에 옮져춘 구에 

서는 식물체가 형성되지 않아서 되도록 일찍 옮기는 것이 좋훌 것으로 생 

각되며， 자엽보다는 배축이 재분화가 버교적 빠륨을 쩔 수 있었다(그렴 

5). Lee둥은 달래 조직 에 서 ca11us 유기 시 NAA 1mg/.e, 2,4-D l mg/.e 와 

kine디n 2mg/ ~ 혼합첨가구에서 가장 양호한 상태를 보였다고 하였고， 

Rosa와 Revilla는 고추의 자엽 과 배 축배 양에 있어 서 자엽 은 파A O.1 mg/.e 

과 BAP 2.0mg/ ~ 를 첨가한 배지에서 ca11us 형성이 양호하다고 하였으며 

비교적 자엽보다는 배축이 분화가 빠르게 나타난다고 하였고， NAA(1뼈/ 

~ )와 BAP (2뼈/~)가 자엽에서 shoot 발생이 양호하며 배축에서는 뿌리 

의 발생이 촉진된다고 하였다. Fary와 Cz와m도 이와 벼슷한 결과훌 얻었 

다고 보고한 바 있는데 본 실험에서는 자엽에서 NAA(1略/.e)와 2,4-D 2 

뼈/.e 에서 ca11usY- 식물체분화가 잘 되었고 배촉에서는 NAA 2mg/.e 와 

2,4-D 4mg/.e 첨가구에서 뿌리， embryoid 분화가 잘 되어 조작깐의 차이 

가 다른 것으로 나타나 이들의 보고와 일치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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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 고구마의 기내배양 및 변이체 선발 

배발생 callus에서 재분화 

방사선처리 고구마의 배발생callus을 2，4-D가 제거된 MS배지에 옳겨 

배양한 바， 배양개시 4주 후부터 기내식물체가 분화되기 시작하였다. 기내 

에서 육성된 재분화식물체는 포장이식을 위하여 화분에서 순화시켰으며 

순화된 개체들은 형태적변이를 조사하고 일부 DNA, RNA, Protein 동의 

pattern을 조사하였다. 

재분화 개체에서의 형태적 변이 

재배용 고구마는 동질 6배체로서 종자번식이 잘 안되고 교배육종이 어 

렵다. 국내 고구마 육종은 조숙성， 내병성 (virus ， 역병)， 피경형태， 전분함 

량， 수량 둥에 주요 목표를 두고 있으며 최근에는 햄버거， potato chip 둥 

에 많이 사용되므로 환원당 함량이 낮고 전분가가 높은 품종이 요구되고 

있다. 그러므로 영양번식 작물인 고구마 육종에 조직배양법과 방사선 이 

용기술을 응용한 기내 돌연변이 육종법은 기존 육종법이 갖고 있는 문제 

점을 보완할 수 있는 매우 적합한 수단으로 생각된다. 고구마의 두 품종 

간 방사선 감수성은 표 3에서와 같이 율미보다 부여재래가 방사선 감수성 

이 높았다. 기내에서 증식한 감자 줄기를 이용한 변이 유발 적정 조사량 

은 30-9OGy 임을 예비실험을 통하여 알 수 있었다. 방사선 처리는 식물 

체의 생존율을 높게 유지하면서 변이율올 높여야 하는 데 동일선량올 일 

시에 조사하는 것보다 시간 간격올 두고 2회로 분할 조사하는 것이 효과 

적이라는 보고가 있었다. 변이유발 적정 선량인 30Gy와 90Gy를 분할 조 

사하여 재분화개체의 변이 형태와 변이 출현율을 보면 변이 형태는 왜성 

형， 엽록소 결핍변이， 엽형， 엽색변이 둥이 출현하였다(표 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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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종별 RAPD 분석 

RAPD분석을 위해 현재 재배품종인 부여재래， 율미 그리고 미국 품종 

White star의 to없1 DNA올 추출하여 RAPD분석에 임했다. 유전 변이율윤 

전기영동후 나타난 같은 분자량의 위치의 band수률 계산하여 

p이ymorphic band수의 계산에 의해 알아보았다. 그림 6은 부여재래， 융미， 

White star의 control올 대상으로 3품종간 유전 변이는 12-mer primer의 

207ß 사용 결과， 3품종간의 p이ymorphic band를 보안 primer의 수는 167ß 

로써 1개의 band에서 변이 를 나타난 primer는 C02, C04, C24. C42, C캡， 

C44, C45, C62이었으며， 2-3개의 polymorphic band를 보인 primer는 C05, 

C22, C25, C65이 었 고 사용한 primer 중 가장 많은 polymorphic band훌 

보인 primer는 C61 , C01로써 각각 5개와 4개의 유전적으로 다양한 band 

를 보였다. 

또한 20개 의 primer에 서 나타난 총 band수는 2147ß 로 zf primer마다 

증폭된 band수는 3개에서 18개로 다양하게 나타났다. 그리고 primer에 대 

한 총 polymorphic band수는 32개로써 67%를 보았다. 이는 6배체의 염색 

체를 가진 고구마 염색체의 변이가 다른 2배체 식물에 비해 pnmer에 대 

한 변이율이 낮게 나타난 현상이며， 다른 한편으로 새악해보면 지급까지 

연구해 온 대부분의 primer는 lOmer로써 매우 불안정한 증폭옳 보이는 

반면에 본 실험에 사용한 primer는 12mer로 중폭이 매우 한정척이며 재 

현성 역시 좋은 효과를 보이고 있다. 

Somac1onal variation RAPD 

재배 품종인 부여 재래 및 율미 그리고 미국 품종인 White star의 배발 

생 callus을 유기한 후， 5-6회 정도의 계대배양을 거친 embryogeni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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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a11us를 재분화 배지인 MS기본 배지에서 재분화 식물체를 육성하여 각 

각 품종별 8개의 plant률 선정하여 PCR 분석올 행하였다. 사용한 207H 의 

primer 중 C44와 같이 변이를 보이지 않았으나 C61의 primer에서는 

polymorphic band가 많이 존재하였다(그림4-6). C61의 pnmer염기 배열은 

표2에서 보여준 것처럼 5' -ACTTTCCTACGG-3'으로 GC/AT의 비융이 

6/6으로 60%를 보인 primer이었다. 이런 결과는 고구마 6배체의 핵내의 

염기 배열 중 C61과 유사한 염기들이 배양 과정상 변화하기 쉬운 배열이 

아닌가 사료되며 앞으로 많은 검토를 하지 않으면 안되리라고 생각한다. 

돌연변이 유기원에 의한 RAPD 효과 

조직배양계를 이용하여 돌연 변이원의 처리는 많은 돌연변이체를 유발 

시킨다는 보고이래 이들 돌연변이체가 유전 변이를 일으키는지， 만약 일 

으킨다면 detection 할 수 있는 수단은 무엇인지 지금까지 최종 산물인 

protein level에서의 검토는 이루어졌다. 그래서 이 protein을 생산하는 

RNA과 DNA level에서 검토하기 위하여 먼저 고구마의 embryogenic 

ca11us에 감마션을 3, 5, 7, 9, 12, 15kR를 처리하여 재분화배지인 MS기본 

배지에 옮겨 다수의 재분화 식물체를 얻었다. 표 7에서와 같이 부여 재래， 

율미， White star의 3품종에서 각각의 선량별로 8개체를 선발하여 RAPD 

분석올 행한 결과는 그림 7-10과 같이 나타났다. 20여개의 primer{표 8) 

을 사용하였으나 감마션을 처리하여 얻어진 재분화 식물체에서 거의 변화 

를 보이지 않았다. 그러나， C61 primer에서 많은 변이를 보였는데 이는 

위에서 보여주었듯이 somaclona1 v따ia디on올 감지할 수 있었던 pnmer로 

써 감마선의 영향에 의해 변화되었는지 아니면 배양 과정상에 변이가 유 

발되었는지 검토하지 않으면 안되리라 생각된다. 다만 고구마의 경우 매 

우 안정한 염색체로 구성되어 있어 품종별 유사성이 매우 비슷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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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ackground을 갖고 있다. 이러한 고구마에 감마선윷 처리활 경우 처리 시 

기 및 처리 방법， 어떤 조직에 처리하는가， 조직배양융 이용한다면 배발생 

callus, suspension cell, protoplast 둥에 처리하여 염색체의 변이롤 유발할 

수 있는 실험계가 철실히 필요한 실정이다. 

돌연변이 체들의 유전자 발현 양상 

조직배양계의 배발생 callus에 감마션의 조사후 재분화 개체둡· 중 

RAPD분석 결과 control에 비해 달리 나타난 재분화된 개체를 선별하여 

유전자 발현 양상올 살펴보았다. 균일한 재료률 얻기 위하여 재분화된 개 

체의 일부를 1/2 MS 기본배지에 옮겨 엎이 3매정포 자랐윷 때 sampling 

하여 tota1 RNA를 추출하여 Northern hybridization을 행한 결과， probe훌 

PSBA로써 엽록체DNA내의 유전자로써 광화학 전달계 g 의 명반웅에 관 

계하는 유전자를 사용한 것으로 조사한 돌연변이 개채 중에서 No.5, 

No. lO, No.ll , NO.12의 식물체에서 대조구인 감마션을 조사하지 않용 배 

발생 callus으로부터 직접 재분화된 control보다 많윤 발현량옳 보였다. 그 

러나 NO.9의 식물체는control에 비해 매우 낮은 발현을 보였다. 이런 결과 

로부터 방사선 조사로 인해 유전자의 이상이 생겨 전사 산불인 mRNA에 

영향올 끼치는 것이 아닌가 사료되어진다. 

또한 식물 미토콘드리아 유전자 중에서 ATP 합성에 판계되논 ATPA 

유천차를 probe로 사용하여 변이체들의 발혐량윷 앞아 환 컬과， ATP A 

률 probe로 사용하였올 경우 고구마의 mRNA에 hybridizatiori되는 banà 

는 두 개로 나타났으며 molercular weight가 른 것윷 영으로 ATP A의 

알파 subunitè}고， 작은 것을 ATP 베타 subnuit라 하였고 이뜰외 발현량 

의 차이는 보이지 않았다. 

또한 환경 stress에 매우 민감하게 발현되는 일명 pathogenic 판련 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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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자를 사용하여 mRNA량을 살펴본 결과， 병저항성 관련 유전자중 PR-1 

의 유전자는 B-1, 3-g1ucanase activity를 갖는 유전자로써 변이 체들 사이 

에서 발현량의 차이를 찾아볼 수가 없었다. PR-2 유전자는 chitinase 

activity를 갖는 것으로 No.9번에서 많은 발현량을 보였다. PR-3，4의 유전 

자는 acidic protein에 encoding되어 있는 유전자로써 PR-3 유전자에서 

No.l6번의 식물체에서 매우 높은 발현량을 보였올 뿐 다른 식물체에서는 

control과의 차이를 보이지 않았다. 

돌연변이체에서의 total protein 변이 양상 

배양계를 이용 배발생 callus에 감마선 처리 후대에서 DNA변이체를 

RAPD 분석을 행하여 변이 정도를 살펴보았고 변이가 일어난 개체에서 

유전자 발현 양상을 살펴본 후 발현이 달리 나타난 6개의 식물체를 대상 

으로 total protein을 SDS-PAGE방법에 의해 검출하였다. 그 중 2개의 식 

물체에서 양적 변이뿐만 아니라 band pattern이 변화한 것을 알 수 있었 

다. total protein level은 너무나 많은 band가 detection되기 때문에 

protein의 변이를 보기에는 적당하지 못하며， Western blotting과 같이 특 

이적인 proteiI?의 항체를 만든 다음 돌연변이체에서의 변이체를 선발하는 

것이 가장 적합하리라 생각된다. 고구마는 지하경 또는 뿌리의 비대에 의 

해 괴경， 괴근을 형성하는 공예 작물로 우리나라에서는 많이 재배되고 있 

다. 특히 고구마의 재배 품종의 대부분이 6배체로 강한 자가 불화 합성 

작물로 알려지고 있다. 이들 식물체의 번식 수단으로 영양계률 이용할 뿐 

만 아니라 종자로 번식되며， 매우 높은 이질접합체로 구성되어 있다. 농업 

적 유용한 특성에 관한 유전적 배경은 아직 잘 모르는 실정이며， 어던 것 

에 의해 수량이 결정되는지， 얼마나 많은 유전자가 발현하는지에 대하여 

유전 학작들이나 육종 학자들 역시 잘 모르는 실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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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럼에도 불구하고 고구마 품질 향상 목적으로 괴경 및 괴경내의 전분 

량의 높은 생산성， 병 저항성 동에 관하여 연구되고 있다. 그러나 。l뚫 목 

적에 맞는 상업적 이용 품종은 보고되지 않고 있다. 

다만 여러 각도에서 돌연변이원을 이용하여 변이체를 유기한 후， 육종 

목표에 맞는 변이체를 육성하고 었다. 그러나， 재배 품종의 고구마는 6배 

체로 괴근이나 괴경에 방사선 또는 화학적 돌연변이원을 처리한다 하더라 

도 높은 변이율은 얻지 못하엿고， 다만 괴근색 또는 병 저항성파 같은 

single 유전자에 의해 좌우되는 인자는 변이체만이 보고되고 었다. 그러나 

이들 변이체의 유전학적 해명은 아직 보고되지 못하고 었다. 최근 급속도 

로 발전한 식물 조직배양 기술은 고구마 체세포 배발생에 의한 식물체 재 

생에 관한 연구가 많이 보고되었다. 측 약， 경정， 뿌리， 줄기 및 앞에서 얻 

은 캘러스에서 체세포배가 유도되며， 90%이상이 재분화된다고 알려지고 

있다. 

식물의 유전 육종 분야에서 개체 또는 집단 내이 유전 변이 연구는 멘 

텔 이후 주로 표현형에 대한 분석파 생화학적 연구방법인 동위효소분석법 

등이 보편적으로 사용되어 왔다. 그러나 식물 개체의 표현형윤 단순히 개 

체의 유전적 요인에 의해서만 화주되는 것이 아니라 환경적 요인에 대혜 

매우 영향을 받기 때문에 환경적 요인을 최소화하기 위해서는 복잡한 통 

계분석이 펼요로 하기 때문에 표현형에 의한 변이 분석용 대단허 어렵고 

연구 결과에 대한 신뢰도가 떨어진다고 할 수 었다. 한편 지금까지 사용 

되어 왔던 생화학적 연구 방법 중 동위효소에 의한 분석법은 어떤 휠추정 

효과가 유전자의 변이에 의해 나타나는 이차 산물언 단백질용 사용한다는 

점에서 어느 정도 환경적 요인올 배제되어 었다고 할 수 있으나， 이용 가 

능한 동위효소가 한정되어 었다는 점과 식물체의 발육 과정상혜 각각의 

조직에서 band pattem이 다르게 나올 수 있다는 점에서 매우 월합려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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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 할 수 있다. 따라서 어떤 식물체의 유전 분석올 행하는 데에 있어서 

정확하지 못한 실정이다. 이와는 달리 최근 분자생물학의 발전에 힘입어 

식물 genomic .2.J 분석 방법 중 RFLP 방법과 RAPD 분석 방법에 의한 유 

전 분석은 식물체가 지니고 있는 표현형에 대한 변이의 발생 자체가 개체 

가 지니고 있는 DNA상의 변이를 의미하기 때문에 변이가 발생한 특정 

DNA를 대상으로 연구하기 때문에 외부의 자극에 의한 환경 변이를 완전 

히 배제되어 있다고 할 수있다. 이러한 차원에서 볼 때 방사선 돌연변이 

체얘서 방사션이 암의적으로 식물 핵내의 염색체 상을 공격하여 염가조성 

의 변이， 결손， 전환 등을 유발시켜 돌연변이체로 유전되어지는 것으로써， 

이들 유전적인 변이를 탐색하는데 이는 기존에 알려진 후대에서의 형질 

발현 둥에 의한 선발보다 더욱 확실한 염색체상의 변이를 탐구할 수 있 

다. RFLP분석은 genome내의 DNA특정 부위에서의 변이 존재 유무를 추 

적하는 방법으로서 adenovirus의 온도 민감 돌연변이체에서 처음으로 발 

견되었다. 이 기술은 게놈 DNA를 제한 효소로 절단하였을 때 일어냐는 

DNA 단편들의 길이 차이를 특정 유전자를 probe로 사용하여 Southem 

hybridization방법에 의해 detection하는 기술이다. 그러나 RFLP기술 또한 

실제 육종 변에서 뿐만 아니라 유전자 탐색 및 유전자 분리 퉁의 기초 연 

구에 불합리한 점이 매우 많다. 먼저 RFLP기술은 Southem hybridization 

방법에 의해 DNA를 감지하여야 하므로 매우 많은 시간과 노력이 요구되 

며， 한꺼번에 많은 재료를 사용하기가 용이하지 못하며. detection.하기 위 

해 방사선 동위효소에 의해 DNA를 IabeIIing하는 위험이 뒤따르며， 유전 

변이를 탐색하는 데에 적절한 probe의 선태과 제한 효소의 선정 역시 매 

우 중용한 과제 라고 할 수 있다. 이 와는 달리 PCR(polymerase chain 

reaction)법은 인위적으로 무작위 pnmer를 이용하여 분석하는 

RAPD(Random amplified polymorphic DNA)법 은 primer가 핵 내 의 전 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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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를 대상으로 열 저항성 DNA 중합 효소(Taq polymerase)훌 처리하여 

기 계 적 으로 온도 변화에 의 해 DNA가 denaturing, primer의 annealing과 

polymerization의 과정을 반복적으로 실시하여 유전자나 DNA의 특정 부 

위를 중폭하는 방법이다. 이런 기술을 이용하여 불 실험에서는 작물체의 

유전적인 변이를 신속하게 탐색하기 위해 무작위로 primer활 션별하핵 톨 

연변이체의 동향에 대하여 살펴본 결과 C61 primer와 갈여 배양 과정상 

변이된 개체 및 감마션을 처리하여 재분화된 개체에서 RAPD marker를 

얻는데 성공하였다. 이런 유전 변이를 보인 개체에서 조칙 흑이챔 유전자 

발현데는 양상을 조사하여 보면 거의 모든 재료에서 발현량와 변화는 없 

었으며， 다만 몇 개의 삭물에서 유전자 특이적으로 종가하거나 적어지는 

현상을 보여졌다. 이는 감마선에 의해 DNA상와 변화에 의해 DNA에서의 

전사 단계에서 변화를 의미하는 것으로 매우 중용한 분자생물학을 연구하 

는데 매우 좋은 소재하고 생각되어진다. 

2. 수도 돌연변이 채통 션발 및 평가 

가. 수도 돌연변이의 특성 및 예비검정 

돌연변이 후대 계통중 섬진 250Gy 조사구에서 선발된 단간변이는 모품 

종의 간장에 비해 약 18% 감소된 70cm였고 3α)Gy 조사구에서는 33-42% 

감소된 51. 7 -60.3cm였다. 단간돌연변이 계통들은 간장아 단총됨뼈 따라 수 

잔， 수당립수， 립중 퉁이 감소되어 모품종의 수량보다 낮은 혐이나 내도복 

성 품종 및 교배모본으로 칙접 또는 간접 이용될 수 있는 펴l 통틀이다. 단 

간 변이계통의 제특성과 수량 둥을 고려할 때 실용적인 간장의 단축은 포 

품종에 비해 1Q-15cm 감소된 계통들이 유용하였으며 그 이상 단칸화된 

변이계통은 수량이 매우 낮게 나타나 실용성이 없었다. 모품종와 칸짱I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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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lOcm이상 짧아진 변이계통중 250Gy 조사구에서 계통번호 14, 33, 50, 

52, 71과 300Gy 조사구에서 계통번호 1, 17, 75는 모품종의 수량과 유사 

하거나 약간 높게 나타났다. 출수기는 모품종에 비해 폭넓은 변이분포를 

보였는데 조사선량간에는 300Gy 조사구보다 250Gy 조사구에서 많은 변 

이계통들이 조기출수하였고 가장 조기출수한 변이계콩은 250Gy 조사구에 

서 모품종의 출수기보다 25일 빠른 계통과 300Gy 조사구에서는 23일 출 

수가 빨랐다. 조숙변이계통중 모품종보다 출수기가 14-20일 빠른 계통은 

250Gy 조사구에서 17계통이었고， 300Gy 조사구에서는 16계통이 선발되었 

다. 조숙변이로 선발된 계통중 250Gy 조사구에서는 계통번호 1, 36, 50, 

83과 300Gy 조사구에서 계통변호 1, 17, 24, 25, 45, 50, 233은 성숙기가 

14일 이상 빨라졌어도 수량이 모품종인 섬진과 대모품종 화성， 대청， 추청 

보다 2.0-14.% 증가된 변이계통들이었다. 이들 변이중 유망변이계통으로 

250Gy 조사구 4계통， 300Gy 조사구 9계통은 형질 특성이 고정되고 연차 

변이가 비교적 적은 계통틀이었다(표 9). 섬진 돌연변이 계통 중 우수 형 

질이 고정된 계통은 원농2호， 원농4호라 명명하였다(그림 11-B, C). 

Futsuhara동은 수도품종 Fujiminori에 감마션을 조사하여 단간다수성 돌 

연변이 품종 Remei(Norin 117)를 육성 보급하였고， Rutger둥도 일본계품 

종인 Calrose에 감마선 250Gy를 조사하여 단간， 내도복성의 다수성 톨연 

변이 Calrose 76를 선발 육성하여 Califomia 지역에서 수도 재배면적의 

50%가 넘는 보급효과를 본 바 있다. 또한 이 둥에 의하여 수도품종 팔핑 

에 X-ray를 조사하여 모품종보다 수량이 많고 단간， 내도복성 돌연변이 

품종으로 밀양10호를 육성 보급한 바 있고， 한등은 방사선 처리에 의하여 

유발된 수도 돌연변이계통들의 단백칠함량이 모품종에 비해 최저 68%에 

서 최고 168%에 이르는 변이폭을 보였으며 이들의 후대인 M9에서 모품 

종보다 단백칠 함량이 30%나 많으면서 조숙， 단간화된 고단백 돌연변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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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통올 선발하였다. 수도 종자에 감마선올 조사한 결과 품종과 선원의 종 

류 및 조사선량에 따라 변이형질들의 출현율은 다르고 적정조사선량 범위 

내에서는 약간 높은 조사구에서 변이 출현율이 높게 나타났으며 형질변이 

중에서 질적형질 및 양적형질이 동시에 변이원 계풍을 선발하였다료 보고 

한 바 있는데 본 실험에서도 같은 경향을 관찰할 수 있었다. 

유용 유전자원올 개발할 목적으로 섬진벼， 추청벼， 대청벼， 화성벼， 수원 

345호 5개 품종에 감마선올 조사하여 선발된 똘연변이 후대 계통중 조숙， 

단간， 다수성 및 내병성 계통을 계통별로 반복을 주어 재식한 후 쟁육 단 

계별 변이 특성조사와 계통으로 철적형질올 조사하였다. 섬진 25QGy 조 

사구에서 조숙변이 계통으로 모품종보다 출수기가 17-22일 조시 출수하 

는 계통으로 8계통올 선발하였다. 주속변이 계통들의 수량은 대조품종에 

비해 8-20% 증수되었으며， 계통번호 1은 출수기가 20일 빨라졌옴에도 수 

량이 20.9% 증가된 조숙， 다수성 변이 계통이었다. 섬진 3α>Gy 조사구에 

서는 모품종보다 출수기가 17-22일 빠른 3계풍이 선발되었으며 수량도 

4-11% 증수를 보였다(표 10, 11). 화성벼의 돌연변이 후대 계통중 우수형 

철이 고정된 계통은 원농1호로， 또 추청벼의 것은 원농5호라 명명하였다 

(그림 11-A, D). 단간돌연변이 계통들은 간장이 단촉됨에 따라 수장， 수 

당립수， 립중 둥이 감소되어 모품종의 수량보다 낮용 면이나 내도복성 폼 

종 및 교배모본으로 직접 도는 간접 이용될 수 있는 계통들이다.추청벼 

250Gy조사구에서 모품종보다 출수기가 11-15일 빠른 10계통이 선발되었 

는데 이들 조숙변이 계통의 수량도 27-41% 증수룹 보였다. 계통번호 33, 

55번은 출수기가 모품종보다 13일 빨라졌옴에도 수량이 40% 중수활 보였 

다. 이렇게 변이 계통들이 큰폭으로 증수 현상이 나타난 것은 전국책인 

냉해로 인하여 냉해에 약한 품종은 수량이 대폭 감소된 반면에 내냉쟁 변 

이 계통은 저온， 저일조 상태에서도 생육이 정상척으로 이루어져 수량 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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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각된다. 대청 250Gy 조사구에서 출수 나타내지 않았기 때문으로 뚫
 비해 모품종에 은

 
량
 

수
 
’ 빨랐으며 않아 7-14일 크지 그리 단축은 기의 

수원싫5호에서 선발되었다. 화성벼와 8계통 계통이 증소된 15-38%까지 

유망 돌연변이 계통으로 강선발된 계 10계통이 선발되었다.6개 품종에서 

면적을 크게하고 3반복으로 예비수량 검정을 실시한 결과 통을 시험재배 

둥은 품종간에 차이가 있었으나 품종 간장， 출수기， 수량， 내병성， 내냉성 

조사구에서 있었다. 섬진 250Gy /'
T 확인할 나타난 변이 특생올 

모품종보다 출수기는 17-22일 

내에서 

증수된 계통이 수량도 9-26%까지 뼈르고 

또한 확인되었다. 변이계통임이 
。/'

TT 3계통이 조사구에서 6계통， 300Gy 

단축 정도는 출수기의 간장 및 추청， 대청， 수원345호 250Gy 조사구에서 

비해 10-41%까지 대조품종에 은
 

량
 

수
 
’ 보였으나 약간의 차이를 품종별로 

알수 계통임을 내병， 내냉성 증수된 9겨l통은 조숙， 단간， 다수성이면서 

고정되 형질특성이 계통들은 있었다. 이들 유망 돌연변이로 선발된 변이 

었고 연차변이가 비교적 적은 계통들이다. 연구소 시험농장의 기상상황으 

로 보아 자연기상을 이용한 내냉성검정 시험을 할 수 있었다. 유망 돌연 

변이 후대계통중에는 품종별로 차이가 있었으나 수량이 예년에 비해 또는 

변이 계통들 높게 나타난 것은 내냉생 증수율이 다른 표준품종과 비교해 

이릉러져 정상 순조롭게 로서 냉해에 대한 저항성이 강해 생육과 결실이 

이루어졌올 뿐만 아니라 병충해에도 저항성올 개화와 등숙이 수
 
’ -

줄
 

적인 

높게 나타난 반면 상대적으로 냉해에 약한 대조품종 수량 증수율이 보여 

병충해 피해 및 생육 부진으로 수량이 감소된 것으로 변이 계통들은 및 

생각된다. 본 시험에서 선발된 내냉성이면서 다수성인 계통들은 유전자원 

끓
 

수도 것 이 다. Futsuhara은 있을 /'
T 이용될 앞

 
끓
 

내냉성 .-.- '
J-τr 

품종 RemeHNorin 117) 

품종인 Ca1rose에 감마선 껑OGy 

단간 돌연변이 

보급하였고， Rutger둥도 일본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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를 조사하여 단간， 내보복성의 다수성 돌연변이 Carose 76를 선발 육성하 

여 Califomia 지역에서 수도 재배면적의 50%가 넘는 보급효과를 본 바 

있다. 또한 이 등에 의하여 수도품종 팔핑에 X-ray를 조사하여 모품종보 

다 수량이 많고 단간， 내도복성 돌연변이 품종으로 밀양10호를 육성 보급 

한 바 있고， 한 둥은 방사선 처리에 의하여 유발된 수뚱 돌연변이 계통월 

의 단박질 함량이 모품종에 비해 최저 68%에서 최고 168%까지 이르는 

변이폭을 보였으며 이들의 후대인 M9에서 모품종보다 단박질 합량이 

30% 많으면서 조숙， 단간화된 고단백 돌연변이 계통윷 선발하였다. 수도 

종자에 방사선을 조사한 결과 품종과 선원의 종류 및 졸사선량에 따라 변 

이 출현율이 다르고 적정조사선량 범위 내에서는 약간 놓은 조사구에서 

변이 출현율이 높게 나타나며 형질변이 중에는 질적형질 및 양적형질이 

동시에 변이된 계통을 선발하였다고 보고한 바 있는데 본 실험에서도 칼 

은 경향올 관찰할 수 있었다. 식물육종에 있어서 유용 유전자원의 대량 

확보는 육종의 성패를 화우한다고 볼 수 있다. 유전자원의 황대나 창생 

방법은 국내외의 유전자원 수집， 인공교배， 돌연변이 유기， 배수성 유기， 

유전공학적 기법둥이 있으나 창생 방법으로 가장 유망한 것은 방사선에 

의한 돌연변이 육종업이다. 변이 유발에 화학적인 돌연변이 유발원을 이 

용하는 방법도 있으나 처리방법이 복잡하고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다. 궁 

러나 방사선은 처리방법이 쉬우며 일시에 대량 처리할 수 있고 종자， 식 

물체， 조직， 세포 둥 어느 부위에 처리해도 변이 유71 가 가능하고 폭히 영 

양번식 작물의 변이 유기에 적합한 방법으로 과수 및 화훼류 새로운 유전 

차원 개발법으로 앞으로 방사선 이용이 활발해 질 것이다. 

나. 수도 유색미 품종육종 

색깔 있는 쌀은 도정이 완전히 이뤄진 백미 상태에서의 쌀의 색깔이 모 

-81-



두 흰색이지만， 속껍질이 남아 있는 현미 상태에서는 껍질 안의 안토시아 

닌 색소의 함량에 다라 황색， 황갈색， 갈색， 적색， 암적색， 혹생 둥을 띄게 

되는 특성었다. 현재 만주， 걸림성， 중동， 동남아 둥지에서 많은 품종을 수 

집 연구하고 있는 상태인테 가공 식품의 천연색소로 이용 가능한 유색밥， 

먹， 과자 등에 활용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이며 유색미 품종은 생리 활성 

물질인 항병원성(항암 작용) 물질을 보통 품종보다 훨씬 많이 함유하고 

있다는 보고가 있어 이에 대한 기대도 하고 있다. 감마선 조사로 M1을 

육성한 유색미 품종은 자강도， 상해향혈나， 간도154호 세 품종 모두 국내 

재배종보다 극만생종으로 출수기가 자강도는 8월 28일， 상해향혈나와 간 

도 154호는 9월 3일로 결실기에 일조사간 및 온도 부족으로 임실율이 낮 

아 10포기 당 수량이 자간도는 185g, 상해향혈나 168g, 간도 154호는 125g 

으로 일반재배종 270g에 비해 매우 낮은 편이다. 또한 자강도와 상해향혈 

나 품종은 자간종으로 도복이 심하고 간도 154호는 단간종으로 도복과 병 

충해에 강한 품종이다. 립형은 자강도와 간도 154호는 단간종으로 도복과 

병충해에 강한 품종이다. 립형은 자강도와 간도154호는 통일벼 품종과 같 

이 장타원형이고， 상해향혈냐는 일본형 품종과 같은 타원형이다. 미색은 

자강도는 연한 갈색 상해향혈나 흑자색 간도 154호는 연한 황색으로 품 

종간에 차이가 뚜렷하였다. 국내에서 재배에 적합한 품조으로 육성하기 

위해서는 출수기가 앞당겨진 조숙 변이 계통을 선발 및 엄실율을 높여 수 

량성을 증가시키고 장간종은 초장을 줄여 도복 방지와 초형 개량으로 내 

재해성 및 이상적인 초형 변이계통을 육성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한 

다. 유색미 품종의 여러 가지 단점 형질을 개량할 목적으로 자강도 품종 

에 감마선 25OGy, 25OGy, 조사구에서 총 14，6407H 체， 상해향혈나 품종에 

200Gy, 250Gy, 300Gy조사구에서 16，050개체， 간도 154호 품종에서 200Gy , 

25OGy , 300Gy조사구에서 총 15，738개체의 M1세대를 육성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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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대두의 돌연변이 육종 및 후대검청 

가. 소립종 돌연변이 후대 계통의 수량조사 

소립총 대우의 돌연변이 육성 계통은 주로 나물콩용으로 사용하기 위하 

여 선발하여 왔으며 콩나물용 콩은 단시일내에 빨리 자랄 수 있는 소질을 

가진 계통의 선발이 요구되며 일반적으로 소립종이 대립총보다 콩나옳 

생산면에서 현저히 높은 편이다. 그러나 콩나물 생산량과 포장에서의 홍 

생산량과의 관계를 보면 소립종이 대체로 포장단위 생산성이 낮기 때문에 

다수성인 소립종의 개발이 필요하며 또한 발아력이 높고， 콩나물의 섬유 

질이 많지 않고 줄기는 은백색이며 콩나물 머리는 황금빛이고 맛이 담백 

한 콩나물올 만들어 내는 콩이어야 하겠다. 이러한 나물콩올 만들어 내기 

위해 방사선을 이용한 돌영변이 육종 연구가 수행되어 왔으며 선발댐 몇 

가지 계통에 대한 수량검정을 실시하였다. 공시계롱은 CB 'z7 -15-52, CB 

27-30-82, CB 27-30-151, KAS 700-3, KAS 700-17, KAS 700-18, KAS 

700-18-30-38-2, KAS 700-18-30-39, KAS 700-18-30-39-1 , KAS 

700-18-30-75, KAS 902-7, KAS 903-2, KAS 903-2-1 , KAS 903-2-2이 

며 대비품종으로 단원콩8) 방사콩7) 은하콩9)을 선태하여 비교하였다(표 

12). 수 량에 서 는 CB27-30-527r 3，275kg까la， KAS 700-17이 3，14'πtg/ha， 

CB27-30-827r 2,893kg/ha, CB27-30-151이 2，730k.g/ha로 비교적 많은 대 

비 품종인 방사콩과 단원콩보다 수량이 많은 계통이다. 이들 계통률의 백 

립중을 보면 CB27-15-52는 18.2g, CB27-30-82는 14.1g, CB27-30-151은 

16.1g, KAS 700-17는 13.lg, KAS 700-18는 13.8g, KAS 902-7이 13.8g, 

KAS 903-2-2는 11.6g으로서 나물콩용으로 적 당한 15g미 만이 며 수량성 도 

좋으면서 종실의 크기가 적당한 계통들야다. KAS 902-7은 백립중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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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8g이나 그래도 소립종이면서 초형이 균일하고 립형이 둥글고 제색은 

담갈색이며 방사콩의 돌연변이 bulk세대에서 개체 선발한 계통으로서 방 

사콩보다 수량이 많이 나타내고 있으므로 계속 검토해 보아야 할 것이다. 

KAS 903-2, KAS 903-2-1 , KAS 903-2-2는 교배 후대에서 선발한 계통 

으로서 방사콩보다 수량이 떨어지는 계통들이었으나 KAS 903-2-2는 수 

량은 2，232kg/ha이었으나 백립중에서는 1 1.6g으로서 나물콩으로 가장 적 

합한 계통으로 생각되었다. 그러나 앞으로의 나물콩으로 사용할 백립중은 

1O.0g전후가 되는 소립종올 콩나물 재배가들이 선호하고 있기 때문에 앞 

으로는 이들보다 더 소립이면서 수량이 좋은 계통들의 선발이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또한 성숙일수는 140일 정도의 것이 좋을 것으로 생각된다. 

표 13은 수원 115호에 감마선 250Gy를 조사하여 선발한 돌연변이 후대 

들로서 수량을 보면 수원 115호가 2,252kg/ha, 백립중은 14.2g이며 성숙일 

수는 141일이었는데， 수원 115-1에서 33까지는 톨연변이 계통들로서 최고 

수량은 2, 734kg/ha (수원 115-24)이었으며 백립중은 12.2g이었다. 수량에 

있어서 2,300kg/ha 이상인 계통으로는 수원 115-28, 30, 33으로서 3계통이 

었고 성숙일수는 140일부터 142일 까지이었고 수원 115호는 141일이었다. 

팔달콩， 방사콩， 수원115호의 돌연변이 후대(M5 세대) 들은 계속하여 변 

이 계통들에 대한 여러 가지 형질에 대하여 검토해야 할 것이다. 

나. 내병성 돌연변이 선발 

우리나라에서 재배되는 극조숙종이나 조숙종에 가장 많이 발생하는 병 

으로는 바이러스병과 미이라병 (Diaporthe phaseolorum var.sijae Wehrn; 

pod and stem blight)이라 할 수 있다. 이중에서도 미이라병은 매우 치명 

적이어서 그 피해가 심할때는 종자를 전혀 얻올 수 없는 경우도 있게 되 

며 그 피해는 상품성을 떨어뜨려 적정한 값올 받올 수 없게 된다. 이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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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해가 많은 미이라병은 1920년 미국의 North Carolona에서 처음 나타났 

고 1923년 Lehman에 의하여 최초로 보고되었고 이병용 한국을 비롯한 

중국， 일본， 태국， 대만， 인도， 이집토， 알젠틴， 브라질， 미국， 카나다， 

Guyana둥 세계 콩을 재배하는 나라에 모두 분포하고 있다. 특히 이병운 

결협기의 강우량， 성축기의 높은 습도와 온도에서 감염이 잘 된다고 연구 

자들은 보고하였다. 이러한 연구보고를 종합해 보면 8월중때 성숙되는 극 

조축 또는 조축종인 풋콩용 품종들은 8월초의 혈 벼대기에 높은 온도， 높 

은 습도 때문에 미이라 병균의 활동에 가장 알맞는 조건이 갖초어져서 종 

자로의 감염이 잘 되어 감염율이 많고 높으며 이로 인한 조숙계통들의 펴 

해는 늘어만 간다. 

대두에 발생하는 여러 가지 병해 중에서 가장 륜 것으로 알려진 virus 

병 은 soybean misaic virus 외 에 여 러 종류의 virus가 복합척 으로 감염 되 

어 피해를 증가시키고 었으며 병원성의 접종 시기와 품종 둥에 따르나 

8-50% 이상의 수량 감소를 초래하여 가장 큰 피해를 나타내고 었다. 

soybean misaic virus-necrotic(SMV -N, 괴저병) 감염율이 매우 높아 생 

산량이 80-90%나 감소하는 “광교” 품종에 방사선율 조사하여 돌연변이 

후대로 얻은 내병성 계통올 7계통이나 선발키 위하여 몇 가지 형질을 조 

사 평가하였다. 대벼 품종으로는 원품종인 KAS 360-22와 황금콩을 재배 

하였으며， 1994년에 재배한 황금콩은 괴저바이러스병에 심하게 감염되어 

생존율이 약 26%에 불과해 수량 비교에는 정확함 비교가 되지 않은 것으 

로 생각된다. 수량의 비교에서는 KAS 360-22~45-1이 2，425kg/ha으로 가 

장 많으며， 다음이 KAS 360-22-45-4-6-1이 2,141kg/ha, KAS 

360-22-45-6이 1 ，892kg/ha로서 이 세 계통은 매우 좋은 계홍이나 KAS 

360-22-45-1은 성숙기가 145일로서 만숙이며 종피색이 갈색이고 백립중 

은 34.7g으로서 원품종인 KAS 360-22의 백립중인 25.4g보다 약 34%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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굵어졌으며 종피색이 노랑색에서 갈색으로 변화되었고， 성숙기는 1개월이 

상 늦어지는 계통들이었으며 미이라병 감염율은 2.5%의 감염율을 나타내 

고 있다. 이 계통은 모든 형질중에서 성숙기와 개화기의 두 형칠만이 개 

량형질 중 기대했던 형질이 아니었으며 다른 형질은 매우 만족한 것이었 

다. 원품종인 KAS 360-22의 수량은 165kg/ha로서 매우 낮으며 성숙일수 

는 약 127일이며 개화일수는 57일이며 가장 중요한 미이라병 감염율은 

45.0%로서 반정도가 미이라병에 감염되어 장콩용으로 사용할 수 없는 상 

황에 이르게 되었으며 또한 종자의 감염으로 인한 입모율이 낮아지고 또 

한 생존율이 낮아져 수량에 지대한 영향을 미치게 되는 요인으로 되고 있 

다. 수량에 서 보면 KAS 360-22-45-1부터 KAS 360-22-45-9-1까지 는 최 

저 224kg/ha부터 2，425k/h로서 비교적 많은 수량을 나타내 보였고， 계통 

별로 수량을 보면 KAS 360-22-45-1 이 2，425kg/ha로 가장 높고， KAS 

360 • 22-45-3-1 이 808kg/ha, KAS 360-22-45-4-1 이 346kg/ha, KAS 

360-22-45-5-1 이 1 ，804kg껴a ， KAS 360-22-45-5-3이 1 ， 182kg껴a， KAS 

360-22-45-5-47r 1 ， 116kg껴a， KAS 360-22-5-4-1 이 1 ，386kg껴a KAS 

360←22-45-5-6이 1 ，892kg껴a KAS 360-22-45-5-6-1 이 2，141kg껴a KAS 

360-22-45-5-7이 1,580kg/ha, KAS 360-22-45-9는 1,520kg/ha. KAS 

360-22-45-9-1은 224kg껴a로서 그 변이폭이 매우 컸다. 미이라병 감염율 

에서는 원품종인 KAS 360-227r 45.0%이었으며. KAS 360-22-55-1 이 

54.0%로 가장 높았고. KAS 360-22-45-1부터 KAS 360-22-45-5-7까지 는 

최저 0.0%에서 최고 14.0%의 감염율을 보였으나 KAS 360-22-45-9-101 

이 12.5%로 약간 낮은 반면 나머지 계통들은 20%이상으로 미이라병의 

피해가 심각함을 보여주고 있다. 특히. KAS 360-22-45-5-4-1은 성숙일 

수도 빠른 117일 정도로서 미이라병 감염율이 14.0%로 원품종인 KAS 

360-22보다 매우 낮아 그 기 대가 크고 KAS 360-22-45-5-6-1도 2.5%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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며 성숙일수도 131.5일로서 비교적 조숙이어서 계속 관찰해야 할 것이다. 

백립중에서는 KAS 360-22가 25.4g이었고 변이 계통들용 17.2g에서 

34.7g까지 분포하며 27.5g미만이었으며， KAS 360-22-45-1만이 34.7g이었 

다. 성숙일수에서의 변이폭은 원품종이 127일인데 비하여 흘연변이 계통 

들은 112일부터 145일까지 그 폭이 매우 넓어져 있으며 방사선 훌연변여 

육종에 의하여 성숙일수는 다양하게 출현함을 나타내 준 결과라고 생각된 

다. 또한 질적 형칠인 배축생， 화색， 혈색， 꼬투리색， 종피색의 변이도 일 

부 계통에서 변이가 일어났음을 볼 수 었었다(표 14). 

다. 조숙성 돌연변이 육종 

우리나라에서는 밥밑콩으로는 주로 검정콩을 많이 이용하고 그 외에눈 

갈색콩， 선비콩(녹색 바탕에 검정색 큰무늬가 있는 콩)이 많이 이용되고 

있는데， 이는 쌀， 보리둥와 혼합하여 주식으로 이용하거나 검청콩은 흉자 

반으로 이용되어 왔고 일부는 덕고물 제과용 콩가루 및 약용으로 이용되 

고 었다. 약콩으로 이용되고 었는 검정콩은 지방에 따라서 대렵종 혹은 

소립종을 약콩이라 부르거나 또는 직접 활용하고 있다. 밥밑콩은 주로 종 

피색이 검정색， 갈색， 초록색， 혼합색 둥의 품종으로서 밥밑콩으로 사용활 

때에 열에 데한 무름성이 좋고 독특한 콩의 맛을 내고 있다. 쪽허 재래수 

집 대두중 종피색이 검정색이며 대립종인 KAS 잃6-15에 감마선 250Gy 

를 조사한 후대에서 선발한 54계통을 명가하였다. 

수량성에서는 2，α)()kg!ha 이상인 계통은 3계통이었으며 평균 

1，19η<:g.ha이었고 최저 611kg!ha이었다. 백립중에서는 최고 3O.3g, 펙처 

l1.1g이었고 평균 29.2g이었고 KAS 잃6-15는 32.5g이었다. 생숙얼수에서 

는 계통선발한 12계통은 대부분이 145일이었으나 개체션활한 42계풍은 

129일 부터 135일 까지 분포되었는데 이는 개체간에 차이가 었올뿐만 아 

-87-



니라 형질이 고정되지 않아서 그런 결과가 아닌가 생각된다. 

KAS 900-326에 감마선 250Gy를 조사하여 선발한 M3 세대중 25계통 

은 계통선발한 것이며 38계통은 개체선발할 것이다. 특히 개체선발한 것 

은 아직 고정화가 않되었기 때문에 각 형질간에 그 차이가 많음을 볼 수 

있으며 재검토하여야 할 것이다. 수량에 있어서 2，αx)kg/ha 이상인 계통 

은 KAS 900-326-5, KAS 900-326-7, KAS 900-326-8, KAS 900-326-12, 

KAS 900-326-16, KAS 900-326-21 , KAS 900-326-24뿐이며 냐머지는 

2，OOOkg!ha미만이다. 백립중에서는 최고 38.2g, 최저 21.1g, 평끌 28.5g이 

며 KAS 900-326은 25.2g이었다. 성숙기에서는 계통선발한 것이 145일 이 

상인 반면 개체선발한 것은 최저 129일， 최고 135일로서 계통선발한 것과 

개체선발한 것 사이에 많은 차이가 있는데 그 원인은 알 수 없기 때문에 

재검토해 보아야 할 것이다. 협수에서는 최고 79개， 최저 33개이며 평균 

50개 이 며 KAS 900-326은 53개 이 었다. 

라. 특수형질 변이 유기를 위한 돌연변이 육종 

공시재료는 국내에서 가장 다수성 품종인 팔달콩의 단점 형질인 종실의 

모양이 납작하고 배꼽색이 검고 종립종의 형질 개량과 냐물콩 최다수성 

품종인 방사콩의 조숙 계통의 선발， 생육 특성이 좋으냐 분지수가 많아 

도복이 잘되고 성숙기에 탈립 잘되며(개협성) 콩알이 납작한 형질을 개량 

에 의하여 이들 품종에 1992년에 각각 10，000립씩 250Gy를 조사하여 팔 

달콩에서는 28계통， 방사콩에서는 26계통， 수원115호에서는 25계통을 재배 

하여 여러 가지 형질을 조사하였다. 

표 15는 팔달콩의 돌연변이 후대 계통이며 Pa-5는 개체간에 변이가 매 

우 심하게 일어냐 계통으로 수확올 하지 않고 다시 개체별로 수확올하여 

계통화하였다. 원품종인 팔달콩의 수량은 1 ，982kg/ha이었으며 돌연변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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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통은 최 저 1,203kg/ha, 최 고 2，809kg/ha으로서 변 이 폭이 매우 넓 으며 완 

품종인 팔달콩보다 많은 수량을 가진 계통은 Pa-1 , 2, 5-1-0-1 , 5-3, 5-4, 

5-9-, 5-10, 5-10-1이며 다수성 계통으로 계속하여 관찰해야 할 것이다. 

또한 백립중에서도 팔달콩이 17.1g인데 비하여 변이 계통들은 최저 15.6g, 

최고 24.5g으로서 대립화된 개체들이었다. 이들 계통들은 나물콩으로 사 

용하기에 부적합한 것이며 이들 계통들은 종립종으로 개발하여 장류콩으 

로 개발하는 것이 보다 더 효율적이라고 생각된다. Pa-5-14-1은 백립중 

이 24.5g으로 원품종보다 43%나 굵어진 것으로 매우 유망한 계통이라 생 

각되며 Pa-5-1O-1은 백립중이 21.5g이면서 수량이 2，205kg/ha으로서 수 

량성도 매우 높은 계통으로 선발되엇다. 성숙일수에서는 팔달콩이 136일 

이었고 변이 계통은 127일부터 147일까지 변이폭이 패 넓게 분포되어 있 

옴올 볼 수 있고 원품종보다 조숙인 6계통이며 원품종보다 만숙인 계통이 

22계통으로서 만숙성 계통이 많이 선발되었음올 볼 수 었었고， 다수성 계 

통은 역시 만숙계통임올 보여주고 었다. Pa 5-4는 배촉색과 화색의 질적 

형질이 변화된 계통이며 수량에서도 2，않6kg/ha로서 높은 편이며 개체당 

꼬투리 수도 1005개로서 많이 매달리는 계통이다. 표 16은 방사콩에 감마 

선 250Gy를 조사한 후대에서 선발한 돌연변이 후대들이며 방사 1-16까 

지는 개체선발한 계통이며 Ba 1-7까지는 Bulk에서 선발한 계통들이다. 

원품종인 방사콩의 수량은 2，633kg/ha이었으며 뚫연변이 후대중 

3，α}뻐g/ha이상인 계통으로는 방사 7-2한 계통이며， 원품종보다 다수성인 

계통은 방사 1 ， 5， 8， 9이며 이들 모든 계통들은 백립중이 15g 미만으로서 

모두 나물콩으로 사용할 수 있는 유망한 계통이라 생각된다. 방사-7은 개 

체간에 변이가 많이 얼어난다. 

재래 재배종 대두중 총피색이 검정색이면서 대립인 KAS 636-15와 팔 

달콩 30QGy의 감마션을 처리한 돌연변이 후대에서 선발한 KAS 앉)()-3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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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 다시 감마선 250Gy를 조사하여 선발하였으며 이들 후대 계통들의 재 

배 결과 KAS 636-15와 후대 계통들의 특성올 조사한 것으로서 원품종인 

KAS 636-15의 수량은 1 ，903kg써a이었고， 백립중은 37.3g, 성숙 일수는 

156일 이었으며 돌연변이 후대 54 계통 중 수량은 최저 804kg/ha (KAS 

636-15-46), 최고 2，880kg써a (KAS 636-15-72)이었고 백립중은 최저 

22.8g (KAS 636-15-38) , 최고 43.8g (KAS 636-15-6)이었고， 성숙일수는 

최 저 144일 (KAS 636-15-34, 38, 57) , 최 고 157일 (KAS 636-15-46, 47) 

이었다. 표 7은 KAS 900-326과 후대 계통들의 특성을 조사한 것으로서 

돌연변이 계통은 64계통이며 원품종인 KAS 900-326의 수량은 

2，201kg/ha이며 돌연변이 계통의 최저 수량은 1 ，36꺼{g/ha (KAS 

900-326-63) , 최 고 3,472kg/ha (KAS900-326-59) , 백 립 중은 최 저 26.0g 

(KAS 900-326-5) , 최 고 40.0g (KAS 900-326-11), 성숙일수는 최 저 140 

일 (KAS 900-326 • 61), 최 고 155일 (KAS 900-32607, 12-1, 13, 22, 23, 

25, 63)로서 이 세 형질에서도 변이폭이 큼을 알 수 있다. 이들 밥밑콩용 

후대들에 대해서는 몇 년간의 변이성을 계석하여 검토하여 조숙， 양질의 

계통을 선발해야 할 것이다. 

마， 한국 재래 대두 유전자원의 보존 

콩줄기 굴파리 (beanfly) 저항성인 야생콩 G3104를 부본으로 하고 재배 

종인 GlO134를 모본으로하여 교배하여 얻은 F7 세대로서 계통별로 유지 

하면서 개체변이가 열어날 경우 이를 재분리하여 총 301계통을 유지하여 

여러 가지 재래 형질들을 조사하였다. 부본으로 사용한 G3104는 우리나라 

야생의 돌콩으로서 생산량을 측정하기에는 어려움이 많았고 재배중에 많 

은 개체가 죽었기 때문에 믿을 수 있을 정도의 수량은 얻지 못하였다. 그 

리고 비교적 정확한 것은 백립중과 성숙일수， 개화일수， 경장， 분지수， 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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디수， 꼬투리수였다. 모본으로 사용한 G10134 발아율이 좋져 않아서 믿울 

수 있는 정도의 수량을 얻지 못하였다고 생각된다. GI0134도 백립중， 성 

숙일수， 개화일수， 경장， 분지수， 마디수， 고투리수는 정확하게 측정하였다. 

이들 교배후대 선발계통의 여러 가지 특성을 조사한 것올 평가해 보면 첫 

째로 수량성애서는 총 301계통 중 1 ，α)()kg/ha 미만인 계통수는 97계통으 

로서 30.8%, 1 ，001-1 ，당)()kg/ha인 계통수놈 93계풍으로서 30.8%, 

1 ，501-2，아)()kg/ha인 계통수는 76계통으로서 25.3%에 이으렀다. 벼교적 다 

수확량이라 볼 수 있는 2，아)()kg/ha에서 2，500kg/ha인 계통수도 26계통이 

나 되었으며 점유율로는 8.6%이었다. 다수확 계통으로 볼 수 있는 

2，500kg/ha이상인 계통수는 9계통으로서 3.0%에 이르렀고 역시 다수성 계 

통이 현저히 적음올 알 수 있다. 그러나 교배후대에서는 우성과 열성의 

비융이 통계상으로 분리되어 나오지만 소수의 계홍이라도 나오게 되면 그 

개체를 선발하여 계속 검토하게 된다. 여기에서도 몇 계통이 되지 않지만 

다수성 계통은 몇 년간에 걸쳐서 적용시험을 계속해서 새로운 품종으로 

개발해야 될 것이다. 

백립중의 분포를 보면 28.0g의 모본(G10134)과 2.4g의 부본(G3104)의 

중간 정도를 나타냈는데 백립중이 25g이상인 계통은 KAS 903-5-2-9로 

서 27.1이며 KAS 903-8-1은 34.1g, KAS 903-8-1-1은 37.0g으로서 모본 

인 G10134와 비슷하거나 보다 더 굵어진 계통이었고 수량에서는 KAS 

903-5-2-9가 86lkg/ha, KAS 903-8-1 이 1,925kg/ha, KAS 903-8-1-1이 

2，313kg/ha으로서 수량성에서도 비교적 높은 편이며 종피색에서논 KAS 

903-5-2-9가 검 정 색 KAS 903-8-1과 KAS 903-8-1-1은 노황색으로서 

장콩용으로 매우 좋을 것으로 생각되었다. 백립중율 보면 총 301 계통중 

15g 미만인 것이 216계통으로서 약 87%를 점유하고 있는 것도 매우 특이 

한 특징으로 생각된다. 국내 재래수집 재배종 대두에서는 15g미만의 첨유 

-91-



율은 약 16%정도라고 송은 보고하였고， 지도 13g의 이하의 것이 7%정도 

라고 보고한 것과는 상당한 차이가 있음올 볼 수 있는데 이는 야생콩의 

백립중이 매우 낮기 때문에 (2.4g/100seeds) 유전적인 형질상 영향올 많이 

받아서 소립종의 분포가 많은 것으로 생각된다. 성숙기에서 금년도 분포 

는 00군008일 미만)이 10계통으로 3.3%, 0군008-115일)에 12계통으로 

4%, 1 군016-123일)에 91계통으로 31.6%, m군032-139일)에 81계통으로 

26.9%, VI군040-147일)에 12계통으로 4%를 점유하고 있는데 이는 부본 

으로 사용한 G3104의 118일과 모본인 GlOl34의 138일에서 유전적으로 다 

양하게 조화를 이루어 부본의 118일보다 성숙기가 빠른 계통이 22계통이 

나 있었고 또한 모본으로 138일보다 성숙기가 늦은 계통이 12계통이 있었 

는데 이는 유전자에서의 해산 구조상에 변이가 일어나서 보다 더 조숙인 

계통과 보다 더 만숙인 계통이 출현한 것으로 생각된다. 송 동의 보고에 

의하면 한국재래 재배종 대두에서는 O군에 0.1%, 1 군에 0.9%, II 군에 

7.2%, m군에 20.3% , N군에 35.5%, V 군에 30.5%, VI군에 5.5ll가 분포되 

었다고 보고와는 매우 다른데 이는 교배조합에 따른 차이라고 생각된다. 

교배후대에서의 종피색은 현조하는 한국재래종 대두의 모두를 보여주고 

있으며 현재에 없는 색깔도 나타났는데 이들 종피색의 유전에 대해서는 

보다 더 깊이잇게 연구해 볼 귀중한 자료라고 평가되며 종피색의 변이가 

매우 다양함올 새삼스럽게 발견하였다. 한국재래 배배종의 유전자원으로 

보존중인 계통중 일분의 조자갱신을 실시하였으며 일반적인 특성조사를 

실시하였다. 

팔달콩의 돌연변이 후대 계통이며 Pa-14는 개체간에 변이가 매우 심하 

게 일어나 계통으로 수확올 하지 않고 개체별로 수확올 하였기 때문에 수 

량과 백립중은 기록하지 않았다. 원품종인 팔달콩의 수량은 2，I65kg/ha이 

었으며 돌연변이 계통은 최저 825kg/ha 최고 3，076kg/ha으로서 변이폭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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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우 넓으며 원품종인 팔달콩보다 많은 수량을 가진 계통은 Pa-3, 6, 10, 

11, 12, 16, 18이며 다수성 계통으로 계속하여 관찰해야 할 것이다. 또한 

백립중에서도 팔달콩이 16.0g인데 비하여 변이 계통들은 최저 16.5g, 최고 

24.1g으로서 대립화된 개체들이었다. 이들 모든 계홍들용 냐뿔홍으로 사 

용하기에 부적합한 것이며 이들 계통들은 중립종으로 개발하여 장류콩으 

로 개발하는 것이 보다 더 효율적이라고 생각된다. Pa-12는 백립중이 

21.9g으로 언품종보다 36%나 굵어진 것으로 매우 유망한 계통이라 생착 

되며 Pa-16은 백립중이 24.1g1d면서 수량이 2，783kg;ba으로서 수량생포 

매우 높은 계통으로 선발되었다. 성숙일수에서는 팔딸홈이 141일 이었고 

변이 계통은 134일부터 165일까지 변이폭이 패 넓게 분포되어 있음올 볼 

수 있고 원품종보다 조숙인 계통이 12계통으로서 만축성 계통이 2계통이 

었고 원품종보다 만숙인 개통이 12계통으로서 만숙성 계통이 많이 선발되 

었음올 볼 수 있었고 다수성 계통은 역시 만숙계통임율 보여주고 있다. 

Pa-6은 배축색과 화색의 질적 형질이 변화된 계통이며 수량에서도 

2，940kg;ba로서 높은 편이며 개체당 꼬투리 수뚱 127개로서 많이 매달리 

는 계통이다. 표 14는 방사콩에 감마선 250Gy를 조사한 후대에서 선발한 

돌연변이 후대들이며 방사 1-16까지는 개체 선발한 계통이며 Ba 1-7까 

지는 bulk에서 돌연변이 후대중 3，α)()kg;ba이상인 계통으로눈 방사-1， 6, 

8, Ba-1 , 4, 5, 6이며， 원품종보다 다수성인 계통은 방사-3. 4, 9, 11, 16, 

Ba-2, 7이며 이들 모든 계통들은 백립중이 15g 미만으로서 모두 나물콩 

으로 사용할 수 있는 유망한 계통이라 생각된다. 방사-7은 개체간에 변이 

가 많이 일어나 개체별로 수확하였기 때문에 수량과 백립중용 기록하지 

않았다. 

수원115호에 감마선 Gy를 조사하여 선발한 돌연변이 후대뚫효서 수량 

올 보면 수훤115호가 1,713kg;ba, 백립중은 13.1g이며 성좁얼수는 141일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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었는데， 수원 115-1에서 33까지는 톨연변이 계통들로서 최고 수량은 

4，031kg!ha(수원115-24)이었으며 백립중은 12.5g이었다. 수량에 있어서 

2,OOOkg!ha 이상인 계통으로는 수완115-8， 101 , 11 , 26, 29, 32로서 6계통 

이었고 성숙일수는 135일부터 149일까지이었고 수완115호는 141일이었다. 

수완 ‘115-31은 개체간에 변이가 많이 일어나서 이들올 개체별로 수확하 

엿다. 팔달콩， 방사콩， 수완115호의 톨연변이 후대(M3 세대)들은 계속하여 

변이 계통들에 대한 여러 가지 형질에 대하여 검토를 해야 할 것이며 

Pa-14, 방사-7， 수원115-31은 개체간의 변이가 계속 일어나고 았으므로 

개체간의 변이를 계속 검토 분석해야 할 것이다. 

4. 들쩍 톨연변이 후대 육성 및 선발 

들깨의 조숙， 초형， 수량서을 개성하고자 감마션올 조사하여 육성한 M4 

세대에서 조숙이면서 초형이 단축된 변이 계토을 중앙에서 4계통， 수원25 

호에서 3계통， 수원21호에서 2계통， 축엽자소에서 8계통， 엽실들깨에서 7 

계통， 칠곡갈과 수원8호에서 각각 2계통을 선발하였고 엽형과 엽색의 변 

이계통도 다수 출현하였다(그림 12). 선발 육성한 변이 계통들의 형태적 

특성을 조사한 결과는 표 17에서 보듯이 대부분 품종에서 초장이 길어지 

거나 줄어들었으나 칠곡갈과 옥동 품종에서는 변이계통이 대조구보다 초 

장이 길어진 계통이 많았고 삭수에서도 중앙， 축엽자소， 철곡갈 A에서는 

상당히 증가되었다. 대부분 품종에서 선발된 319계통중 숙기가 M4세대에 

서도 분리되었는데 수원21호와 칠곡갈은 선발된 변이 25계통과 10계통중 

각각 5계통， 2계통이 분리되어 20%로 최고로 높았으나 옥동과 엽실틀째 

에서는 분리가 일어나지 않았다(표 18). 엽채용 둘깨잎의 수요가 점차 증 

가되고 았는데 본 실험에서도 부드럽고 털이 없는 엽형과 엽색 둥의 변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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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상당히 출현하여 양질의 엽채용 들깨잎의 선발을 위하여 그 성분을 분 

석하여 품종화 할 예정이다. 

들깨의 축기， 잎형， 수량성 동올 개선하고자 중앙풍 9품종에 감마선올 

조사하여 유망 돌연변이 계통으로 육성한 319계풍애 대한 포장 검정을 실 

시하였다. 표 19은 톨연변이 계통의 개화기룰 나타낸 것인데 대부분의 모 

품종이 9월 중순인데 중앙， 수원26호， 수원21호와 축엽자소에서는 10일정 

도 개화기가 빠르거나 늦은 계통들이 다수 출현하였다. 또한 선발 변이 

계통들에 대한 자엽색과 잎색， 엎형올 관찰한 결과 대부분의 품종에서 녹 

색의 자엽에서 녹색 심장형 엎으로 생육하였으나 축엽자소 78계풍의 경우 

는 녹색자엽에서 족색엎 31계통과 자주색 잎 47계풍으로 분리되었고， 엎 

형도 십장형 57계통과 상추모양의 주름형 21계풍으로 나타났으며 초장과 

잎색， 엎형에서는 M5 세대에서도 분리현상이 계속되었다. 엽채용 들깨잎 

의 축엽자소 품종에서 션발한 유망 톨연변이 계통의 영양소 성분 분석을 

실시한 결파， 촉엽자소 품종은 일반 재래 품종에 비하여 단백질과 무기원 

소 칼숨 함량이 낮으나 탄수화물， 칼륨， 인 칼로리 품은 높게 나타났으며 

션발된 변이 계통에서도 모품종인 축엽자소와 비슷한 양분 분포 경향윷 

나타냈으나 철분이 모품종에 비해 모두 낮았고， 비타민 A나 B에서는 모 

품종에 비해 훨씬 높은 계통도 출현하였다(표 20). 또함 들개잎에 합유된 

조 지방 함량과 불포화 지방산 함량(표 21>은 분석 결과 조 지방 함량 차 

이를 보이고 있으나， 불포화 지방산 함량에서는 륜 변화활 보이지 안왔다. 

비타민이나 조 지방산 함량과 같은 생화학적 분성 철파 변화가 얼어난 몇 

몇 계통들의 식물 게놈 상의 질적 변이를 알아보거 위해 Tota1 DNA을 

Template로 사용하는 RAPD 분석을 행하였다. 아 결과 10개의 1야ner 

primer를 사용하여 직접 종폭하였을 때 거의 대부분의 primer에셔는 

Band의 차이를 보이지 않았으나， 몇몇 Primer에서는 변이체들간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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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lymorphic band가 나타났다(그림 13). 이들 결과로부터 감마선이 2n의 

들깨 종자의 배에 조사되어져 염색체 level에서 질적 변이가 일어났으며 

이들 변이들이 선발 과정에서 유용 형질로 표지되어 고정되어진 것으로 

생각되어진다. 이런 RAPD marker올 돌연변이 후대 계통들에서의 중요한 

육종 marker로 사용할 수 있올 것으로 사료된다. 

5. 교추 톨연변이 유기 및 션발 

고추는 기호작물로서 국내 생산량이 가장 많은 작물이며 풋고추는 영양 

가가 높은 작물로 그 수요가 날로 중가하눈 현상이다. 교배육총의 어려움 

이 많이 깨문에 품종육성이 어려운 관계로 방사선을 이용하여 유용 유전 

자원올 확보키 위해 계통 NO.1과 계통NO.2의 돌연변이 후대에서 특성형 

질을 조사는 다음과 같다. 

계통 No.l의 150Gy 처리구에서는 단간 197ß 체， 왜성형 l개체， 만숙형 

107ß 체를 선발하였으며， 200Gy 처리구에서는 단간 20개체， 장간 11개체를 

선발하였고 정OGy 처리구에서는 단간 2개체를 선발하였다(표 22). 계통 

NO.2의 150Gy 처리구에서는 다수성 35개체， 단간 6개체， 왜성형62개체， 

초형변이 2개체， 장간 6개체를 선발하였고， 2%Gy 처리구에서는 다수성 

167ß 체， 단간 25개체， 왜성형 14개체， 만숙형 2개체를 선발하였으며 

250Gy 처리구에선은 다수성 23개체， 단간 17개체， 왜성형 2개체를 선발하 

였다. 또한 계통No.1과 계통 NO.2에서 107ß 의 과중이 90g인 개체는 계통 

No.l의 150Gy 처리구에서 15개체， 200Gy에서 7개체， 2%Gy 처리구에서 2 

개체를 선발한 반면에 계통NO.2에서는 150Gy 처리구에서 l17ß 체， 2%Gy 

처리구에서 6개체， 2%Gy 처리구에서 l개체를 선발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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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RI률 이용한 영양생리 대사구명 

가. callus 유기 

인산은 식물의 펼수 영양소로서 핵산의 주용 구성성분이며 식물체에 에 

너지를 공급하고 종자 결실에 매우 중요한 역할올 하는 양분으로 생육중 

인 정상 식물은 생장점 지역으로 양분의 능동적 이동이 일어나는데 이는 

생장조절물질의 생성지점이라 auxin류에 의해 촉진되는 것으로 알려져 었 

으며 싹을 절단한 줄기나 절정에서도 생장조절물질이 대사산물의 이동에 

직접 영향이 있는 것으로 알려져 었고 방사성물질은 이러한 경향올 조사 

하는 데 매우 유일한 수단을 제공하였다. Auxin에 의해 효소 활성증대 효 

과와 IAA 처리가 완두와 당근에서 P-32축적올 가져왔고， 12C-sucrose는 

IAA처리 지점으로 이동되었으며， cytokinin 처리한 밀과 담배에서는 단백 

질과 탄수화물이 처리 지점에 다량 축적이 일어났다. 임은 대맥 유수분화 

기에 gibberellin 처리는 P-32 홉수를 현저히 증가시켰다고 보고하였으나 

머A가 식물체 잎에서 물징이동에 영향이 없다는 보고도 었다. 

본 실험은 식물조직배양의 기본단계인 식물조직에서 callus화 되는 과 

정 중 auxin류롤 단독 또는 혼합첨가한 배지상에서 Broccli엽조직으로부 

터 callus성 장 과정 중 P-32홉수 경 향을 조사하였다. 

M&S 배지에 접종후 1주일후부터 생장조절물질의 첨가 수준에 따라서 

차이를 보이며 callus가 생성되기 시착하였다. 생장조절물질에 따라 callus 

유기 및 생장상태를 조사한 결과는 모든 처리구에서 생육기간의 증가에 

따라 callus 생체중도 증가하였으며， auxin 첨가구가 무첨가에 비해 높았 

다. 생장조철물질별로 보면 NAA 단독 첨가구가 전체 시험구중 387mg으 

로 가장 높았고， IAA 단독 첨가구가 111mg으로 가장 낮았다. 농도에 따라 

서는 NAA와 2，4-D는 최저수준인 l mg/ t 와 O.25mg/ t 첨가구에서 가장 높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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았고 이보다 고농도에서는 중가하는 경향올 보였다(그혐5). 혼합 챔가구외 

경우 NAA + IAA 첨가구가 365mg으로 퍼A + 2，4-D의 21Omg, NAA + 

2，4-D의 191mg에 비해 높았다. Broccoli의 callus 생장상태로 보아서 NAA 

단독 첨가구가 가장 양호하였고， 퍼A + 2，4-D의 혼합구， NAA + 2,4-D 

혼합구 순으로 나타나 Broccoli callus 유기 의 경 우 auxin류에 서 는 낮은 

농도로 첨가하는 것이 유리하게 생각되며 지 둥29)도 Broccoli 원형질체 

배양에서 2,4-D O.2mg/ ~ 와 NAA O.1mg/ ~ 챙가한 M&S 배지에서 callus 

형성이 가장 양호하였으나 식물체 분화율은 1%정도로 매우 낮다고 하였 

으며 Chuong30)도 Broccoli품종에 따라 재생력이 크게 다르며 유전적으로 

재생력이 낮은 식물이라고 보고하였다. 

나. Callus의 P-32홉수 

Broccoli ca11us에 의한 P-32 홉수는 생장조절물질에 따라서 다른 경향 

을 보여 주었다. NAA 단독 첨가는 대조구의 8.5cpm 보다도 낮은 7.&pm 

의 P-32 홉수를 보였으나 2,4-D 단독 첨가는 모든 처리구에서 가장 높은 

14.9cpm의 홉수를 보였고， NAA + 2，4-D와 lAA + 2,4-D 및 IAA 단독 

첨가는 각각 13.7, 13.1, 13.2CPM으로 비슷한 습수 경향올 나타냈다. 

Auxin류 단독 첨가에 대한 농도별 P-32 홉수 경향은 2，4-D는 가장 높 

은 함량을 보이면서 O.5mg/ ~ 까지는 증가하였으나 1.0mg/ ~ 에서는 감소하 

였고， 퍼A도 비슷한 경향으로 2mg/ ~까지는 증가하나 4mg/ ~에서는 감소 

하였다. NAA는 무첨가에 비해 낮았으나 농도 증가에 따라 다소 증가하 

여 4mg/ ~ 첨가구에서는 무첨가구보다 높은 홉수를 보였다. 생육기간 증 

가에 따라 auxin 혼합첨가구에서는 빠른 callus 증식으로 1차시료 채취이 

후 가장 높았으나 10일 이후부터는 NAA + 2，4-D가 더 높은 홉수를 보였 

다. Broccoli callus 전체의 P-32 홉수량은 첨가한 auxin 농도별에 따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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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allus 종식올의 영향을 크게 받아 callus 생체중과 비슷한 경향을 보이면 

서 NAA가 가장 높은 홉수량올， 파A가 가장 낮용 홉수량율 보였고， 

NAA와 2，4-D는 가장 낮은 첨가구인 l mg/ .e 와 0.25뼈It 에서 가장 높윤 

홉수량을 보였으나 IAA는 4mg/ .e 까지 완만하게 증가하였다. Auxin류 혼 

합첨가구에서도 callus 생체중과 벼슷한 양상으로 생육기간의 총가에 따 

라 P-32 홉수량도 크게 증가되었으며 NAA + 퍼A 혼합구가 가장 높았 

고， NAA + 2，4-D와 IAA + 2，4-D는 생육에 따라 높거나 낮으면서 비슷 

한 홉수량을 보여 주었다. 이상의 결과로 볼 때 Broccoli의 ca1lus 유기에 

auxin류 첨가시 NAA 단독 챔가가 가장 효과척이며 혼합 첨가사에는 

NAA + 파A 챔가가 효과가 있었고 생장조절물질 챔가에 의한 callus의 

P-32 홉수에는 2,4-D 단독 첨가가 가장 효과가 있었고 NAA + 2，4-D와 

IAA + 2,4-D 혼합첨가 및 파A 단독 첨가도 효과가 인청되나 NAA 단톡 

첨가는 효과가 없었다. Davis와 Wareing 및 Booth둥은 파A 처리에 의해 

대사산물의 이동， 축적이 있었고 NAA는 벼슷한 효과가 있으나 2，4-D는 

없다고 보고하였으나 이들은 절단된 식물에서 수시간 이내에 조사한 것이 

라 callus로 기내에서 조사한 본 실험과 auxin류간의 효과에 다소 차이가 

있으나 MacReady에 의하면 2，4-D도 머A와 마찬가지로 극성이동율 하므 

오 비슷한 효과가 있다고 하였다. 

다. 수도의 생육 및 무기성분 분석 

적정수준의 시벼로 작물의 생산성 향상과 농업환경악 오염윷 방치하고 

자 인산과 석회 수준에 다른 수도의 생육과 무기양분 홉수 양상을 방사화 

분석법으로 조사한 결과， 인산 20kg/lOa 추가시비에 따흩 수도 생육용 초 

장， 수장， 분얼수 둥에서 별차이를 보이지 않았으나 건물중과 수량이 다소 

증가하는 경향을 보엿고 석회 처리량의 증가에 다라셔논 날알수와 쭉챙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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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가 감소하는 한편 건물중과 수량은 증가하는 경향이었다(표 23). 인산과 

석회 시비수준에 따른 수도체의 무기양분의 홉수양상은 표 24에서 보듯이 

조사된 양분중 K 함량이 가장 높았고 Fe, Na, Zn 순으로 높윤 함량을 보 

였으며 생육저해 요소인 Cd, As, Cr 둥도 소량이나마 홉수되었다. 인산 

추가시비에 다른 무기양분의 홉수는 별 차이를 보이지 않았으며 As, Zn, 

Fe는 다소 감소하는 경향이었으나 Cd, Cr, K , Na 퉁은 반대로 다소 증가 

함올 보였다. 한편 석회사비량의 증가에 따라서는 As, Cr, Na 둥윤 어떤 

경향이 없었으나 Cd, Zn, Fe, K 동은 감소하였다. 김과 김 영향이 없다고 

하였고， Miller 둥은 언산처리에 의해 대두에서 Cd 홉수가 촉진되었다고 

하였으며， 김과 고 퉁은 인산처리에 의해 As와 Zn 홉수가 감소된다고 하 

였는데 본 실험에서도 유사한 경향이었다. 한편 Ca 처리에 의해서 본 실 

험에 서는 Cd, Z, Fe 둥이 감소하는 경향올 보였는데 이 둥과 김， 고， 오 

들도 비숫한 결과들율 보고하였다. 

라. 양분결핍과 수도 방사선 감수성 

생육중인 작물의 영양상태에 따른 방사선 감수성올 구명하고자 30일간 

사경 재배한 수도 유묘에 방사선을 처리하고 30일간 재배한 후 수도 식물 

체의 초장과 생체중 둥의 생육특성을 조사한 결과를 표 25에 나타내었다. 

방사선 조사에 따른 수도 식물체의 영향윤 양분결핍으로 말미암아 생육이 

다소 져조하였으나 그 정도는 양분과 수도 품종에 따라 다른 반용올 보였 

다. 일반계인 일품벼에서는 전 양분올 공급한 대조구의 경우 초장과 생체 

중이 47.4cm와 2.49g 이었는데， 양분결핍구에서는 인산과 칼숨 및 아연결 

핍구 순서로 초장과 생체중이 같은 경향으로 감소하였다. 철 결핍구는 초 

장과 생체중이 38.9cm와 1.57g로 처리구 가운데 최저치를 보이면서 대조 

구와 비교해 유의성 있는 차이 (p < 0.05)를 보였으나， 분얼수의 경우 영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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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핍에 따른 차이를 나타내지 않았다. 통일계인 태백벼의 경우눌 대조구 

의 초장이 44.5cm로 최고였고 다옴이 칼숨결핍구가 41.1cm, 아연 결핍구가 

4O.9cm, 철 결핍구 40.6cm로 감소하면서 인산 결핍구가 34.0cm의 최저치로 

대조구와 유의성있는 차이 (p < 0.01)를 보이면서 양분 결핍에 따른 반웅 
이 일품벼와는 다룬 경향올 보여주었다. 생체중에서도 대조구의 2.82g어l 

벼해 철 결핍구 2.60g, 칼슐 결핍구 2.04g, 아연 결핍구 1.93g 순서로 감소 

하면서 인산 결핍구가 1.59g로 최저치를 보이면서 대조구와 유와성었는 

차이 (p < 0.01)를 보였고 분얼수의 경우는 일품벼에 비해 다소 많았으나 
양분결핍구간에 별 차이를 보이지 않았다. 

방사션 처리에 따른 수도 식물체의 양분 홉수 경향을 조사한 결.과는 표 

26에서 보듯이 대조구의 경우 방사선 조사구와 무조사구에 벌 차이률 보 

이지 않았으며 수도 품종간에도 비슷한 홉수경향올 보였으나 양분결핍구 

에서는 해당 양분의 결핍에 따라서 각각의 양분 홉수량도 양분 공급구에 

비해 낮았으며 특히 인산의 경우 결핍구의 홉수량이 절반 수준이하 였다. 

아연 결핍구의 경우는 해당 양분의 공급구에 비하여 수도체 홉수량에 별 

차이가 없었는데， 이는 관개수로 사용한 수돗물의 아연 합량이 0.5ppm으 

로 처리량 0.2ppm에 비해 매우 높아 결핍구로서의 영향이 미약했던 것으 

로 사료된다. 

수도 식물체의 초장올 방사선 조사량에 따라 관찰해 본 결과， 일품벼와 

경우(그림 14) 수도식물체의 초장은 방사선 처리량의 증가에 따라 대체로 

감소하는 경향이었으나 선량에 따라 다소 차이를 보였다.2OGy의 저선량 

조사구에서는 대조구와 인산결핍구의 초장이 방사선 무조사구보다 증가하 

는 경향올 보여 생육을 다소 촉진하는 효과가 있었으나， 없Gy의 고선량 

조사구에서는 대조구와 철결핍구가 높고 칼습과 인산결핍구가 가장 낮용 

초장을 보였다. 태백벼의 경우는 그림 15에서 보듯이 방사선 초사량와 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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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에 따라 초장이 대체로 감소하는 경향을 보였고 인산 결핍구가 전체 처 

리구의 다른 결핍구에 비해 뚜렷하게 낮은 초장올 보였으며 대조구의 경 

우는 40Gy 조사까지도 완만한 감소를 보여 양분 결핍구에 벼해 저항성이 

다소 있음을 나타냈다. 방사선 조사량별로 보면 20Gy 저선량 조사구에서 

는 칼숨결핍구와 철결핍구가 높고 인산결핍구와 아연결핍구가 낮은 초장 

을 보였으나 80Gy고선량 조사구에서는 대조구와 철결핍구가 높고， 인산 

결핍구와 칼슐결핍구가 낮은 초장올 보였다. 

섬 퉁과 김은 식물의 종과 품종 및 계통에 따라서 방사선 감수성이 다 

르다고 하였으며， 한 둥과 Soriano는 수도 품종간에도 방사선 장해가 다 

르게 나타나며 초기 생육이 억제되어 초장감소가 섬하며 후대에서도 돌연 

변이가 잘 일어난다고 하였고， T빼eshi와 Tadayoshi는 생육중인 수도체 

에 방사선 조사시 생육초기인 분열기경에 방사선 감수성이 가장 높아 초 

장 감소 영향이 크다고 하였다. 본 실험에서도 생육초기인 30일된 유묘에 

방사선을 조사하여 수도체의 초장 감소가 뚜렷하게 나타남을 관찰할 수 

있었으나 저선량인 20Gy 조사에서는 무조사구에 비하여 생육이 다소 양 

호하여 초장이 증가하는 경향도 있었다. 이는 Javed 와 Z하1Ur가 수도 생 

육초기에 lOGy와 25Gy의 방사선 조사에서 생육촉진 효과가 있었다는 보 

고와 일치하며， 저자도 저선량 방사선에 의한 식물의 초기 생육촉진 효과 

룰 구명하는 저선량 방사선의 식물 유익효과에 대한 연구를 수행하고 있 

는 중이다. 

섬 등과 김은 생물체의 영양 물질 특히 인산과 칼숨결핍시 방사선 감수 

성이 중대되며 인산이 결핍된 영양액으로 수경 재배한 수도 식물체의 방 

사선 조사로 M 2 세대에서 돌연변이가 중대되었고， 귀리와 옥수수 유식물 

체의 방사선 감수성이 증대되어 초장이 감소하였다고 보고하였으며， 

Bowen과 Cawse는 야연 결핍된 영양액으로 사경재배한 토마토에 방사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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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사시 초장이 감소하였다고 보고하였다. 본 실험에서는 몇 가지 양분이 

결핍된 영양액으로 사경 재배한 수도 식물체에 방사선을 조사하여 초기 

생육상태를 조사한 결과 인산과 철결핍이 수도식물체의 초장 감소에 유의 

성있는 효과를 보여주었다. 

마. 작물 양분의 적정 수준 조사 

생육중인 대두 작물의 생체잎중의 무기 인산 분석에 의한 작뭉의 적정 

영양 수준올 진단하기 위한 기초 실험으로 수행항 포장 실험의 결과， 석 

회 시용구에서는 인산질 비료 무시용구의 잎중 무기 인산 농도가 

1113.3ppm으로 가장 높았고， 3.0kg 시용구가 767ppm으로 가장 낮았는데 

그 이상의 시비량 중가에 따라 인산 농도가 다수 증가하는 경향올 보였 

다. 석회 무시 용구의 경우 잎 중 무기인산의 농도가 3.0kg 시용구에서 

1083.7ppm으로 가장 높았고 이후 감소하여 석회사용구와 반대 경향을 보 

였으며 수량은 인산무시용구에서 높았고 3.0kg 시용구 이후 시비량 증가 

에 따라 감소하였다. 

생육중인 대두 작물의 잎중 무기인산과 수확기 작물 초장과의 관계는 

그림 14에서 보듯이 잎 중 무기인산 1 ，100ppm에서 최대 초장올 보이면서 

유의성있는 상관관계 ( r =0.361 , P<O.05)를 보여주었으며， 대두 수량과는 

잎 중 무기인산 900ppm에서 최대 수량올 보이면서 유의성있는 상관관계 

( r =0.361 , P<O.05)를 보여주어 재배중인 대두 작물의 경우 생육 초기에 

잎 중 무기인산의 간단한 분석으로 시비량올 조절하여 수확기 대두 수량 

예측 가능성올 확인할 수 있었다. 

-103-
醫훌훌XT 홈훌'AC훌훌I훌l 

g용f훌 훌LAI냉κ 



채 4 장 연구채발 달성도 및 대외기여토 

구분 연구개발 목표 연구개발 목표달성도 및 대외기여도 

1차년도 1 1) 돌연변이 세포주의 1 1) 기내 대량증식법 및 적정 방사선 

(992) I 선발 | 조사선량 결정 

2) 방사선에 의한 수도， 
대두， 들깨의 내재해 

성， 다수성 계통의 

션발 

- 조직배양 기술개발로 조직의 미 

분화 과정을 거쳐 재분화에 성공 

하였옴. 

- 마디， 줄기의 기내 대량증식 기술 

올 개발 기내 육종 소재로 활용 

- 방사선에 의한 수도 반수성 증진 

기술 

2) 방사선 돌연변이 유기를 위한 

방사선량의 결정 및 유망계통의 

선발 

- 수도의 단간， 조숙 돌연변이 Ml 
계통육성을 위한 초기세대 육성 

- 대두의 소립종 돌연변이 육성 

계통 확보 

- 들깨의 각종 변이 계통 선발올 

위한 초기 세대 육성 

3) RI롤 이용한 식물체 13) RI률 이용한 토양 식물체의 
의 양분대사구명 l 영양대사구명 

- 기 내 배 양 callus의 P-32 홉수 
분포효과 

- Auxin 함량에 따른 P-32 홉수 

차이 구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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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연구개발 목표 연구개발 목표달성도 및 대외기여도 

2차년도 1) 기내 돌연변이 선발기술 1) 톨연변이 세포주의 선발법 개발 

(1993) 개발 과 돌연변이 세포주의 대량증식법 

개발(감자) 

- 기내 증식 유식물체의 방사선 

감수성 파악 

- 유식물체의 방사선 조사 방법 

확립 

- 장구채의 자엽 및 배축 배양에 
λ。c1그 。Z

2) 방사선에 의한 수도， 들깨， 2) 방사선올 이용한 돌연변이 유기 

콩의 유망계통 선발 식물체의 유망계통 선발 및 선발 

계통들의 특성조사 

- 수도의 단간， 조숙변이체 선발을 

위한 M2세대 육성 및 개체선발 

- 대두의 내병성 톨연변이 계통 

선발 및 예비평가 

- 들깨의 조숙， 엽형 변이체 선발 

3) RI를 이용한 변이체의 3) RI를 이용한 변이체의 유전생리 

유전생리구명 기작조사 

- 석회시용에 따른 무기성분 

홉수차 규명 

-106-



분
 

구
 

연구개발 목표 연구개발 북표달성도 및 대외기여도 

3차년도 1 1) 돌연변이 세포주의 특성 1 1) 돌연변이 세포주의 기내 형질 

(994) 1 평가 및 안정성 검토 | 발현 검정과 재분화 후의 형질 

발현 구명， 형질 안정성 평가 

(감자) 

- 배발생 캘러스로부터 식물체 

재분화 

- 배발생 캘러스의 방사선 감수성 

조사 

- 기내 마디， 주기 충식체로부터 

변이 세포주 획득 

- 고추의 5-MT 저항성 계통 확보 

2) 방사선에 의한 수도， 들깨， 1 2) 방사선 돌연변이 후대에서 션발 
콩의 유망계통에 대한 | 된 계통들의 특성검정 및 수량예 

생산력 예비검정 준비 | 비 검정과 유전자원 확보 

- 수도， 단간， 조숙 돌연변이 형질 

평가 

- 대두 내병성 계통 저항성 검사 

- 들깨 변이 계통 수량평가 

3) 토양미생물계의 양분대사 13) RI 이용 작물영양생리 구명 
구명 1 - 들깨 돌연변이 계통의 양분홉수 

차이 비교 

- 대두의 무기성분 홉수 영향 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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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연구개발 북표 연구개발 목표달성도 및 대외기여도 

4차년도 1) 기내 돌연변이 육종 1) 기내 돌연변이 육종법과 개발 

(1995) model화 확립으로 표준화 

- 배발생 캘러스에서 작물체 

재분화 성공 

- 방사물처리로 배발생 캘러스에서 

변이체 발생 빈도 중진 

- 기내 유식물체의 포장 검정 

2) 선발계통의 적웅력 평가 2) 선발 돌연변이 계통의 표준화 및 
지역시험 수행 

- 수도 유색 돌연변이 계통 선발 

빛 평가(154계통) 

- 대두 우량 변이 계통 선발 및 

평가(123계통) 

- 수집유전자와 3，아R계통 평가 

작물 유전생리 

3) 토양 미생물계의 양분대사 3) RI를 이용한 질소고정균의 영양 

구명 대사조사 

- PCR분석에 의한 변이체 조기 

탐색 기술 정착 

- RFLP법에 의한 DNA 분석기술 

정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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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5차년도 

(996) 

연구개발 목표 연구개발 목표달성도 및 대외기여도 

1) 형질전환체의 실용화 1) 형질전환체의 발형특이성 검정 

- 고구마의 기내 돌연변이 육종 

체계 확립 

고구마의 Cystcine 저 항 세 포주 

선발 

- DNA 분석에 의한 변이 탐색 

2) 원원종 생산의 실용화 2) 품종화계통의 특성검정 

수도， 단간， 조숙계통의 품종화 

검 토 및 원종생산(5계통) 

- 대두의 우량계통의 적웅성 평가 

- 들깨의 우량 계통의 품종화 

검토(56계통) 

3) 토양 미생물계의 생리기작 3) RI를 이용한 질소고정균의 유전 
구명 생리기작 조사 

- 수도 품종간 방사선 감수성 비교 

- 수도 양분 결핍이 홉수에 미치는 

영향 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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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 5 장. 연구개발 컬과의 활용계협 

1. 기내 돌연변이 세포주 선발 

방사선 돌연변이 육종과 조직배양기술을 접목하여 새로운 기내 육종기 

술올 개발함으로써 돌연변이 육종 효율올 한총 높이는 계기가 될 것이다. 

특히 영양번식작물이나 타화수정작물에서 돌연변이 육종의 효율성이 낮다 

는 단점을 크게 개선할 수 있게 되었으며 더욱허 최근 유전공학 기술과 

병행해서 모든 작물에 기내 육종기술을 적용함으로서 식량난 해결에 큰 

보탬이 될 것으로 확신한다. 본 연구에서 수행한 감장의 기내 육종， 고구 

마의 배발생 callus 에서의 돌연변이체 선발올 지금까지 육종방법을 획기 

적으로 전환케 할 수 있는 새로운 기술로 정착할 것으로 사료된다. 

2. 방사선을 이용한 수도 약배양 효율 증대는 반수성 식물체가 일반 육종 

에서 귀중한 육종 소재가 된다는 사실에 비추어 반수체 육성에 새로운 국 

면을 맞게되었다. 지금까지 반수체 획득 효율 증진법으로 온도 처리가 가 

장 보편화 되어있으나 방사선에 의한 수도의 약배양 효율증진 효과의 본 

연구 결과는 미국 in vitro 국제 학술회의에서 발표하여 Agri cell Report 

에서 우수 논문으로 추천된 바있어 매우 고무적인 사실이다. 반수체 육성 

에서 적용이 새로운 요인으로 등장하게 된 생이다. 

3. 수도 톨연변이 유기 및 선발 연구는 여러 품종에 방사선을 조사하여 

단간， 조숙， 내병성， 유석 돌연변이 둥을 선발하여 농가 실중시험에 들어 

간 단계이고， 유전자원으로서 매우 중요한 자료가 되어 수도 생산은 물론 

미질 향상에도 크게 기여할 것으로 사료된다. 상당량의 수도 유전자원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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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업 관련 연구기관에 분양펌 바 있고 계속 돌연변이 유전자원의 활용도 

가 높아가고 있는 추세에 었다. 

4. 대두는 우리나라가 원산지의 일부임이 널리 알려진 사실이다. 대두의 

국내 수집 유전자원의 보존은 매우 의미가 큰 것으로 당 연구소에서 일찍 

수집하여 온 재래 대두의 유전자원 3，아m여 종이 보존 평가되었으며 방사 

선에 의한 대두의 돌연변이 유기에 의하여 다수， 내병， 단초장， 조숙， 나물 

콩용 소립 돌연변이 계통을 유기 선발하였기 때문에 이들의 직접 이용과 

더불어 간접 이용에의 한 우수 품종개량올 목적으로 형질 명가를 계속하 

고 었으며 중장기 2단계 연구 사업으로 계속 활용할 수 있도록 조처하였 

다. 

5. 들깨 돌연변이 유기 및 선발 

들깨는 참깨와 더불어 식용유로 애용되고 있을 뿐아니라 들깨 잎은 식 

용으로 애용되어 왔으며 최근 그 수요가 급증하고 있는 추세이다. 그러나 

들깨의 품종은 크게 개선되지 못한 실정이며 유전자원 자체가 극히 부족 

한 상태이다. 방사선올 이용한 들깨 돌연변이 품종 육성은 매우 효과가 

큰 것으로 나타나 현재 우수 특성형질을 지난 돌연변이 계통이 100야 계 

통 육성되었고 계통들의 형질을 평가중에 있으며 특히 엽채용 들깨 품종 

개발올 위한 유전자원을 확보해 둔 상태이다. 계속 중장기 2단계 사업에 

서 이들 우수형질 계통의 평가를 통해 품종육성이 가능하도록 추진해 나 

갈 계획에 었다. 

6. 고추의 돌연변이 유기 및 선발 

고추는 열대성 기호작물로 애용되고 었으며 품종개선이 비교적 잘 이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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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진 작물이다. 그러나 역병， 잎마름병 vrrus퉁 병에 약한 것이 특징이며 

이들 병에 저항성을 갖는 유전자원이 없는 편이다. 방사선을 이용하여 병 

저항성 및 유전자원올 개발코저 고추의 순계 계통에 방사선을 처리하였고 

여러 형질의 돌연변이를 선발하여 평가한 결과 우수 형질을 지닌 변이체 

의 선발이 가능하였으며 현재 이들 돌연변이 후대를 계속 평가하고 있으 

며 우수형질이 고정된 후에 교배 모본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후대 검정을 

실시하고 었다. 

7. 방사선을 이용한 작물영양대사 구명 

방사선을 이용한 작물의 영양대사구명은 작물 생리현상을 구명해서 생 

산성을 높이는 데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해왔으며 특히 미량 요소의 작물체 

내 활성기작올 구명하는 데 필수적인 역할을 해왔다. 토양과 작물체내의 

양분 홉수에 미치는 여러 가지 영향올 구명해서 보다 효과적인 재배관리 

를 할 수 있도록 처방하는 기본 요소를 제공할 것이며 효율적인 작물 재 

배관리 방법을 제시하는 데 기여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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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1. Survival rate in vitro cultured potato sh∞t treat with 

different doses of gamma-rays after 40 days of culture 

Surviv머 rate (%) of shoot at doses(Gy) 
Variety 

80 60 50 40 30 20 10 0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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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 
25 

38 
33 

52 
45 

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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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4 
75 

92 
88 

100 
98 

Sumi 

Namzak 

Table 2. Influence of fractionated irradiation on survival rate in 

in vitro cultured potato (cv. lrish cobbler) stems 

Survival rate (%) in time interval66 Fractionated 
doses 24 hr 

2 x 15Gy = 3α:Jy 

2 x 껑Gy = 50Gy 
39 

43 

6 hr 

52 
35 

4 hr 

64 
20 

2 hr 

74 
45 

o hr 

58 

38 

Table 3. Mutation type and frequencies obseπed in M2 plants induced 

in in vitro cultured potato atem of Sumi iπ'adiated with 
fractionated gamma ray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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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4. Androgenic callus fonnation from the rice anther irradiated with 

different doses and irradiation time 

Radia. 
Ca1lus fonnation at the irradiation time bofore heading 

dose 17 days 11 days 6 days Tota1 
(Gy) 

A C % A C % A C % A C % 

0 199 3.01:0.2 

10 196 14 7.1 1:0.5 181 5 2.8 1:0.4 193 5 2.6 1:0.3 570 6 4.3 1:0.4 

20 188 15 8.0 1:0.7 178 3 1.71: 0.2 179 14 7.8 1:0.8 않5 24 5.9 1: 0.6 
192 60 31.31: 4.2 220 1 191 3 

32 
30 0.5 1:0.2 1.6 1:0.1 603 64 10.61: 1.8 

A. No. of anther cultur때 ; C. No. of callus induc때. 

Table 5. Callus induction & organogenesis from tissue culture of 

Melandryum album 

Growth Ca1lus induction from cultured tissue of 

regulator Cotyledon Remark Hypocotyle Remark 

2.4-D 1mg/ e ++ + Root, Pub. 
+NAA 1mg/ e 

2.4-D 1mg/ e +++ Root. Pub. ++ Root. Pub. 
+NAA 2mg/ e 

2.4-D 1mg/ e + +++ Pub. 
+NAA 4mg/ e 

2,4-D 2mg/ e ++++ Compact ++ Root, Emb .• 
+NAA 1mg/ e Pub. 

2.4-D 2mg/ e ++ Compact. Emb. + Root, Emb., 
+NAA 2mg/ e Pub. 

2,4-D 2mg/ e + +++ Compact, 
+NAA 4mg/ e Pub. 

2,4-D 4mg/ e +++ Compact +++ Root, Emb., 
+NAA 1mg/ e Pub. 

2,4-D 4mg/ e ++ Compact, Emb. ++++ Root, Emb. , 
+NAA 2mg/ e Pub. 

2,4-D 4mg/ e + ++ Compact, 
+NAA 4mg/ e Pu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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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6. Variants of sweet potato selected by in vitro mutagenesis 

Total No. of variants 
Radiation 

Variety --:;:::-.. regenerated Chlorophyll Stem Leaf Plant 
_ ......... - 미ants deficient color type typ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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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7. Regenerated plants from embryogenic callus treatment with 

r -rays for the DNA polymorphism investigation 

Radiation Total regenerated RAPD investgated 
Varieties 

dose 띠ants plant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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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8. List of 20 random primers used for DNA polymorphic 

anaIysis 

Number of Primer GC No. p이ymorphic 
Primer Sequences content(%) band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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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ATGACTGTGCGA-3’ 

5’-AAGAAGCAGGCG-3’ 
5’ -AGCCTTACGGCA-3’ 
5 ’ -GAGGAGAAACGG-3’ 
5 ’ -CGCTTCGTAGCA-3’ 

5 ’ -GGAGAGCGGACG-3’ 
5 ’ -GGTCACCGATCC-3’ 
5’ -CCGTCTTTTCTG-3’ 
5 ’ -CCTTGGCATCGG-3’ 

5’-AGA TTCTT ACTG-3’ 
5’-AGCCTGTGGGCT-3’ 

5’ -CCAGA TTTTCTG-3’ 
5’ -GGCGGCACAGGA -3’ 
5’ -CGCAGCCGAGAT-3’ 
5’ -GGACAAGTAATG-3’ 

5’-ACTTTCCT ACGG-3’ 
5’ -AGGGCTCTAGGC-3’ 
5 ’ -GCTGGCGT ATCT-3’ 
5’ -GAGCTCCCGACA-3’ 
5’ -AGAGCTGAAGTA-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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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9. Variation of agronomic characters of promising mutant lines 

(Seo찌in) in observational yield trials 

Mutant Variety & Radiation Heading Grain CuJm Panic1es No.of 
do않 yield length length panicles line No. Generation (Gy) date (g/10m') (cm) (cm) /hill 

Seomjin M9 양50 8. 2 5,293.3 89.7 20.0 18.6 

14 8. 14 5,773.3 00.7 18.7 18.4 

17 8. 2 5,530.0 93.1 20.6 18.7 
33 8. 2 5,463.3 91.5 20.4 21.0 

37 8. 1 5,260.3 93.7 21.4 20.8 
57 8. 2 5,608.3 94.8 21.4 19.3 

59 7.25 4,422.5 86.8 19.9 18.3 

73 8. 2 5.325.0 84.8 19.8 17.3 

83 7.30 4.803.3 92.0 21.6 17.6 

232 7.30 5,547.5 99.7 20.7 17.7 

233 7.30 5,725.0 100.3 20.8 17.4 
243-1 7.30 5.145.0 97.1 21.7 17.5 

1 Seomjin M9 300 8. 1 5,741.6 00.6 19.5 18.7 

24 8. 2 5,310.0 87.4 20.4 17.7 
25 8. 1 5.620.0 96.0 22.2 17.9 

45 8. 2 5.063.3 93.2 21.0 20.2 

Control 8. 23 5,650.2 97.2 20.4 18.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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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10. Agronomic characters of M6 generation of early maturing and 

resistance mutants derived from gamma-irradiated rice cultivars 

Mutant Radiation Heading Grain Culm Panicle NO.of NO.of 
yield length length panicIes spikelets 

line No. dose<Gy) date g/30 hills (cm) (cm) /hill /pa띠cle 

20 Chucheong A. ... 15 않>6.7 81.5 16.6 22.6 93 
19 250 A.17 980.0 78.5 16.3 24.1 97 
55 A.17 1036.7 81.8 18.3 21.9 98 
130 A.17 970.0 78.4 17.2 21.2 111 
33 A. 18 1030.0 87.6 18.5 21.4 94 
43 A.18 1α)().O 87.7 18.1 22.7 94 
46 A.18 930.0 81.5 18.4 19.7 103 
59 A.18 983.3 88.3 18.9 21.3 110 
86 A.19 잊>6.7 84.0 18.8 20.0 78 
93 A.19 앉>0.0 84.7 17.8 22.5 104 
149 A‘22 980.0 90.9 19.0 22.1 98 

Control Su2 732.5 84.7 17.3 24.4 68 

76 Daecheong A.16 976.7 85.0 17.3 20.7 81 
77 250 A.16 l C>>:혔.7 81.6 17.6 19.9 102 
58 A‘ 19 1030.0 79.3 16.7 18.5 84 
8 A.22 잃6.7 85.7 17.9 18.5 98 

41 A.25 930.0 82.8 17.1 21.7 95 
80 A.26 916.7 83.7 17.9 19.6 69 
18 A.Z7 913.3 82.1 17.6 20.7 75 
55 A.Z7 946.7 84.7 17.0 18.9 85 

Control A.30 786.0 84.4 17.3 19.7 71 

* A;August, **S;Septemb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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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11. Agronomic characters of M6 generation of early maturing 

and resistance mutants derived from gemma-irradiated rice 

cultivars 

Mutant Radiation Heading Grain yield 
Culm Panicle NO.of NO.of 

length length panicles spikelets 
line No. dose(Gy) date g/3O hiUs 

(cm) (cm) /hill /맹nicle 

129 Hawseong A.* lO 690.0 83.6 19.6 15.7 96 

56 250 A.19 746.7 86.1 ‘ 18.5 17.5 99 

49 A.21 7?J5.7 85.5 19.0 15.4 75 

11 A.22 7?J5.8 86.6 18.6 17.1 96 

145 A.22 710.0 76.6 16.7 17.3 75 

16 A.22 716.7 82.6 18.0 15.7 105 

Control A.23 600.0 82.0 18.0 17.9 78 

70 Suwon#345 A.14 783.3 86.1 18.7 18.0 115 

39 250 A.23 696.7 75.4 17.1 19.5 94 

73 A.25 636.7 72.5 18.6 19.5 110 

79 A.25 773.3 70.0 18.0 19.7 97 
5 A.26 693.3 70.3 18.3 18.3 88 

6 A.26 앉n3 67.9 17.9 19.4 95 
14 A.26 앉iO.O 67.6 17.7 19.1 f!:1 

21 A.26 앉}6.7 69.6 17.7 12.5 99 

29 A.26 645.0 70.4 18.1 17.5 86 

49 A.26 670.0 67.9 19.3 17.2 89 

Control A.30 596.7 73.2 18.7 17.4 9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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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c 12. A딩ronomic of promising sprowing soybean lines in perfonnance test. 

Yield Seed Maturity Flowering 
F10wering Plant No.of No.of No.of I s Flower 

Secd 
Lll1e No. weight to Maturity height branches n<녕es pods '::>tem s coat 

(kg기1a) 
(g!IOOs) 

(days) (days) 
(days) (cm) !plant !plant ÍPl;;t I color color 

color 

I~않7-15←잃 3275 18.2 151.0 76.5 75.0 80.5 6.3 20.8 134.7 P P Y 

G ‘27-10-82 2893 14 .1 114.0 74.0 70.0 80.3 4.8 18.1 125.6 P P Y 
cu긴-30-151 2730 16.1 144.0 71.0 73.0 82.5 4.1 17.3 P p Y 
KAS 700-3 2563 18.5 142.0 61.0 81.0 123.5 4.0 24.3 67.1 p 、

7(X)-17 3147 13.1 151.0 62.0 89.0 116.6 5.0 30.6 181.0 G w Y 
7(Xl-I8 2617 13.8 151.0 62.0 89.0 102.0 5.8 Z7 .0 170.8 G w Y 
700-18-30-38-2 2374 13.0 151.0 62.0 69.0 105.5 6.5 Z7 .7 192.2 G w Y 

잃 7()()-18-30-39 1379 13.4 151.0 62.0 69.0 102.3 4.8 Z7.2 166.1 G w Y 
7α)-18-30-39-1 2269 13.2 151.0 61.0 69.0 112.0 4.3 29.8 129.8 G w Y 
7αl-I 8-30-75 2530 13.6 151.0 61.0 69.0 114.5 3.8 28.6 149.5 G w Y 

KAS 902-7 2261 13.8 139.5 67.0 72.5 85.3 5.6 18.0 117.5 P P Y 
902-2 1919 12.3 144.5 78.0 66.5 112.1 11.1 25.5 163.5 P P Y 
엇)3-2-1 1744 14.0 138.5 69.0 69.5 67.6 9.8 18.5 89.6 P F Y 
903-2-2 2243 11.6 139.5 78.0 61.5 125.3 9.5 24.6 122.8 P P Y 

J Danw뼈ong 2232 16.6 135.5 62.0 73.5 54.0 3.8 15.2 85.2 U w Y 
BangsaKong 2633 13.0 144.0 71.0 73.0 64.0 5 .1 15.4 102.1 F F Y 

→」



Table 13. Agronomic traits of MS lines derived from soybean variety Suwom#1l5 irradiated with 250Gy of r -ray 

l 

}
없
 

| 

Yield Seed Maturity Flowering Flowering Plant NO.of NO.of NO.of Stem Flower1 | ! S COeeadI 
Line No weight to Maturity height branches nodes αxls 

(kg!ha) (g/I00s) 
(days) {daysl (days) (cm) /plant /plant /plant 

color color I ;;I~~ 
Suwon 115-1 1953 12.5 137.0 78‘ 0 59.0 95.7 5.2 Z7.8 120.7 P P Y 

2 I염5 12.8 135.0 76.0 59.0 83.3 4.8 23.3 99.8 P P Y 
3 'lffi7 13.8 137.0 79.0 58.0 88.1 5.0 24.1 110.8 }’ Y 
4 2032 13.7 140.0 8 1.0 59.0 86.8 3.8 25.0 101.8 P P Y 
5 I쩌2 13.0 137.0 79.0 58.0 89.1 5.0 25.2 123.7 P P Y 
6 1833 12.1 137.0 76.0 61.0 85.2 5.0 24.0 113.6 P P Y 
7 1001 16.8 137.5 74.0 63.5 00.8 4.5 Z7.0 88.6 P Y 
8 1844 H!.O 139.5 73.5 66.0 π.0 5.0 23.0 91.0 P P Y 

I~썼 12.8 137.0 79.0 58.0 82.3 3.3 24.5 76.3 Y 
10 1264 13.3 137.0 78.0 59.0 84.8 4.2 25.0 97.1 P P Y 
11 1615 13.5 l ‘γ7.0 78.0 59.0 !옛10 4.5 24.7 95G Y 
12 1949 12.9 138.5 78.0 60.5 93.8 3.6 24.5 IOU! P P Y 
13 1508 13.0 138.5 78.0 60.5 88.8 5.0 24.7 115.8 P Y 
21 1848 15.0 140.0 78.0 62.0 õ7.3 5.0 21.7 75.3 P P Y 
22 1482 15.8 132.0 60.0 72.0 57.7 4.7 17.7 56.7 P Y 
23 1578 14.5 132.0 62.0 70.0 •. ’ 57.3 5.0 16.7 94.0 P P Y 
24 Z734 12.2 142.0 74.0 68.0 73.7 6.7 20.3 133.7 P P Y 
2.'5 ; 1181 13.8 137.0 62.0 75.0 85.7 7.7 24.3 122.0 P Y 
26 1768 15.0 137.0 69.0 68.0 73.7 2.7 18‘7 95.7 P P Y 
27 1348 13.5 140.0 62.0 78.0 f15 .7 4.3 15.7 82.3 P P Y 

강’ 2601 20.8 62.0 78.0 60.3 6.3 17.2 P P Y 
앙} 2(x껴 14.8 135.0 68.0 õ7.0 57.0 4.3 17.7 69.7 P P Y 
30 2450 15.9 140.0 74.0 66.0 79.0 7.3 24.3 155.3 P P Y 
32 1453 17.6 140.0 69.0 71.0 75.7 4.3 24.3 70.3 P p Y 
33 2월3 17.4 142.0 69.0 73.0 78.0 5.0 25.3 119.3 P P Y 

Suwon 115 X깃52 14.2 140.5 80.0 60.5 99.0 4.3 26.1 96.8 P Y 



Table 14. Agronomic characters of mutant lines derived from soybean variety KAS 360-22 iπadiated with 250Gy of r -ray(MI2). 

】
*
。
| 

Seed Flowering Plant NO.of NO.of No.of Pod& Survial 
Yield Maturity Scotelomr j 1 Flowcr Line No weight FI?~~ri~g I t~ 'M~~~;';ty I height branches n<회es αKls 

stem rate coat 
(kg!ha) (days) blight colr 

(띠g/끼100s) (days) I W (d";;;i (cm) /plant /plant /plant (%) 
(%) color I -".". I color 

165 25.4 1Z7 .0 57.0 70.0 38.5 3.8 12.8 25.0 45.0 17 (j I W 

22-2 114 20.7 1Z7 .0 57.0 70.0 35.7 3.7 13.3 Z7.3 16.5 10 G w l; Br i Y 
45-1 2425 34.7 145.0 74.0 71.0 71.1 4.5 17.1 64.3 0.0 70 p P DBr 1 Br 
45-3 808 23.1 137.0 57.0 80.0 81.1 5.7 21.6 51.0 4.0 67 G 、v l; LBr I Y 
45-4-1 346 17.2 112.0 49.0 63.0 31.0 4.0 12.0 48.6 0.0 15 G w G Br Y 
45-5-1 1804 26.5 137.0 57.0 80.0 68.8 6.5 16.3 52.0 4.0 47 P P G LBr Y 
45-5-3 1182 20.9 132.0 58.5 73.5 71.0 6.0 16.0 39.7 7.5 77 P P ι LBr Y 
45-5-3-1 1519 25.0 122.0 48.0 74.0 50.3 5.1 13.8 48.1 5.0 64 G w G Br Y 
45-5-4 1116 22.5 131.0 54.0 77.0 77.0 5.3 18.3 38.8 14.0 77 P P rrBr Y 
45-5-4-1 1386 21.4 117.0 52.0 65.0 49.1 4.1 11.8 44.6 14.0 67 G w G Br 
45-5-6 1892 Z7 .5 137.0 57.0 80.0 74.8 5.5 18.5 81.3 12.0 64 G w rrBr 
45-5-6-1 2141 21.4 131.5 60.0 71.5 64.0 5.0 15.3 66.0 2.5 44 P Br Y 
45-5-7 I 많~ 24.4 133.0 54.0 79.0 87.3 5.5 17.3 45.8 5.。 75 G w I rrBr Y 
45-9 1520 19.9 119.5 58.5 61.0 44 .1 7.0 15.3 68.5 1.0 82 P P G i Br Y 
45-9-1 224 20.4 108.0 47.5 60.5 31.0 3.3 11.0 34.2 12.5 39 P P RBr Y 
55 178 20.5 l Z7.0 58.5 68.5 32.5 4.5 12.2 29.2 16.0 17 G w G Br Y 
55-1 56 22.9 l Z7 .0 57.0 70.0 26.0 3.5 11.5 23.5 54.0 10 G w G Br Y 
55-2 165 21.5 122.0 57.0 65.0 37.5 4.5 12.5 29.0 32.0 7 G w G Br :1 Y 
94 379 22.3 122.0 60.0 62.0 56.5 4.6 14.0 31.5 Z7 .0 20 G w G Br Y 
124 102 20.7 l Z7 .0 58.5 68.5 34.3 3.5 12.5 Z7.6 21.5 29 G w G Br Y 
138 99 23.7 l Z7 .0 58.5 68.5 30.0 3.1 11.9 23.3 28.5 14 G w G Br Y 
148 140 21.5 129.5 54.0 55.5 37.8 4.5 13.0 39.8 42.5 18 G w G Br Y 
17J 47 21.5 134.5 57.0 77.5 48.5 4.1 13.。 31.6 17.0 15 c; w (j Br Y 
~X)3-8-1 1523 32.2 132.0 62.0 70.0 63.2 6.3 16.0 65.5 0.0 50 G w (j Br Y 



Agronomic σaits of M5 Iin않 derived from soy농an variety PaIdaIKong iπ'adiated with 양iOGy of r -ray 

Yie1d seed Maturity Flo to Flo Mwaetuirnigty Plant No.of NO.of No.of Stem F10wer Seed 
Line No (kg!ha) (밟i짧) (days (d waeyns)ng height branches nc념g f짧:t co10r co1r coat 

(days) (cm) /p1ant /φ껴p미181뻐nt co10r 

Pa-I 2809 16.3 127.0 60.0 õ7.0 55.6 3.5 16.5 86.5 P P Y 
2 l앞J9 17.4 127.0 60.0 õ7.0 ~.1 3.6 15.8 63.8 P P Y 
3 17æ 17.4 138.5 69.5 69.0 115.8 4.0 23.8 78.8 P P Y 
4 1913 18.7 138.5 66.0 72.5 101.8 5.1 21.0 79.5 P P Y 
4-1 1738 19.5 137.0 68.0 69.0 117.5 5.2 23.6 79.5 P P Y 
5-1 1743 18.8 145.5 69.0 76.5 113.2 3.5 23.6 84.1 P P Y 
5-)-0-) 2128 18.8 147.0 76.5 70.5 114.2 4.7 23.6 106.2 P P Y 
5-1-1 1572 17.7 145.5 71.5 74.0 103.3 4.3 22.2 90.3 P P Y 
5-1-)-) 18Z7 18.8 142.0 71.5 70.5 103.3 3.6 22.0 72.0 P P Y 
5-1-2 1712 20.8 137.0 69.0 68.0 92.5 4.5 21.0 93.2 P P Y 
5-2 13æ 17.0 138.5 68.0 70.5 102.3 5.2 23.0 71.3 P P Y 
5-3 2258 18.8 147.0 78.0 69.0 115.0 6‘6 22.6 131.0 P P Y 
5-4 정36 18.2 140.0 76.0 64.0 89.5 6.6 20.5 100.5 G w Y 
;)-5 1769 16.7 133.5 68.0 65.5 63.7 5.8 17.8 85.5 P P Y 
;)-‘i I 짜l6 20.9 137.0 65.0 72.0 l얘.8 6.0 22.5 76.5 P Y 
:-'-7 1 8'껴 18.1 142.0 70.5 71.5 99.0 4.5 23.0 78‘3 P P Y 
;j-H 1186 17.9 I 않’.0 69.0 69.0 107.3 8.0 'n.O 131.7 Y 

2(써4 21.7 142.0 73.5 앉t5 113.5 5.5 26.5 없.1 w Y 
5-!-)-1 1717 20.8 147.0 71.0 76.0 P4 .7 5.8 2.3.8 75.0 F Y 
5- \0 찌ro 23.3 144.5 79.0 65.5 89.8 4.3 21.8 77.8 Y 
5- )0-1 2205 21.5 145.5 78.0 õ7 .5 84.8 5.8 20.3 84.3 P P Y 
5-11 1618 19.8 145.5 78.0 õ7.5 126.6 4.7 ·강.0 67.5 P P Y 
5-12 1637 15.6 133.0 78.0 55.0 66.6 2.8 17.6 69.5 P P Y 
5-12-1 1745 17.4 137.0 78.0 59.0 70.5 4.1 17.0 69.6 P P Y 
5-12-2 1701 17.7 133.0 73.0 60.0 72.0 4.3 17.3 90.8 P P Y 

)21:혔 19.4 133.0 75.0 58.0 76.8 5.3 18.8 89.5 P P Y 
5-14 1 3(껴 21.9 147.0 73.5 73.5 116.1 4.5 24.7 78.0 P P Y 
5-14-1 1203 24.5 144.5 71.0 73.5 11.8 4.3 23.5 77.8 P P Y 

PaldalKong 1982 17.1 136.0 64.5 71.5 61.0 3.7 14.5 60.5 P P Y ._--

Tab1e 1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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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16. Agronomic traits of M5 lines derived from soybean variety BangsaKong irradiated with 250Gy of r -ray. 

}ktN 

l 

Seed Flowering Plant No.of No.of No.of ---r Seed } 

Line No 
Yield weight 

Maturity Flowering to Maturity height branches nodes pods Stem Flower !COat ’ 
(kg!ha) (days) (days) color 1 colr 

(g/l00s) (days) (cm) /pJant /plant /plant cOlor 

Bangsa-I 2634 15.4 143.0 71.0 72.0 80.1 5.3 15.8 84.8 P P 7 
2 19 (11 12. -1 (114.0 7 1.5 72.5 68.0 5.5 16.3 126.7 p 

3 12&l 14.4 144.0 76.0 68.0 86.6 3.5 22.5 P P Y 

4 2132 12.7 144.0 73.5 70.5 63.6 4.8 15.3 90.3 P P Y 

5 갱59 14.7 144.0 73.5 70.5 80.0 4.5 19.3 84.6 P P Y 

6 2177 13.5 144.0 74.5 69.5 62.5 5.5 16.0 I Il8.0 P P Y 

7-1 1922 15.4 151.0 73.0 78.0 68.0 2.3 17.5 78.6 P P Y 

7-2 3570 15.4 145.0 74.0 71.0 78.8 3.0 18.2 85.2 P Y 

7-4 1786 11.1 148.0 76.0 72.0 60.5 3.8 18.9 91.0 P Y 

7-5 1717 12.2 141.0 69.0 72.0 61.5 6.0 19.5 133.0 P P Y 

8 2747 12.9 144.0 71.5 72.5 62.5 5.0 16.5 102.0 P P Y 

9 2762 16.1 144.0 73.5 70.5 67.5 5.7 16.3 106.5 P P Y 

10 1687 12.9 144.0 73.5 70.5 62.2 4.8 16.0 95.0 P p Y 

11 2367 11.2 144.0 74.5 69.5 56.3 5.0 16.6 92.6 P P Y 

12 2395 12.0 145.5 74.0 71.5 59.2 5.0 16.5 115.3 P Y 

13 2150 14.6 145.5 74.0 71.5 58.8 4.8 15.8 100.6 P Y 

14 1650 9.9 144.0 71.5 72.5 53.0 5.1 15.5 89.6 P Y 
15 1832 9.9 144.0 76.0 68.0 56.0 6.3 17.0 122.3 P P Y 

Hì 2031 11.5 14-1 .0 7 1.5 72.5 57‘2 5‘3 15.8 IHL! Y 
Ha-1 X껴7 12.9 144.0 74.0 70.0 59.5 5.3 15.8 114.0 p Y 

2 았i08 12.3 144.0 71.5 72.5 59.8 5.7 16.3 110.3 P P Y 
3 1683 11.1 134.0 69.5 64.5 56.6 6.1 15.1 89.1 P Y 
4 X생4 13.8 143.0 73.5 69.5 61.5 5.0 16.0 86.6 P Y 
5 2132 12.6 142.0 74.0 68.0 55.6 5.6 15.5 P P Y 

6 2556 10.7 141.0 74.0 67.0 61.3 6.1 16.3 133.3 P P Y 
7 2324 11.7 143.0 74.0 69.0 65.1 5.6 16.0 113.8 P P Y 

HangsaKong 2633 13.0 144.0 7 1.。 73.0 64.0 5.1 15.4 102.1 P P Y 



Table 17. Number of lines selected in M4 generation of perilla 

irradiated with gamma rays 

Do No. of early No. of No. of No. of No. of leaf 
Variety ( sa밤 matur어 short long dense color & To'때 

Gy lines plant Iines plant lines cluster Unes shape 

J∞ngang 200 17 4 2 48 72 
Suwon #26 200 16 3 41 60 
Suwon #21 100 8 2 15 25 
Ch∞kyoup- 200 33 8 3 10 24 78 

jaso 
Chilgokgal 200 5 2 2 10 
Chilgokgal 200 m 21 43 

(A) 
Suwon #8 200 1 2 7 10 
Okdong 200 7 7 
Youpsil- 200 7 8 15 
dulgae 

Total 100 28 5 13 173 319 

Table 18. Distribution of flowiering date of selectedlines in M5 generation 

derived from gemme-irradiated perilla 

Variety Dosage ControI 
(Gy) 8. 26 

Flowering date 

9. 1 9. 6 9. 11 9. 16 9. 21 Total 

-31 -5 -10 -15 -20 -25 

J∞ngang 200 Sep.7 16 49 4 2 72 
Suwon#26 200 Sep. 7 5 12 41 2 60 

Suwon#21 100 Sep. 15 2 2 20 25 
Ch∞kyoupuaso 200 Sep. 11 5 11 30 29 3 78 

Chilgokgal 200 Sep.8 1 9 10 
ChilgokgaHA) 200 Sep. 10 6 31 5 42 

Suwon#8 200 Sep. 12 1 8 1 10 

Okdong 200 Sep. 12 2 5 7 
Youpsil 200 Sep. 14 3 12 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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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19. Agronomic σaits of M5 lines derived from peril1a variety irradiated 

with gamma rays 

Variety 
Cotyledon color Leaf color(LC) 

No.of 
tant s Green Purple Green Purple 

I..eaf shape(LS) Segregation 

Heart Wrinkle Height LC LS 

]onngang 

Suwon#26 
Suwon#21 
Chookyo-

η
 % 

정
 
얘m
 

η
 % 

정
 얘m
 

η
 % 

정
 ”
이
 

η
 mw 

똥
 댄
 

21 4 23 23 47 
upJaso 

Chilgokgal 10 10 
0 

2 

0 

r 
5 

π
 

-4 

1 
’ 
1 

1 
2 

m 
4 

m 
7 

샌
 mx 23 23 

Chilgokal A 42 42 
Suwon#8 10 10 
Okdong 7 7 
Youpsil 15 15 
Total 319 319 47 21 4 

Table 20. Vitamins disσibutionss of leaves of mutant lines selected from 

Chookyoupjaso cultivar irradiated with gamma rays 

Cultivar Native Ch∞kyoup-
Mutatnts 

Content Cultivar Jaso NO.9 No.l7-3 NO.39 No.73 

Vitamin A (IU/l00g) 7,893.7 8,101.1 7,573.3 10,841.4 7,737.1 9,984.4 

” Bl(rng/l00g) 0.9 0.7 0.9 0.7 2.2 0.9 

” B2( " 1.8 1.8 2.1 2.4 2.2 2.8 

” C ( ” 57.7 64.5 34.3 30.4 62.1 43.8 

Niacin l ’ 1.4 1.9 1.9 1.6 0.5 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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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21. Percent fatty acid composition of perilla leaves of mutants in 

M5 generation 

Percent of fatty acid content of mutants 
Fattyacid 

67 

Lauric 
Myristic 

P외mi디C 

Palmitoleiic 
Stearic 
Oleic 
Linoleic 
Linolenic 
Ar떠'ac야hidi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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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쩨
 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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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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값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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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m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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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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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7 

!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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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 

Original 

1.02 
0.31 
12.36 
1.04 
1.74 
3.29 
7.94 
70.70 
1.17 
0.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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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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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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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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씨
 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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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el 23. The effect of phosphorus and calcium application on the agronomic 

traits of rice plant 

Application Plant Panicle Tillering No. of No. of DtγGrai “ yield 
grain Blasted ear weight n (kg/lOa) height length num뾰r 

P Ca (cm) (띠) (#/him (#/panicle) (#/panicle) (g/hill) (g/2Ohi1ls) 

0 95.5 20.8 15.3 151.8 9.7 82.6 750 
0 200 94.0 20.5 15.5 141.4 8.0 89.8 803 

400 95.9 21.0 14.3 136.2 6.0 97.9 잃O 

0 94.8 20.7 15.2 140.4 8.0 91.3 813 
20 200 95.8 20.7 15.5 146.9 8.3 94 .1 837 

400 95.8 20.6 15.4 140.8 7.0 99.2 792 

Tabel 24. Concentration of inorganic components in whole plant of rice 

influenced by phosphorus and calcium application 

Application(kg/lOa) As cd Zn Fe Cr Na K 
------------------------------------- (%) P Ca (ppm) 

0 8.30 20.85 384.4 1854.0 6.93 1269.7 12.21 
0 200 9.57 29.08 싫6.9 2155.0 9.58 1 않iO.O 12.01 

400 7.81 18.71 않ìO.1 l앉>8.0 10.92 1174.0 11.75 

0 8.19 35.16 422.4 2앉:>4.3 9.58 1419.7 12.81 
20 200 7.32 14.19 앞>5.9 1516.3 13.45 1417.0 11.98 

400 8.56 19.87 잃6.3 1π7.7 5.34 1359.0 11.85 

Tabel 25. Agronomic characters of rice plant after irradiation with gamma 

ray in relation to nutrition deficiency in the culture solution 

Treatment Seedling Fresh wt. No.of 
height(cm) (g/plant) tillering 

Variety 

Control 47 .4 2.49 1.5 
-p 45.9 2.39 1.4 

Ilpoom -Ca 42.1 1.75 1.4 
-Zn 40.8 1.68 1.5 
-Fe 38.9- 1.57- 1.4 

Control 44.5 2.82 1.9 
-P 34.0" 1.59-- 1.8 

Taeback -Ca 41.1 2.04 1.8 
-Zn 40.9 1.93 1.8 
-Fe 40.6 2.60 2.0 

했 , 혔 했 Significant at 5%, 1% level, respectivel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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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el 26. Effect of nutrition deficiency in the culture solution 때on mineral 

concentration of rice plant irradiated with gamrna ray. 

(unit : %) 

Variety Treatment T-N T-P Ca Mg K Na Zn Fe 

Cont. (untreated) 1.83 0.29 0.30 0.55 5.18 0.32 0.013 0.14 

Cont. (treated) 1.53 0.28 0.30 0.47 5.20 0.31 0.014 0.16 

- P 1.54 0.14 0.26 0.49 2.13 0.30 0.015 0.15 
nα><>m - Ca 1.49 0.40 0.21 0.51 .531 0.32 0.016 0.15 

- Zn 1.61 0.31 0.29 0.53 5.26 0.29 0.013 0.13 

- Fe 2.03 0.40 0.27 0.50 5.24 0.25 0.013 0 .13 

Cont. (untreated) 1.73 0.29 0.33 0.45 5.42 0.33 0.014 0.14 

Cont.( treated) 1.53 0.32 0.32 0.51 5.20 0.28 0.014 0 .15 
- P 1.52 0.12 0.27 0.51 5.12 0.24 0.015 0.13 

Taeback 
- Ca 1.46 0.38 0.25 O.닮 5.09 0.25 0.014 0.14 

- Zn 1.67 0.32 0.30 0.48 5.27 0.30 0.015 0 .16 
- Fe 2.15 0.34 0.28 0.55 5.38 0.23 0.015 0.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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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1. Variants selected from in vitro mutagenesis of potato. A, Color 
variant B, Dwarf type C, Microtuber produced by in vitro 

culture D, Leaf variant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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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2. Regenerated plant from potato callus and tubers produced by 

microtuber. A, Callus induced by tissue culture of potato leaf 

B, Cell cluster C, Plant regenerated D, Potato tubers 

produced by divided root tuber ; E, Tubers by ßÚcrotub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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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3. Haploid callus derived from rice anther irradiated with 

fractionated ganuna ray. A, Haploid callus derived from 
suspension cultured spikelet of rice B, Swollen ovary C, 
Embryogenic haploid callus D, Fractionated treatment of 

garnma ra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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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4. Haploid plant of rice derived from anther culture. A, Atypical 
p이len ; B, Haploid callus grown from anther slit ; C, Young 

shoot regenerated from callus D, Plantlet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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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5. Plant regeneration from in vítro cultured cotyledon and 
hypocotyl of Merandrium album. A, Late torpedo stage of 
embryo grown from callus B, Organogenesis from callus C, 
Plantlets regenerated ; D, Female and male flow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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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6. RAPD profiles generated by various primer in 
sweet potat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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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kR 3kR Control 

9kR πR 

Fig 7. RAPD profiles of sweet potato irradiated with gamma 

rays. Gnomic DNA amplified using primer C44. Line M is 

size marker of Lambda-pstI gragmen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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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kR 3kR Control 

9kR πR 

Fig 8. RAPD profiles of sweet potato irradiated with gamma 
rays. Gnomic DNA amplified using primer C44. Line M is 
size marker of Lambda-pstl fragmen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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않R Control 

9kR 7kR 5kR 

1 r 1 I M 

Fig 9. RAPD profiles of sweet potato irradiated with gamma 

rays. Gnomic DNA amplified using primer C44. Line M is 
size marker of Lambda-pstI fragmen t. 

-156-



Contro l(B) 3kR(B) 5kR(B) πR(B) 

9kR (B) Control(Y) 3kR(Y) 

앓R(Y) 7kR(Y) 9kR (Y) 

Fig 10. RAPD profiles of sweet potato irradiated with gamma 
rays. Gnomic DNA amplified using primer C61 
(5 ’ -ACTTTCCTACGG- ’3), Line M is size marker of 
Lambda-pstI fragmen 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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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11. Rice varieties of early , short culm and high yielding 
induced by gamma ray. A , Wonnong No.l originated 

from Hwaseong B, Wonnong No.2 and C, Wonnong 

No .4 originated from Seomjin D, Wonnong No.5 

originated from Chuchong bye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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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12. Various mutants selected from Perilla treated with gamma 

ray. A, Early maured mutant ; B, Various leaf shape and color 
mutants(}eft center, originaD C, Dense pod c1uster D, Seed 
coat color of mutants(center, origina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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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13. RAPD band patterns of perilJa mutants derived from 
gammairradiation. 1-4 mutants ; 5, chec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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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14. Influence of nutrient deficiency on the plant height of Ilpoom 
rice variety 30 days after irradiation with different doses of 

gamma ray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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