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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   약   문

Ⅰ. 제  목

          양성자빔 이용에 의한 油菜의 신품종 개발

Ⅱ. 연구개발의 목적 및 필요성

1. 기술적 측면

   가. 油菜는 배추속(Brassica)에 속하는 1년생 또는 2년생 草本으로 유채의 종자

에는 35∼45%의 기름이 함유되어 있고 erucic acid과 glucosinolate가 없는 良質油

는 식용, salad용, biodiesel용으로, erucic acid의 함량이 높은 것은 공업용(항공기 

윤활유, 洗劑의 정화제, 화장품, 플라스틱가소제 등)으로 이용하고 있으며, 나머지 

油粕은 40% 내외의 단백질을 함유하고 있으며 필수 아미노산 lysine이 함유되어 있

어 고단백 가축사료나 비료로 이용되고 있다. 특히 이른 봄에 피는 유채꽃은 관광

자원작물과 蜜源으로서도 한몫을 하고 있는 부가가치가 높은 작물의 하나이다.

   나. 세계적인 高油價 및 에너지 자원의 고갈과 더불어 환경친화형 biodiesel의 개

발이 요구되고 있으며, 유채의 種皮를 노란색으로 개량하면 종자의 품질을 높이면

서 착유공정에서 기름의 세정과정이 단순해지고 種皮가 얇아 기름의 量이 1∼2% 

증가된다. 

   다. 돌연변이 육종은 고갈되어 가고 있는 유전자원 확보 차원에서 매우 바람직

한 접근방법의 하나이고 현재 IAEA의 보고에 따르면 이 방법에 의해 육성된 품종

만도 2,400여 품종에 이르고 있다. 국내에서도 벼, 보리, 콩, 참깨 등에서 20여 품종

이 이미 개발되어 농가에 보급한 바 있고 돌연변이 유전자원으로는 1,000여 점이 

확보되어 관련 연구기관, 시험장 등에 분양되고 있는 실정이다. 

   라. 지금까지 돌연변이 육종에서 주로 이용되고 있는 변이 유기수단으로는 감마

선, X-선, 중성자, 화학약품 등이 이용되어 왔다. 그러나 선진국의 연구결과에 의하

면 중이온 빔에 의한 돌연변이 유기효과는 감마선 또는 X-선에 비해 10배정도 높

다고 알려져 있다. 그러나 국내에서는 농작물 육종에 이용할 만한 가속기가 없어 

이 분야의 연구는 전무한 상태 다. 加速機의 국내 건설과 함께 농작물의 품종개량

에 가속기를 활용함으로서 육종산업의 발전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가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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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경제·산업적 측면

 

   가. 정부에서는 국책사업으로 전라북도 군산과 부안을 연결하는 방조제 33km를 

축조하여 40,100ha 해수면을 28,300ha의 토지와 11,300ha의 담수호로 개발하고 있으

며, 최근 환경보존문제 등으로 논란이 되고 있으나 2006년 봄 방조제의 물막이공사

가 완료되고 그 이후 대면적의 농지를 조성하고자 하는 바 2011년경 완공되는 우리

나라 최대인 새만금간척지의 활용대책이 요구되고 있다.

   나. 최근 油菜 수요증가와 더불어 유휴농지의 활용 및 방조제의 관광자원으로서 

관광산업 도로화, 친환경성 대체에너지 개발 등에 있어서 유채가 부가가치가 높은 

유망한 작물로 관심이 고조되고 있는 바 유용한 신품종의 개발이 필요하다.

   다. 돌연변이 육종기법에 의한 유채의 유용한 형질인 단간, 조숙성, 내염성, 내한

성, 無․高 erucic acid 함유품종을 선발하여 유채의 친환경성 대체에너지 개발

(Bio-diesel), 간척지 재배, 재배한계의 확대, 답리작 및 휴경지 재배, 화장품․윤활

유․식용 등 공업용 원료공급과 더불어 관광산업 자원으로의 활용은 경제, 산업적 

측면에서 의의가 크다 (Lee 등, 1993, 1997). 

   라. 국내에서는 일부 벤처기업에서 폐식용유를 수거하여 바이오디젤을 생산하여 

바이오디젤을 경유와 20∼30% 혼합하여 수도권 일부 주유소에서 판매하는 정도이

며, 일부 지방자치단체가 주축이 되어 바이오디젤의 원료인 유채재배에 나서 지역

농가의 소득증대와 휴경지 활용을 위해 노력하고 있다.

   마. 우리나라 유휴지 및 휴경지에 유채를 재배하게 될 경우, 농가소득 면에서 현

재보다 많은 도움을 줄 수 있을 것이다. 국내 대표적인 유채단지인 제주도의 경우 

유채 밭을 가꾸고 있으나 油菜油 생산을 통한 판매가 목적이 아닌 유채단지조성을 

통한 관광을 이유로 유채를 재배하고 있다. 

   바. Biodiesel 보급과 생산이 구체화되면 늘어나는 biodiesel 원료를 확충하기 위

해서는 유휴경작지와 보리대체 이모작 재배를 통한 바이오디젤 원료의 안정적인 생

산기반을 갖추어야하며 재배농가의 소득보장과 보리 대체작물로 유채를 재배하기 

위해서는 최우선적으로 파종부터 수확까지의 전 과정을 생력기계화가 이루어져야하

며, 특히 이모작(벼+유채)의 경우 후작인 유채의 수확기가 벼 재배 이앙시기가 늦어

져 벼의 수량감소를 초래하는 것을 감안할 때 유채 수확기를 앞당기기 위해서는 熟

期를 단축하면서 동시성숙성을 갖는 유채 품종의 개발이 필요하다.

   사. 종자산업은 21세기의 국가경쟁력의 새로운 원천으로 부상하고 있고 선진국

에서는 이 분야의 도약을 위하여 첨단과학산업으로 육성하고 있으며 국부의 척도를 

유전자원의 量과 質에 의하여 결정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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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 사회·문화적 측면

   가. IMF이후 국내 종묘산업은 일대 위기를 맞고 있으며 더욱이 UPOV의 가입은 

종자산업의 지적재산권 확보가 큰 문제로 대두되고 있는 바 우리나라의 실정에 맞

는 적절한 품종의 육성이 요구되고 있다.

   나. 食用으로 사용되는 식물성 oil이 그 원료라는 것에서 보여주듯이 바이오디젤 

성분에는 석유계 경유에 포함되어 있는 발암성 방향족 benzen系 고분자가 거의 포

함되어 있지 않으며, 따라서 인체에 무해하고, 자연계에서 28일 경과 시 77% 이상 

분해되는 특징을 가지고 있다.

   다. 油菜는 꽃이 노랑색이고 타 십자화과보다 꽃이 크며 탐스럽기 때문에 관상

용으로 관광자원이 가능하며, 꿀과 화분이 많아서 꿀벌의 蜜源으로 활용가치가 있

고, 추대 후 莖葉을 粗飼料, 쌈추 및 김치재료로도 이용하고 있다.

   라. 앞으로 계속 될 농산물의 수입개방 등은 우리 농촌사회의 열악한 경쟁력으

로 인해 脫농촌화와 유휴지 확대 등을 가속시켜 심각한 사회문제를 야기할 것이다. 

그러한 점에서 겨울철 유휴지 활용을 통한 油菜油 생산사업은 농가소득의 향상으로 

농촌사회의 균형발전에 도움을 줄 수 있다. 그리고 부가적으로 유채단지 조성을 통

한 농촌의 경관개선으로 관광산업으로의 연결도 가능하여 농촌의 경쟁력 향상에 일

조할 것이다. 또한 가공된 油菜油를 사용해 만들어 질 친환경 에너지 바이오디젤을 

생산함으로써 환경개선 효과는 물론 안정적인 연료공급 기반을 구축함으로써 과도

한 해외 에너지 의존도를 탈피하고 국제유가 변동에 따른 국내 경기 향을 완화시

켜 국가 경쟁력 향상으로 이어갈 수 있을 것이다 (Lee, 1997). 

Ⅲ. 연구개발의 내용 및 범위

 1. 최종 연구개발의 내용

 가. 油菜의 有用 돌연변이 유전자원 30여 계통 확보

     목표형질: 短稈, 早熟, 내염성, 내한성, 高油脂, 種皮色 변이계통 등

 나. 유채의 돌연변이 육종을 위한 양성자가속기이용 기술체계 확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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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 당해년도 연구개발의 내용

 가. M1세대 육성을 위한 양이온빔의 감수성을 조사하여 최적선량 결정

 나. M1세대 根端細胞의 체세포분열 시 염색체 異常의 종류 및 빈도 조사

 다. M1세대의 형태적 변이 양상 조사

 라. M1세대 育成

 3. 당해년도 연구개발의 범위

   가. 유채 3품종의 종자에 대한 처리선량별 감수성 조사

   나. 체세포분열시 염색체 이상의 종류 및 빈도조사 

   다. 양이온빔과 감마선 처리에 따른 생장반응과 감수성 차이의 비교

   라. 각 품종별로 3,000여 개체 육성

Ⅳ. 연구개발결과

   본 연구는 油菜에서 단간, 조숙, 내한성 등 農耕上 유용형질을 개량하여 재배면

적을 증대하고 biodiesel로 개발하고자 품종 ‘내한’, ‘한라’, ‘탐미’ 등 3품종의 종자에 

양이온빔과 감마선을 100∼2,000 Gy 수준으로 처리하여 M1세대에서 나타나는 발아

율, 出現率, 염색체 이상 등 감수성 조사와 형태적 변이체의 출현에 대하여 조사하

다.

   발아율과 출현율은 線種과 線量 그리고 품종에 향을 미치지 않아 98∼100%를 

보 다. 파종 7주일 후의 생존율 조사에서도 1,000 Gy까지는 유의성이 없었고 1,50

0∼2,000 Gy에서는 39.5∼69.5%로 현저하게 감소하 다. 파종 3주일 후의 자엽장, 

자엽면적 및 하배축장은 3품종 공히 양성자와 감마선 처리구 모두 선량증가에 따라 

고도의 유의차로 감소하 는데 ‘내한’, ‘한라’, ‘탐미’ 순으로 예민한 반응을 보 다. 

한편 ‘탐미’ 품종 양성자 처리구의 子葉 길이와 면적에서는 100∼200 Gy 처리구가 

무처리구에 비하여 증가되는 hormesis현상이 나타났다. 이와 같은 현상은 파종 3∼

4주일 후의 지상부 생체중에서도 비슷한 결과를 보 다.    

   파종 1개월 후의 엽면적, 本葉의 數, 자엽의 엽록소 함량에서도 線種에 관여하지 

않고 선량증가에 따라 고도의 유의차로 감소하 으며 엽면적의 50% 이상 감소선량

은 양성자 처리구에서는 ‘내한’이 600 Gy, ‘탐미’와 ‘한라’는 1,000 Gy로 나타났고, 

감마선 처리구는 ‘탐미’ 400 Gy, ‘내한’과 ‘한라’는 1,000 Gy로 높게 나타났다. 本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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數는 무처리 및 저선량구는 2.3매 내외이었으나 1,500 Gy 이상 고선량구는 子葉만 

전개되었을 뿐 本葉이 거의 출현하지 않았다. 자엽의 엽록소 함량을 측정한 결과 

800 Gy 이상 고선량구는 파종 1개월 후 거의 황화되었으며 특히 ‘탐미’ 품종에서 

황화정도가 빨랐다. 生體重은 지상부가 지하부에 비하여 강하 고 50% 이상 감소선

량은 엽면적과 같이 ‘내한’ 600 Gy, ‘탐미’와 ‘한라’는 1,000 Gy로 나타났다.

   根端細胞 염색체의 數的 및 형태적 이상을 조사하 던바 대부분 정상인 2n=38개 

이었으나 chromosome fragment와 bridge의 발생에 의하여 2n=38±1∼4인 세포도 

관찰되었고 양성자 처리에서는 1,500 Gy 이상에서 數的 변이가 발생하여 2,000 Gy

에서는 변이폭이 심하 다. 감마선 처리구는 1,000 Gy부터 선량증가에 따라 변이폭

이 증대하 다.

   형태적인 변이체는 3품종 공히 陽性子와 감마선 처리구의 100 Gy 저선량구부터 

1,000 Gy 고선량구까지 엽록소 결핍인 chimaera와 화판의 크기가 작은 畸形花, 불

임, 短稈, 異常 莖, 농록색 잎, 縮葉  등 변이개체가 출현되었다.

   양성자와 감마선 저선량구인 100∼400 Gy 처리에서는 hormesis 현상이 나타났

으며, M1세대에 공시한 양성자와 감마선 처리구의 개체 수는 ‘내한’ 품종이 3,130 

개체, ‘탐미’ 3,224 개체, ‘한라’ 3,248 개체 이었다.  

   

Ⅴ. 연구개발결과의 활용계획

   1. 새로운 돌연변이 유전자원은 유전공학기술 발전에 기여할 귀중한 소재가 

되고, 유채 신품종육종의 교배모본으로 활용한다.

   2. 본 연구에서 얻어진 각종 短稈, 조숙, 耐災害性 등 유용형질이 개량된 신

품종은 농촌진흥청에 유전자원으로 등록하거나, 품종으로 직접 이용할 수 있는 

변이체는 고정하여 농림부 국립종자관리소에 등록하고 原種을 생산하여 농가에 

보급하는 체계를 갖춘다.

   3. 신개간지, 유휴농지 등에 재배하므로서 관광자원으로서 높은 부가가치를 

가지며, 수확된 種實은 biodiesel을 생산하여 친환경성 에너지로 보급되고, 화장

품 원료. 식용, 공업용 油脂를 제공하며, 油菜粕은 사료로 재활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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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 U M M A R Y

   This experiment was carried out by irradiation the proton ion beam and 

gamma-ray at level 100 to 2,000 Gy on dry seeds of 3 varieties, 'Naehan', 

'Hanla' and 'Tammi' to increase the cultivation area and develope for biodiesel 

in rape (Brassica napus) and checked the radiosensitivity test including 

germination rate, emergence rate and chromosome aberration and the occurrence 

of morphological mutant in M1 generation.

   The germination rate and emergence rate were 98∼100% because they had 

no relation with radiation source, dosage and variety. There was no significance 

in survival rate up to 1,000 Gy dosage after sowing of 7 days and remarkably 

reduced from 39.5 to 69.6% at 1,500 to 2,000 Gy dosage. The length and area of 

cotyledon, and hypocotyl length were highly reduced with significance by 

increasing dosage of proton ion and gamma-irradiation in all 3 varieties and 

showed the sensitive responses on 'Naehan', 'Hanla' and 'Tammi' in order. By 

the way, there was a radiation hormesis in 'Tammi' by increasing the length 

and area of cotyledon in the proton ion treatment at 100∼200 Gy dosage 

compared to the control (no treatment). With the same effect, it had the similar 

results in the fresh weight of above-aerial parts in 3∼4 weeks after sowing.

   They were highly reduced with significance according to increasing radiation 

dosage in leaf area, number of true leaf and chlorophyll content in cotyledon 

regardless of radiation source and the leaf area was reduced to 50% in 'Naehan' 

at 600 Gy and 'Tammi' at 1,000 Gy by the proton ion treatment and reduced in 

'Tammi' at 400 Gy, both 'Naehan' and 'Hanla' at 1,000 Gy by the gamma-ray 

irradiation. There was about 2.3 true leaves in the low level of dosage and the 

control while the true leaf in the high level of dosage over 1,500 Gy rarely 

emerged and opened the cotyledon only. The chlorophyll content in cotyledon 

was measured and almost showed chlorosis at the high level of dosage over 800 

Gy after sowing of 1 month and particularly, the chlorosis of 'Tammi' was 

proceeded rapidly. Such as the result of leaf area, the fresh weight was reduced 

over 50% in 'Naehan' at 600 Gy,  both 'Tammi' and 'Hanla' at 1,000 Gy and 

stronger in the above-aerial part than in the underground part.

   The change in chromosome number and morphological mutation wer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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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hecked in the root tip cells and generally had 2n=38 in chromosome number 

and showed 2n=38±1 to 4 by the fragment and bridge occurrence. It had some 

change in chromosome number by irradiating over 1,500 Gy dosage in the 

proton ion and the variation was severe at 2,000 Gy. The variation range was 

larger by increasing dosage from 1,000 Gy in the gamma-irradiation.

   The morphological mutants were occurred with some symptoms such as 

chimaera, chlorophyll deficiency and malformed flower of small petal size, 

sterility, short and abnormal stem, deep green leaf and leaf curl by irradiating 

the proton ion and gamma-ray from low level of dosage at 100 Gy to high level 

of dosage at 1,000 Gy in all 3 varieties .

   It showed a radiation hormesis in the low level of dosage at 100 to 400 Gy 

by treating the proton ion and gamma-ray and the tested plant number 

irradiated by the proton ion and gamma-ray in M1 generation was 3,130 plants 

in 'Naehan', 3,224 plants in 'Tammi' and 3,248 plants in 'Hanl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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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1 장  연구개발과제의 개요 

 제 1 절  연구개발의 목적 및 필요성

 1. 연구개발의 경제·사회·기술적 중요성

  가. 기술적 측면

    1) 油菜는 배추속(Brassica)에 속하는 1년생 또는 2년생 草本으로 유채의 종자

에는 35∼45%의 기름이 함유되어 있고 erucic acid과 glucosinolate가 없는 良質油

는 식용, 샐러드용, biodiesel용으로, 에루진산의 함량이 높은 것은 공업용(항공기 윤

활유, 洗劑의 정화제, 화장품, 플라스틱가소제 등)으로 이용하고 있으며, 나머지 油

粕은 40%정도의 단백질을 함유하고 있으며 필수 아미노산 lysine이 함유되어 있어 

고단백 가축사료나 비료로 이용되고 있다.  특히 이른 봄에 피는 유채꽃은 관광자

원작물과 蜜源으로서도 한몫을 하고 있는 부가가치가 높은 작물의 하나이다.

   2) 세계적인 高유가 및 에너지 자원의 고갈과 더불어 환경친화형 바이오디젤의 개

발이 요구되고 있으며, 유채의 종피를 노란색으로 개량하면 종자의 품질을 높이면서 

착유공정에서 기름의 세정과정이 단순해지고 種皮가 얇아 기름 量을 1∼2% 증가된다. 

   3) 유채의 窄油率 증가와 그에 따른 부산물의 품질 향상을 통한 경제성 제고와 

친환경 유기용제를 통한 착유공정 과정에서 수반되는 위험성을 제거하여 사람과 가

축들에게 양질의 가치 있는 기름과 粕을 제공하는 기술 개발의 필요성이 절실하다.

   4) 돌연변이 육종은 고갈되어 가고 있는 유전자원 확보 차원에서 매우 바람직한 

접근 방법의 하나이고 현재 IAEA의 보고에 따르면 이 방법에 의해 육성된 품종만

도 2,400여 품종에 이르고 있다.  국내에서도 벼, 보리, 콩, 참깨 등에서 20여 품종

이 이미 개발되어 농가에 보급한 바 있고 돌연변이 유전자원으로는 1,000여 점이 

확보되어 관련 연구기관, 시험장 등에 분양되고 있는 실정이다 (Lee 등, 1993). 

   5) 지금까지 돌연변이 육종에서 주로 이용되고 있는 돌연변이 유기수단으로는 

감마선, X-선, 中性子, 화학약품 등이 이용되어 왔다. 그러나 선진국의 연구 결과에 

의하면 중이온 빔에 의한 돌연변이 유기효과는 감마선 또는 X-선에 비해 10배정도 

높다고 알려져 있다. 그러나 국내에서는 농작물 육종에 이용할 만한 가속기가 없어 

이 분야의 연구는 전무한 상태 다.  가속기의 국내 건설과 함께 농작물의 품종개

량에 加速機를 활용함으로서 육종산업의 발전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가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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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경제·산업적 측면

   1) 정부에서는 국책사업으로 전라북도 군산과 부안을 연결하는 방조제 33km를 

축조하여 40,100ha 海水面을 28,300ha의 토지와 11,300ha의 淡水湖로 개발하고 있다.

   2) 최근 환경보존문제 등으로 논란이 되고 있으나 이 사업이 계속 공사가 진행되

고 잇는 바 2011년경 완공된 후 우리나라 최대인 새만금간척지의 활용대책이 요구되

고 있다.

   3) 최근 유채 수요증가와 더불어 농지의 활용 및 防潮堤의 관광자원으로서 관광

산업 도로화, 친환경성 대체에너지 개발 등에 있어서 유채가 부가가치가 높은 유망

한 작물로 관심이 고조되고 있는 바 유용한 신품종의 개발이 필요하다.

   4) 돌연변이 육종기법에 의한 유채의 유용한 형질인 短稈, 조숙성, 내염성, 내한

성, 無․高 erucic acid 함유품종을 선발하여 유채의 친환경성 대체에너지 개발

(Bio-diesel), 간척지 재배, 재배한계의 확대, 답리작 및 휴경지 재배, 화장품․윤활

유․식용 등 공업용 원료공급과 더불어 관광산업 자원으로의 활용은 경제, 산업적 

측면에서 의의가 크다 (Heu, 1993; Kwon, 1981; Lee 1990). 

   5) Biodiesel이나 ethanol의 가격경쟁성을 확보할 수 있는 특단의 지원 정책 없이

는 친환경적 바이오연료의 보급은 불가능하며 각종 기술개발은 농지에서 생산량 증

대를 위한 농업생산기술과 유전공학 관련 기술을 촉진시키고 있다.

   6) 국내에서는 일부 벤처기업에서 폐식용유를 수거하여 바이오디젤을 생산하여 

바이오디젤을 경유와 20∼30% 혼합하여 수도권 일부 주유소에서 판매하는 정도이

며, 일부 지방자치단체가 주축이 되어 바이오디젤의 원료인 유채재배에 나서 지역

농가의 소득증대와 휴경지 활용을 위해 노력하고 있음.

   7) 최근 대체에너지의 필요성과 함께 油菜油 등 식물성 oil을 이용해 차량 연료

를 생산하는 biodiesel 업체가 성장하고 있으나 biodiesel의 원료물질로 사용되는 식

물성 oil을 해외로부터 전량 수입에 의존하고 있어 생산업체에서는 국내 농가를 통

해 원료물질인 유채유 등을 안정적으로 확보 및 구매하는 움직임이 있다.

   8) 유채를 biodiesel 원료로 재배할 경우 현재 국내에서 개발된 유채 품종의 수

량성은 398kg/10a(농가실증시험)로 EU국가들의 300kg보다 높기 때문에 biodiesel 

생산 단가를 책정하는데 유리하다.

   9) 우리나라 유휴지 및 휴경지에 유채를 재배하게 될 경우, 농가소득 면에서 현

재보다 많은 도움을 줄 수 있을 것이다. 국내 대표적인 유채단지인 제주도의 경우 

유채 밭을 가꾸고 있으나 油菜油 생산을 통한 판매가 목적이 아닌 유채단지조성을 

통한 관광을 이유로 유채를 재배하고 있다 (Lee, 199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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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0) Biodiesel 보급과 생산이 구체화되면 늘어나는 biodiesel 원료를 확충하기 위

해서는 유휴경작지와 보리대체 이모작 재배를 통한 biodiesel 원료의 안정적인 생산 

기반을 갖추어야하며 재배농가의 소득보장과 보리대체 작물로 유채를 재배하기 위

해서는 최우선적으로 파종부터 수확까지의 전 과정을 생력기계화가 이루어져야하

며, 특히 이모작(벼+유채)의 경우 후작인 유채의 수확기가 벼 재배 이앙시기가 늦어

져 벼의 수량감소를 초래하는 것을 감안하여 유채 수확기를 앞당기기 위해서는 숙

기를 단축하면서 동시성숙성을 갖는 유채 품종의 개발이 필요하다 (Baek 등, 2005).

   11) 노란색 種皮 유채 개발은 기름함량 증가 (1∼2%), 착유과정에서 기름의 세

정단계 생략 등에 유리하며, 油菜粕의 단백질의 비율을 높이고 소화에너지를 증가

시켜, 大豆粕과 비교하여 경쟁력을 갖는데도 기여할 수 있다.

   12) 종자산업은 21세기의 국가경쟁력의 새로운 원천으로 부상하고 있고 선진국

에서는 이 분야의 도약을 위하여 첨단과학산업으로 육성하고 있으며 國富의 척도를 

유전자원의 量과 質에 의하여 결정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Harn, 1975; Lee, 

1990, Lee 등, 1996; Ree, 1972). 

  다. 사회·문화적 측면

   1) IMF이후 국내 종묘산업은 일대 위기를 맞고 있으며 더욱이 UPOV의 가입은 

종자산업의 지적재산권 확보가 큰 문제로 대두되고 있는 바 우리나라의 실정에 맞

는 적절한 품종의 육성이 요구되고 있다 (Lee 등, 1993, 1995).

   2) Biodiesel의 청정성은 여러 경로를 통하여 충분하게 입증되어 왔다. 식용으로 

사용되는 식물성 oil이 그 원료라는 것에서 보여주듯이 biodiesel 성분에는 石油系 

輕油에 포함되어 있는 발암성 방향족 benzen系 고분자가 거의 포함되어 있지 않으

며, 따라서 인체에 무해하며, 자연계에서 28일 경과 시 77% 이상 분해되는 특징을 

가지고 있다.

   3) 유채는 꽃이 노랑색이고 타 十字花科 식물보다 꽃이 크며 탐스럽기 때문에 

관상용으로 관광자원이 가능하며, 꿀과 花粉이 많아서 꿀벌의 원으로 활용가치가 

있고, 추대 후 莖葉을 조사료, 쌈추 및 김치재료로도 이용하고 있다.

   4) 앞으로 계속 될 농산물의 수입개방 등은 우리 농촌사회의 열악한 경쟁력으로 

인해 脫농촌화와 유휴지 확대 등을 가속시켜 심각한 사회문제를 야기할 것이다. 그

러한 점에서 겨울철 유휴지 활용을 통한 油菜油 생산 사업은 농가 소득의 향상으로 

농촌사회의 균형발전에 도움을 줄 것이다. 그리고 부가적으로 유채단지 조성을 통

한 농촌의 경관개선으로 관광산업으로의 연결도 가능하여 농촌의 경쟁력 향상에 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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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할 것이다. 또한 가공된 油菜油를 사용해 만들어 질 친환경 에너지 biodiesel을 생

산함으로써 환경개선 효과는 물론 안정적인 연료공급 기반을 구축함으로써 과도한 

해외 에너지 의존도를 탈피하고 국제유가 변동에 따른 국내 경기 향을 완화시켜 

국가 경쟁력 향상으로 이어갈 수 있을 것이다. 

제 2 절  연구개발의 범위

 

 제 1차년도 (2005년)

  1. 유채 3품종종자에 양이온빔과 감마선을 선량별로 처리하여 발아, 생장, 등 방  

    사선의 감수성에 미치는 효과를 구명하고 변이특성을 조사한다.

  2. 根端細胞의 數的 및 형태적 염색체 異常을 조사하고 감수성을 비교한다.

  3. 양이온빔과 감마선의 효과를 비교, 분석한다.

  4. M1세대를 육성하고 포장관찰과 생장상태를 조사한다.

 제 2차년도 (2006년)

  1. 돌연변이체를 개체별로 선발하고 후대에 공시할 종자를 확보한다.

  2. 선발된 변이체의 염색체 이상을 數的 및 형태적으로 조사한다.

  3. 단간, 조숙, 내한성, 불임성 등 생리․형태적 변이체를 선발한다.

  4. M2세대를 온실과 포장에서 육성하고 포장의 생육상태를 조사, 선발한다.

 제 3차년도 (2007년)

  1. 유용한 돌연변이 개체를 온실과 포장에 M3세대로 공시하여 계통별로 육성, 재  

    선발하고 후대에 고정할 종자를 확보한다.

  2. 선발된 변이체의 염색체 이상을 數的 및 형태적으로 조사한다.

  3. 선발된 변이체의 형질별 분리비를 산출하여 유전양식을 구명한다.

  4. M3세대를 육성하고 생장상태를 圃場 관찰하여 有用한 변이체를 선발하여 후대  

    에 공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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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2 장  국내 ․ 외 기술개발 현황

 제 1 절  국외 기술개발 현황

   1. EU는 바이오연료 중 bioethanol의 비중이 매우 높은 미국과 달리 수송용 바

이오연료 중 biodiesel 점유율(52%)이 바이오에탄올 보다 조금 높고 2010년까지 장

기 보급 목표에서도 동일한 경향을 보이는데, 이 바이오디젤의 보급이 활성화한 것

은 모든 석유계 연료에 대해 석유세를 부과하여 경유 판매가격을 바이오디젤 보다 

약 10% 높게 책정되도록 한 EU 국가들의 정책적 지원이 가장 중요한 원동력이 되

고 있다.

   2. 중국, 우크라이나, 러시아, 캐나다, 호주, 남미 등 광활한 유휴지를 고려할 경

우, 매년 재생산하여 얻어지는 식물성오일의 양은 현재의 경유를 상당량 대체할 수 

있는 바이오디젤에 전용할 수 있다. 이러한 관점에서, 유럽의 경우 2010년까지 전체 

경유의 12%와 미국의 경우 2020년까지 20%를 대체하려는 전략은 큰 무리 없이 추

진될 것으로 생각된다.

   3. Biodiesel 생산의 선두 주자인 독일의 경우 두 가지 중요한 정책적 지원을 하

고 있는데, 농작물 경작지의 10%를 유휴지로 지정하여 비식용작물(에너지작물)을 

의무적으로 재배토록 하고 있으며, 이를 통해 바이오디젤 생산 업체들은 바이오디

젤 생산원료인 유채유를 안정적으로 공급받고 있다.

   4. 현재 전 세계적으로 biodiesel의 생산원료로 이용되는 재료는 유채 83%, 해바

라기 13%, 콩 2% 등으로 유채가 가장 중요한 바 이의 개발은 필수적이다.

   5. 미국에서는 태평양 북서쪽에서 안정한 작부체계로 농산물을 생산하기 위한 

추파 및 춘파유채의 다수성 품종, 양념류 고품질 겨자를 생산하기에 적합한 특별한 

품종, 토양 중에 식물해충의 생물학적 방제, 수질개량, 토양침식의 輕減과 바이오디

젤연료의 생물학적 소생으로서의 대체의 재원을 마련하고 건조지역의 피복작물로서 

특별히 glucosinolate함량이 높은 유채 품종을 개발하고자 연구단체를 결성하여 연

구한 결과, 추파 및 춘파유채, 춘파겨자 재배는 토양침식을 줄이고 농토의 수질을 

향상시키는 강력한 수단이 될 수 있음을 지적하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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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 2 절  국내 기술개발 현황

   1. 國內의 유채연구는 유일하게 목포시험장에서 이루어지고 있으며 雄性不稔性

을 이용한 육종체계는 세계적인 수준이다.  그러나 재배면적의 감소로 연구 분위기

가 저조한 상태이며, 제주도를 비롯한 몇 개의 지자체에서는 상춘객을 겨냥한 관광

자원으로 소규모 재배가 이루어지고 있을 뿐이다. 

   2. 농촌진흥청 작물과학원 목포시험장에서는 1968년부터 유채의 품종육종을 시

작하면서 1980년까지는 주로 유채기름을 식용으로 섭취할 때 문제가 되는 erucic 

acld을 없애고 oleic acid을 높이는 것과 粕의 가축사료로 이용에 문제가 되는 

glucosinolate 함량을 낮추는 양질품종 개량에 치중하여 고정종 다수성인 ‘유달’과 

‘노적채’를, 지방산이 개량된 ‘용당’, ‘한라’, ‘ 산’, ‘내한’, ‘탐라’, ‘탐미’ 등을 육성하

으며, 또한 수량성과 재해저항성을 높이고자 웅성불임성을 이용한 1대잡종 개발에 

주력하여 수량이 획기적으로 증수(450kg/10a 이상)되는 1대잡종(‘청풍’, ‘선망’, ‘청람’ 

등)을 개발하 다.

   3. 유채를 biodiesel 원료로 재배할 경우 현재 국내에서 개발된 유채 품종의 수량

성은 398kg/10a(농가실증시험)로 EU국가들의 300kg보다 높기 때문에 바이오디젤 

생산 단가를 책정하는데 유리하다.

   4. 국내산 油菜를 바이오디젤 원료로 공급하는 경우 예상되는 농가소득은 유채 재

배시에는 경관보존 직불제에 의한 보조금 170,000원/10a를 포함하여 290,000원/10a이

며 기타 효과로 88,000원+a (유채꿀 등 부산물)로 예상하고 있다.

   5. 우리나라에서 최초로 사용된 바이오디젤은 하남 국제 환경박람회 기간 중 油

菜油를 원료로 만든 바이오디젤을 광주 시내 청소차에 투입하여 사용한 것이다. 그

러나 이는 일부 환경단체에 의해 소규모로 생산된 것으로서 상용화로 이바지하지 

못하 다.  

   6. 현재 산업자원부에서 지정한 3개 업체에서는 biodiesel을 년간 총 120,000톤을 

생산하여 판내중에 있다. 

   7. 농촌진흥청에서도 바이오디젤 원료로 유채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2005년 10억

원/3년의 연구비를 투자하여 품종개량과 수확 기계의 개발을 목표로 목포시험장 팀

과 연구계약을 체결한 바 있다.

   8. 최근 바이오에너지 자원, 식용 및 공업용 유지, 화장품 원료, 사료 粕 뿐 아니

라 관광자원으로서 부가가치가 높게 평가되는 유채에 대한 재배면적이 증가추세에 

있으므로 농가소득을 제고시키는 대체작물로 그 전망이 밝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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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3 장  연구개발수행 내용 및 결과

 제 1 절  연구수행 방법

  1. 공시재료 : 유채품종 내한, 한라, 탐미 등 3품종의 건조종자

  2. 방사선 照射 

    가. 양이온빔 : 한국원자력의학원 보유 MC-50 Cyclotron

      1) Energy 조건 - 35.7MeV, 10∼20nA

      2) Dose rate - 1.8∼3.6 Gy/s

      3) 총 線量 - 100, 200, 400, 600, 800, 1000, 1500, 2000 Gy

    나. 감마선 : 한국원자력연구소 보유 Co
60 
조사장치 

      1) Dose rate -  1.38∼27.8 Gy/h     

      2) 총 線量 - 100, 200, 400, 600, 800, 1000, 1500, 2000 Gy

   

  3. 감수성 조사

    가. 발아율 : 방사선을 照射한 3품종의 종자를 Petri-dish에 100립씩 3반복 파종

하여 25±1℃의 growth chamber에서 조사하 다.

    나. 출현율 : 방사선을 照射한 3품종의 종자를 72공 트레이에 1립씩 3반복 파종

하여 온실에서 발아, 생장 시키면서 출현율, 子葉, 本葉 및 뿌리의 생장반응 등 감

수성을 조사하 다.

  4. 염색체 이상 조사

   방사선 처리 후 종자를 약 3시간동안 흐르는 물에 침지하여 수분을 흡수 시킨 

뒤 Petri-dish에 filter paper를 깔고 치상하여 25℃에서 發根 시켰다. 뿌리 길이가 

약 1∼2cm 자랐을 때, 뿌리 先端을 절단하여 포화 α-bromonaphtalene 용액에 2∼5

시간 전처리 하 다. 전처리 한 근단조직은 아세트알콜 용액 (1 : 3 = acetic acid : 

ethyl alchohol)에 固定하 고, 근단조직을 1% 효소액으로 37℃에서 약 1∼2시간 효

소처리하 다 (Kim과 Jang, 2000). 

   효소처리한 根端組織은 squash법으로 표본을 조제하 고, slide 표본은 

dehydration 시킨 뒤 건조 시켰다. 건조된 염색체 표본은 DAPI로 염색하여 형광현

미경하에서 관찰하거나 염색체 사진을 capture하 다. 

   한편 체세포분열 후기의 염색체 이상을 관찰하기 위하여 전처리 과정을 거치지 

않고 근단조직을 고정하여 解離시킨 후 aceto-orcein으로 염색, squash법으로 표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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을 조제하여 광학현미경하에서 검경하 다.  

 

  5. M1세대 육성  

   방사선(양성자 및 감마선) 조사 종자를 早期 개화용으로 2005년 9월 22일 72공 

트레이에 1립씩 파종하여 온실에서 생장시킨 후 本葉 4∼5매 시기인 2005년 10월 

18일 온실에 30ｘ20cm 간격으로 1주씩 처리구당 24株씩 栽植하 다.  

   한편 포장재배용으로는 2005년 10월 12일 실험포장에 비닐멀칭한 후 30ｘ20cm 

간격으로 3∼4립씩 파종하 고, 발아 후 본엽 3∼4매시에 1주씩만 남기고 솎아냈다.

   M1세대의 육성은 3품종 공히 방사선 처리구별로 250株 내외이었다.            

제 2 절  연구수행 내용 및 결과

  1. 연구내용

   가.  양성자 및 감마선에 대한 감수성 조사 

   나. 근단세포의 염색체 이상 조사

   다. M1세대의 형태적 변이 양상 조사

   라. M1세대 육성 

 2. 연구결과

  가. 양성자 및 감마선에 대한 감수성 조사

   1) 발아율, 출현율 및 생존율 : 유채 ‘내한’ 등 3품종에 양성자와 감마선을 100∼

2,000 Gy를 조사한 종자를 Petri-dish에 100립씩 3반복 파종하여 25±1℃의 생장상

에서 발아율을 조사하 던 바 파종 24시간 후부터 종피가 열개되고 30시간 후부터 

幼根이 종피를 뚫고 시장하 으며 40시간 후에는 모든 처리 구에서 발아가 완료되

었다. 선량별 발아율은 품종에 관계하지 않고 98%이상 발아하 다. 이와 같은 결과

는 발아는 종자의 胚내에 이미 분화되어 있는 幼根과 幼芽가 발아조건이 구비되면 

동시에 수분의 흡수에 의하여 세포가 신장되고 종피 밖으로 돌출됨으로서 시작되므

로 발아율에는 방사선 처리 선량간에 유의성이 없다는 기존의 보고와 일치되는 결

과 이었다 (Cheong 등, 1997; Shin 등 2005). 그러나 파종 48시간 후 조사한 생장반

응에서는 (Fig. 1과 2)  양성자 및 감마선 공히 고선량구인 1,500∼2,000 Gy 처리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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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서는 세포분열의 속도에 장해를 받아 생장량이 저조하 다. 

   파종 1주일 후의 생장량 (Fig. 3)에서 100∼400 Gy까지 低線量은 자엽의 크기도 

약간 크고 하배축의 길이가 무처리구 보다 약간 길어지는 저선량에서의 hormesis현

상이 나타났다. 그러나 600 Gy 이상의 고선량에서는 선량증가에 따라 비례적으로 

하배축의 길이가 짧아졌으며 1,500 Gy와 2,000 Gy 照射區에서는 세포분열의 장해에 

의하여 하배축이 정상적으로 신장하지 못하 다 (Hwangbo 등, 2003,2004; Kim 등, 

2005; Okamoto와 Tatara, 1995; Yoon 등, 2000). 

   방사선에 대한 여러 가지 효과가 동․식물을 대상으로 오랜 기간 연구되어 왔는

데 고선량일 경우 세포벽, 세포막 그리고 단백질 등에 향을 미치고, 효소활성, 

ethylene 생성의 증가 및 호흡의 증가 등 식물의 생리적 활성에 향을 미치는 것

으로 나타났다(Kim 등, 2002). 그러나 저수준의 이온화 방사선은 생명에 따라 필수

적 요인이라는 증거도 있으며 사람, 작물 및 가축에 대한 적정 조사선량이 논의 되

고 있다. 최근 많은 학자들에 의해 유해한 물질도 유해량 이하의 적정 농도에서는 

생물활성을 촉진하는 효과, 즉 hormesis가 인정되고 있으며 방사선도 물리적 작용

물질의 하나로서 X-선과 감마선 등에 의한 식물의 발아력 향상과 초기생육 촉진 

및 작물의 수량 증가 등이 보고되고 있다(Lee 등, 1998; Kim과 Lee, 1998). 저선량

의 방사선 조사에 의한 작물의 생육과 생장 촉진 효과 외에도 당근의 광합성과 핵

산합성 증가, 옥수수의 광합성 증대, 겨자의 호흡 및 CAT 활성 증가등도 보고된 

바 있다 (Kim 등, 2001, 2002). 본 연구에 사용된 유채의 경우도 3품종 공히 400 

Gy 이하의 저선량에서 hormesis현상이 나타난 것은 이러한 보고들이 그 이유를 뒷

받침하고 있다. 그러나 이러한 방사선 hormesis를 유도할 수 있는 선량은 개체, 환

경조건, 생리학적인 특성, 선량률에 따라 다르고 살아있는 생물체의 복잡성으로 인

해 전체 구조에 대한 물리․화학적 효과를 실험하는 것은 많은 어려움이 따르고 있다.  

   한편 照射 종자를 72공 트레이에 파종하여 출현율을 조사하 던 바 파종 3일 후 

자엽이 출현하 는데 선량이 높아질수록 출현기간이 1일 내외 지연되었을 뿐 발아

율과 동일하게 98% 이상 출현하여 유의성이 인정되지 않았다. 

   생존율에 있어서 고선량구에서는 본엽이 출현하지 못하고 자엽이 황화되어 고사

하는 개체가 4주일 후부터 나타났는데 파종 7주일 후의 조사에서 품종 ‘내한’의 경

우 양성자 1,000 Gy 처리구가 9.1%, 감마선 1,000 Gy는 13.7%가 고사하 고 양성

자 2,000 Gy구는 54.3%, 감마선 2,000 Gy는 58.3%로 증가하 다. 그러나 품종 ‘탐

미’와 ‘한라’는 두 선종 모두 1,000 Gy구는 고사개체가 전혀 없었고 1,500 Gy구부터 

31.6∼50% 고사율을 보 고 2,000 Gy 처리구에서는 생존율이 30% 내외에 불과하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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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1. Effects on the germination after 48 hrs of seed irradiated with proton ion

       (upper) and gamma-ray (under) in  B. napus cv. Naehan. Unit indicates  

       Gy.

       cv. Naehan                 cv. Tammi                   cv. Hanla

Fig. 2. Effects on the germination after 48 hrs of seed irradiated with proton ion

       upper) and gamma-ray (under) in  3 cultivars of B. napus. Left; control,  

       center; 1,500 Gy, and right; 2,000 Gy respectivel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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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3. Growth response after 1 week seeding irradiated with proton ion (P)

       and gamma-ray (γ) in  3 cultivars of B. napus. Unit indicates G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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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  생장량에 미치는 감수성 조사

   유채의 방사선 처리종자를 72공 프러그 묘판에 파종하여 3∼4주일 후 자엽장 및 

면적, 하배축장, 본엽수, 엽록소 및 지상부와 뿌리의 생체중을 측정하여 감수성을 

비교하 다.  

   子葉長에서 품종 ‘내한’의 경우 3주일 후의 조사에서 (표 1) 대조구는 4.7cm인 

반면 선량증가에 따라 감소하여 양성자 처리에서 400 Gy부터 유의적인 감소를 보

고 1,000 Gy 이상에서는 2.4cm 이하로 50% 이상 장해를 나타냈다. 감마선의 경

우 더욱 심한 장해가 나타났다.  품종 ‘탐미’와 ‘한라’에서도 비슷한 경향을 보 으나 

‘한라’ 품종의 1,500 Gy 이상 고선량구에서는 더욱 심한 장해가 나타났다. 자엽 면

적은 품종 ‘내한’에서 대조구가 6.5cm
2
인데 비하여 양성자 처리구는 100 Gy에서 약

간 증가하 으나 유의성은 보이지 않았다. 그러나 품종 ‘탐미’에서는 양성자 200 Gy

에서 대조구보다 29% 정도 커지는 경향을 보 다. 전체적으로 품종 ‘내한’과 ‘한라’

는 감마선 처리가, 품종 ‘탐미’는 양성자 처리가 장해를 적게 받았다. 

   下胚軸의 길이도 감수성의 척도로 나타났는데 ‘내한’의 경우 저선량인 100∼400 

Gy까지 약간 증가하거나 비슷한 반응을 보 고 800 Gy 이상에서 유의적인 감소를 

보 다. ‘탐미’와 ‘한라’는 400 Gy부터 유의적 감소 경향을 나타냈다. 본엽 수는 파

종 3주일 후 ‘내한’과 ‘탐미’에서 800 Gy까지는 1매정도 출현하 고 1,000 Gy 이상

에서는 거의 나타나지 않았다. 그러나 ‘한라’의 경우 600 Gy 이상에서 본엽 출현이 

되지 않아 가장 예민한 반응을 보 다. 생체중의 경우 지상부와 지하부를 나누어 

측정하 는데 품종과 선종에 따라 반응이 상이 하 다. ‘내한’의 경우 대조구와 100 

Gy는 지상부와 지하부 모두 차이가 나타나지 않았으나 200 Gy 이상에서 유의적인 

감소를 보여 양성자 1000 Gy 이상은 지상부 생체중이 50%에 미달하는 심한 장해

를 보 으며, 지상부 보다는 뿌리의 생체중에 가장 심한 장해가 나타났다. ‘탐미’는 

양성자 처리에서 100∼200 Gy는 대조구보다 더 높아 생장이 양호하게 나타났으며 

400 Gy부터 유의적인 감소를 보 다. 생체중에서는 3품종 공히 양성자 처리와 감마

선 처리가 선량증가에 따라 비슷한 감수성을 보 으나 뿌리의 무게에서 ‘내한’과 

‘한라’는 선량증가에 따라 감소 폭이 컸고 ‘탐미’에서는 그 경향이 둔한 반응을 보

다 (Im 등, 1969).     

   파종 1개월 후에는 자엽을 포함한 엽면적, 본엽 數, 엽록소 농도, 지상부와 지하

부의 생체중을 감수성의 척도로 측정하 다 (표 2). 엽면적은 3품종 중 ‘한라’가 가

장 향을 적게 받았고 ‘내한’과 ‘탐미’는 선량 증가에 따라 감소 폭이 크게 나타났

으며 ‘한라’는 선종에 따라 비슷한 경향을 보 으나 ‘내한’은 양성자 처리가 ‘탐미’는 

감마선 처리가 더욱 장해가 심하게 나타나는 상이한 반응을 보 다. 엽록소 함량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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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라’는 800 Gy까지 비슷한 정도를 유지하 으나 ‘내한’은 600 Gy, ‘탐미’는 800 

Gy부터 대조구의 50% 이하를 보 고 양성자 보다 감마선 처리가 황화정도가 빨랐

다(Fig. 4). 본엽수는 세 품종 공히 600∼800 Gy까지는 비슷하 으나 그 이상의 선

량에서는 심한 감소를 보 고 1,500 Gy 이상에서는 거의 나타나지 않았다. 생체중

에서 ‘내한’과 ‘한라’는 선량이 증가하면서 비례적인 감소 경향이었으나 ‘탐미’에서는 

100∼200 Gy에서 대조구보다 증가하여 저선량 조사의 촉진효과인 hormesis를 나타

냈다 (Fig. 5). 이와 같은 저선량에서의 식물의 발아력 향상과 초기생육 촉진 및 작

물의 수량 증가 등 hormesis 현상은 방사선의 물리적 작용물질의 하나로서 X-선과 

감마선 등에 의한 이 보고되고 있는데(Lee 등, 1998; Kim과 Lee, 1998). 저선량의 

방사선 조사에 의한 작물의 생육과 생장 촉진 효과 외에도 당근의 광합성과 핵산합

성 증가, 옥수수의 광합성 증대, 겨자의 호흡 및 CAT 활성 증가등도 보고된 바 있

다 (Kim 등, 2001, 2002). 

   전체적으로 幼苗期의 생장에서 감수성이 1,000 Gy 이상은 50% 이상 감소하는 

심한 장해를 나타냈는 바 육종에 효율적인 선량은 1,000 Gy 이하에서 이루어져야 

하겠다. 

Fig. 4. Growth response of seedling after 1 month sowing in 3 cultivars of B.   

       napus.  From left to right; control, 100, 200, 400, 600, 800, 1,000, 1,500    

       and 2,000 G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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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1. Response of radiosensitivity irradiated with proton and gamma-ray on  

         the seedling growth after 3 weeks sowing in 3 cultivars of B. napus. 

                                                                  (cv. Naehan) 

                                                                        

                                                                         (cv. Tammi)  

Treat

(Gy)

Length of 

cotyledon

(㎝)

Cotyledon

area

(㎠)

Length of 

hypocotyl

(㎝)

No. of 

true leaf

Fresh weight 

of top land

(㎎/plant)

Fresh weight 

of root

(㎎/plant)

P γ P γ P γ P γ P γ P γ

   0 4.4 b 4.4 a 6.3 b 6.3 a  4.7 a 4.7 a 1.3 a  1.3 a 403 b  403 a 206 b  206 a 

 100 4.5 ab 4.6 a 6.9 b 6.3 a  4.9 a 4.5 a 1.4 a  1.5 a 423 b  411 a 207 b  175 ab

 200 4.8 a 3.9 b 8.1 a 5.5 abc 4.8 a 3.9 b 1.4 a  1.4 a 499 a  330 b 280 a  175 ab

 400 4.0 c  3.6 b 5.7 c 4.8 cd 3.8 b 4.0 b 1.3 a  1.0 b 340 c  285 c 253 a  148 b 

 600 3.4 d 3.3 c 5.2 c 4.3 d  3.7 b 4.0 b 0.9 b  0.6 c 271 d  261 c 172 bcd 108 cd

 800 3.4 d 3.7 b 5.6 c 5.9 ab 3.5 bc 3.5 bc 0.7 c  1.0 b 293 cd 346 b 157 cd 159 b 

1000 3.3 d 3.3 c 5.5 c 4.7 cd 3.5 bc 3.7 b 0.5 cd 0.6 c 300 cd 275 c 191 bc 113 c 

1500 2.7 e  2.9 d 4.2 d 5.2 bc 3.1 cd 3.2 c 0.3 d  0.1 d 291 cd 275 c 136 d  79 d 

2000 1.6 f  1.9 e 2.9 e 2.9 e  2.8 d 2.6 d 0.0 e  0.0 d 138 e  170 d   8 e   23 e

  

                                                                      (cv. Hanla) 

Treat

 (Gy)

Length of 

cotyledon

(㎝)

Cotyledon

area

(㎠)

Length of 

hypocotyl

(㎝)

No. of 

true leaf

Fresh weight 

of top land

(㎎/plant)

Fresh weight 

of root

(㎎/plant)

P γ P γ P γ P γ P γ P γ

0    4.4 a  4.4 a 5.9 a 5.9 a  3.9 a 3.9 a  1.0 ab 1.0 ab 405 a 405 a 175 a  175 a

100 3.6 c  4.2 a 4.4 cd 4.9 b  3.8 ab 3.4 b  0.9 ab 1.2 a 299 bc 355 b 166 a  125 b

200 3.8 bc 3.7 c 5.0 b 4.1 cd 3.7 ab 3.4 b  1.2 a 0.8 bc 332 b 267 c 165 a  110 b

400 4.0 b  4.0 b 4.8 bc 4.9 b  3.5 b 3.1 bc 0.7 b 0.7 bc 311 bc 347 b 123 b  120 b

600 3.7 bc 3.8 c 4.3 d 4.9 b  3.2 c 3.1 cd 0.7 b 0.4 cd 295 c 332 b  97 bc 104 b

800 3.0 d  3.7 c 3.5 e  4.3 c  3.1 c 2.8 cd 0.1 c 0.2 d 237 d 279 c  71 cd 110 b

1000 3.0 d 3.2 d 3.7 e  3.9 d  3.0 c 2.8 d  0.0 c 0.1 d 231 d 260 c  47 d   67 c

1500 1.2 e  1.3 e 1.2 f  1.3 e  2.6 d 2.1 e  0.0 c 0.0 d  89 e  75 d   7 e   3 d

2000 1.1 e  1.3 e 1.5 f  1.5 e  2.4 d 2.2 e  0.0 c 0.0 d  81 e  83 d   7 e    5 d

* P indicates proton ion, and γ indicates gamma-ray.

Treat

(Gy)

Length of 

cotyledon

(㎝)

Cotyledon

area

(㎠)

Length of 

hypocotyl

(㎝)

No. of 

true leaf

Fresh weight 

of top land

(㎎/plant)

Fresh weight 

of root

(㎎/plant)

P γ P γ P γ P γ P γ P γ

   0 4.7 a 4.7 a  6.5 a 6.5 a 3.5 ab 3.5 bc 1.3 a 1.3 a 403 a 403 a 163 b 163 a 

 100 4.8 a 4.5 ab 6.8 a 5.9 ab 3.9 a 4.2 a 1.1 ab 1.1 b 402 a 406 a 239 a 161 a 

 200 4.6 a 4.2 bc 5.8 b 5.7 bc 3.8 a 4.1 a 1.2 ab 1.0 b 399 a 353 b 112 b  66 bc

 400 4.2 b 3.9 cd 4.3 c 5.2 bc 3.5 ab 3.8 ab 1.1 ab 1.0 b 351 b 343 b 110 b  82 bc

 600 3.4 c 3.9 cd 3.7 d 5.3 bc 3.5 ab 3.4 c 1.0 b 0.9 bc 278 c 337 b  47 c  87 b 

 800 2.9 d 3.6 d  3.5 de 5.1 c 3.1 bcd 3.5 bc 0.7 c 0.9 bc 248 c 317 bc  39 c  57 c 

1000 2.4 e 3.6 d  3.0 e 4.9 c 3.2 bc 3.2 c 0.1 d 0.8 c 193 d 295 c  17 c  64 bc

1500 2.4 e 1.6 e  2.9 e 2.3 d 2.7 d 2.5 d 0.2 d 0.0 d 185 d 131 d  17 c   9 d 

2000 1.7 f 1.5 e  2.0 f 2.5 d 2.8 cd 2.4 d 0.0 d 0.0 d 121 e 118 d   2 c   5 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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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2. Response of radiosensitivity irradiated with proton and gamma-ray on  

         the seedling growth after 1 month sowing in 3 cultivars of B. napus. 

                                                                 (cv. Naehan) 

Treat

  (Gy)

Leaf

area

(㎠)

Chlorophyll

content

No. of 

true leaf

Fresh weight 

of top land

(㎎/plant)

Fresh weight 

of root

(㎎/plant)

P γ P γ P γ P γ P γ

0 19.1 a 19.1 a  25.4 a 25.4 a 2.4 a 2.4 a 840 a 840 a 418 a 418 a

100 17.3 b 15.7 b  24.7 a 22.8 b 2.2 ab 2.0 b 814 ab 653 b 351 b 447 a

200 16.5 b 16.0 b  24.2 a 22.3 b 2.1 ab 2.1 b 746 bc 668 b 322 b 431 a

400 14.5 c 14.2 bc 20.6 b 17.1 c 2.0 b 2.1 b 712 c 601 bc 273 c 261 b

600 12.3 d 11.3 d  10.1 c 15.1 c 2.0 b 2.1 b 625 d 571 bc 136 d 321 b

800  6.5 f 13.6 c   9.1 c 10.2 d 1.5 c 1.9 bc 382 f  535 bc  49 e 161 c

1000  8.9 e 11.5 d   5.9 d  7.2 e 2.1 ab 1.8 c 539 e 487 c 123 d 123 c

1500  4.9 g  2.7 e   3.4 e  2.9 f 1.4 c 0.0 d 342 f  162 d  28 ef   5 d

2000  2.6 h  1.8 e   2.9 e  4.3 f 0.3 d 0.0 d 106 g 106 d   7 f    4 d

                                                                       (cv. Tammi) 

Treat

 (Gy)

Leaf

area

(㎠)

Chlorophyll

content

No. of 

true leaf

Fresh weight 

of top land

(㎎/plant)

Fresh weight 

of root

(㎎/plant)

P γ P γ P γ P γ P γ

0 16.2 b 16.2 b 26.0 ab 26.0 a 2.4 abc 2.4 a  777 b 777 b 333 ab 333 b

100 17.9 b 18.0 a 27.0 a 26.2 a 2.6 ab  2.6 a  926 a 895 a 285 ab 399 a

200 20.4 a 10.2 c 27.1 a 18.2 b 2.7 a 2.1 b 1032 a 519 c 253 ab 302 b

400 16.7 b  7.2 d 27.7 a 13.9 c 2.5 abc 2.0 bc  802 b 350 d 487 a  231 c

600 12.5 c  6.9 de 24.6 b  7.9 d 2.1 cd 1.8 bc  601 c 338 d 166 b  183 c

800 10.6 d  6.6 de 12.7 c  6.4 d 2.2 bcd 1.7 c  546 c 400 d 141 b  192 c

1000 10.3 d  6.5 de  4.7 d  2.1 e 1.9 d 2.0 bc  516 c 330 d 202 ab 187 c

1500  6.5 e  5.7 e  -  1.9 e 1.3 e 1.4 d  279 d 350 d  87 b   83 d

2000  3.5 f  2.7 f  -  2.4 e 0.8 f 0.3 e  259 d 217 e  39 b   22 e

                                                                         (cv. Hanla)

Treat

(Gy)

Leaf

area

(㎠)

Chlorophyll

content

No. of 

true leaf

Fresh weight 

of top land

(㎎/plant)

Fresh weight 

of root

(㎎/plant)

P γ P γ P γ P γ P γ

0 11.8 a  11.8 ab 23.9 bc 23.9 c  2.2 a   2.2 b 575 b 575 bc 430 a 430 a 

100 10.4 ab 12.7 a 25.8 ab 25.9 bc 2.1 ab  2.5 a 513 bcd 693 a 337 bc 328 b 

200 11.3 a  12.0 ab 25.6 ab 28.0 ab 2.1 ab  2.1 bc 559 bc 632 abc 390 ab 255 c 

400 10.4 ab 10.5 d 29.0 a  27.7 ab 2.0 abc 2.0 bc 551 bc 551 c 311 c 247 c 

600 11.8 a  11.5 bc 26.3 ab 29.0 a  2.1 a   2.0 bc 666 a 689 a 279 c 195 cd

800  8.7 c  10.7 cd 21.1 cd 24.1 c  1.7 c   2.0 bc 463 d 657 ab 170 d 173 d 

1000  9.1 bc  9.4 e 17.9 d  21.1 d  1.8 bc  1.9 c 491 cd 573 bc 130 d 107 e 

1500  1.7 d   1.9 f  6.0 e   7.2 e  0.0 d   0.0 d 114 e  98 d   8 e   6  f 

2000  2.1 d   1.7 f  6.5 e   6.3 e  0.0 d   0.0 d 125 e 107 d   8 e   7  f 

 * P indicates proton ion, and γ indicates gamma-ra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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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5. Growth response according to irradiated with proton and gamma-ray on  

       the seedling growth after 1 month sowing in 3 cultivars of B. napus.  

내한

한라

탐미

Proton Gamma-ray

내한

한라

탐미

Proton Gamma-ra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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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 根端細胞의 염색체 異常 조사

   유채 (B. napus, 2n=38)의 염색체는 20개의 B. rapa 염색체와 18개의 B. 

oleracea 염색체로 구성되어 있다. 일반 염색법으로는 두 genome의 염색체를 구분

하기가 어렵지만 염색체의 모양이나 길이로서 전체적인 구분이 가능하다. 그러나 

이러한 구분법은 오차가 생길 수 있어 확실한 종 특이 marker를 사용하는 것이 바

람직하나 현재로서는 종 特異 marker가 개발되어 있지 않고 있다. 지금까지 보고된 

바에 의하면 B. rapa  (A-genome)의 염색체 크기는 1.8∼4.7μm 로서 가장 큰 염색

체를 1번으로 하고 가장 작은 염색체를 10번으로 명명하고 있다. 2번을 제외한 배

추 염색체 1번부터 5번 까지는 그 모양이나 길이가 비슷한 경향이 있고, 2번 염색

체는 NOR을 형성하는 염색체로서 단완에 45S 및 5S rDNA를 가지고 있다. 그리고 

6번과 7번은 그 크기가 매우 유사하나 중심체의 위치가 서로 달라서 marker가 없

이도 정 한 관찰만으로 구분 가능하다. 나머지 8∼10번까지 염색체는 그 모양과 

크기가 매우 類似하여 구분이 불가능하다. 

   반면, B. oleracea의 염색체는 모두 9쌍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그 크기가 매우 큰 

편으로 대략 4∼6μm 이다. 또한 metacentric 염색체가 대부분이다. 그림 5A에 나타

난 것과 같이 DAPI 염색 후 형광현미경에서 보면 크고 형광이 밝게 염색된 것은 

B. oleracea에서 유래한 염색체이며 (indicated by Fig. 6C), 어둡고 작은 염색체는 

B. rapa에서 유래한 것이라 생각된다. 

   표 3에서 보는 바와 같이 무처리구에서는 염색체 數나 크기에 이상이 없이 모두 

38개로서 4배체임이 확인되었으며 38개 중에서 20개는 B. rapa에서, 나머지 18개는 

B. oleracea에서 유래 되었다. Proton 처리구에 대한 염색체 변이를 보면, 1,500 Gy 

이상 처리구에서 염색체 수의 변이가 나타나기 시작하 으며 2,000 Gy에서 변이는 

1,500 Gy에 비해 그 변이의 폭이 컸으며 염색체수의 증가가 두드러졌다. 한편 감마

선 처리구의 염색체 변이는 1,000 Gy 처리구에서 변이가 나타나기 시작하 으며 처

리가 강할수록 염색체 변이는 더욱 커지는 경향이었다.

   염색체수의 변이를 보인 개체 중에서 가장 많은 염색체수는 2n=40 는데(Fig. 

6) 이것은 아마도 염색체수의 안정화 과정에서 40개의 염색체가 가장 안정하다는 

것을 의미한다. 비슷한 연구의 경우로서 쌈추 (2n=40)를 들 수 있는데 쌈추는 배추

와 양배추의 交雜種으로서 여러 세대동안 여교배 과정을 거치면서 2n=40개의 염색

체로서 고정되었다. 따라서, 배추와 양배추간 잡종 (2n=38)이라고 할지라도 방사선 

처리에 의해 배추의 염색체수인 2n=20개의 4배체 형태로 고정화 되려는 유전적 특

성이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Chung, 1974). 이러한 관점에서 볼 때, 표 3에서 보는 

바와 같이 홀수염색체 변이, 예를 들면, 2n=37, 39, 41… 보다 짝수 염색체 변이 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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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6. DAPI stained mitotic chromosomes from root tip materials. A; Control,    

       2n=38. B; P-1500 Gy, 2n=42. C; P-1500Gy, 2n=40. D. P-2000Gy, 2n=      

       40+4mini. E. γ-1500 Gy, 2n=40. F. γ-2000 Gy, 2n=40. P indicates proton   

       ion, and γ indicates gamma-ray. Letter "C" indicates the chromosomes    

       originated from putative C-genome. Arrows indicate mini-chromosomes   

       compared to normal A-, C-genome chromosom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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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3. Variation of mitotic chromosome numbers after proton and γ-ray       

          treatments in B. napus  seeds, cv. Naehan.

  

* P indicates proton ion, and γ indicates gamma-ray. 

체가 많이 나타나는 현상은 염색체의 안정화를 위한 자연스런 결과라고 생각된다. 

또한 그림 5C와 D에서 +2∼+4의 mini 염색체는 염색체 異常인 fragment라고 판단

되는데 보다 정확한 결과는 별도의 marker를 사용하여 정 한 진단이 필요하다고 

생각된다.

   한편 근단세포의 체세포분열 후기에 나타나는 염색체 이상을 aceto-orcein 염색

법에 의하여 관찰한 결과 chromosome fragment의 출현빈도가 가장 높았고 bridge

도 상당 수 관찰 되었다 (Fig. 7). 그러나 chromosome ring, translocation 등은 염

색체의 크기가 너무 작아 관찰할 수 없었다. 

   양성자와 감마선을 처리한 ‘내한’ 품종의 근단세포에서 관찰된 염색체 이상 개체

의 빈도는 fragment가 bridge 보다 약간 많이 관찰되었으며, 선량이 증가함에 따라 

이상 세포의 수가 많아졌고 양성자 처리구 보다 감마선 처리구가 많이 나타났다 

(표 4). 또한 1,500 Gy 이상의 고선량에서는 관찰된 세포의 50% 이상에서 염색체이

상을 보 다.  이와 같은 결과는 유묘기 방사선의 감수성에서 나타난 바와 같이 양

성자와 감마선 두가지 선종 모두 1,500 Gy 이상의 고선량에서는 심한 장해를 받아 

생존한 개체가 거의 없는 결과와 일치하다고 본다. 

Treatment

(Gy)

No. of
observed
cells

2n=35 2n=36 2n=37 2n=38 2n=39 2n=40 2n=41 2n=42
2n= 

>42

Control 10 10

 P-  200 10 1 9

 P-  600 10 10

 P- 1000 8 8

 P- 1500 10 1 1 4 2 2

 P- 2000 10 3 4 1 1 1

 γ-  200 10 1 9

 γ-  600 10 10

 γ- 1000 7 1 2 3 1

 γ- 1500 10 3 1 4 2

 γ- 2000 5 3 2

  Total 92 1 4 2 64 4 12 1 3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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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Fig. 7. Chromosome aberrations observed in root tip cell. 

               Upper, normal cell; middle, fragment; under, brid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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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4. Variation of mitotic chromosome aberration after proton and γ-ray      

          treatments in B. napus  seeds, cv. Naehan.

 

 다. M1세대의 형태적 변이 양상 조사

   방사선을 처리한 종자를 파종하여 幼苗期에 나타나는 형태적인 변이는 자엽만 

전개하고 본엽이 출현하지 않는 개체가 1,500∼2,000 Gy 처리구에서 3품종 공히 

4∼5% 정도 출현 하 고, ‘한라’ 품종에서는 감마선 100 Gy 처리구에서 자엽시기부

터 chimaera가 나타났다 (Fig. 8a). 이 개체는 육묘후 포장에 재식하 던 바 정상적

으로 생장하 으나 엽록소가 결여되어 생장속도는 정상적인 개체에 비하여 70∼

80%로 저조하 다. 현재 추대가 되고 있고 약 1∼2주일 후에는 개화될 것으로 예상

하고 있다. 또한 ‘내한’ 품종의 감마선 1,000 Gy 처리구에서도 생장 중기에 액아에

서 발달한 잎에 chimaera가 나타났고 (Fig. 8b), 양성자 800∼1,000 Gy 처리구에서

는 많은 개체에서 중심부의 잎이 오 쪼 하거나 (Fig. 8c) 생장점의 생장이 중지되

고 액아가 급속히 생장하는 변이체가 나타났다 (Fig. 8d) (Lee 등, 1996. Micke 등, 

1990). 전체적으로 양성자와 감마선 처리구 모두 선량이 높아짐에 따라 본엽이 오

쪼 하는 형태적 변이체가 다수 관찰되었는 바 이들 개체에 대하여 채종 후 M2세

대에 공시하고자 한다.

Treatment

(Gy)

No. of
observed
cells

Normal
Chromosome aberration

 Percent
Fragment Bridge

Control 15 17 0 0 0

 P-  200 23 19 2 2 17.4

 P-  600 17 12 3 2 29.4

 P- 1000 18 11    3 4 38.9

 P- 1500 21 9 7 5 57.1

 P- 2000 21 7 8 6 66.7

 γ-  200 18 15 2 1 16.7

 γ-  600 24 17 4 3 29.2

 γ- 1000 23 14 5 4 39.1

 γ- 1500 25 8 8 9 68.0

 γ- 2000 31 10 12 7 61.3

  Total 236 139 54 43 4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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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8. Various variants appeared in irradiated plot. a, chimaera appeared in      

        gamma ray 100 Gy of cv. Hanla; b, chimaera appeared in gamma ray   

        1000 Gy of cv. Naehan; c, wrinkled and d, multishoot appeared in       

        proton 800∼1000 Gy of cv. Naehan.

a

d

b

c

a

d

b

c

a

d

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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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라. M1세대 육성 

   양성자와 감마선을 100∼2,000 Gy 조사한 3품종의 종자를 M1세대에 공시하기 

위하여 조기개화용으로 2005년 9월 22일 72孔 tray에 1립씩 파종하여 온실에서 생

장시킨 후 본엽 4∼5매 시기인 2005년 10월 18일 온실에 30ｘ20cm 간격으로 1주씩 

처리구당 24주 내외를 재식하 다 (Fig. 9). 재식한 개체는 농촌진흥청 표준경종법

에 준하여 관리하고 있으며 2006년 2월 현재 조생종인 ‘한라’ 품종의 대조구 및 방사

선 처리구에서 개화가 시작되었다 (Fig. 10). ‘탐미’와 ‘내한’ 품종도 抽臺하고 있는 바 

1∼2주일 후에는 개화가 예상된다.

   한편 포장재배용으로는 2005년 10월 12일 실험포장에 비닐멀칭한 후 30ｘ20cm 

간격으로 3-4립씩 파종하 고, 발아 후 본엽 3-4매시에 1주씩만 남기고 솎아냈으며, 

현재 월동 중에 있다 (Fig. 8).

   온실과 포장에서 육성되고 있는 M1세대의 개체수는 ‘내한’ 품종이 3,430 株 (온

실 360 株, 포장 3,070 株), '탐미' 품종이 3,563 株 (온실 402 株, 포장 3,161 株), '

한라' 품종이 3,536 株 (온실 371 株, 포장 3,165 株)로서 총 10,529 개체가 M1세대

에 공시되어 육성 중에 있다 (표 5).  

        

  Fig. 9. Growing plants of M1 generation in green house (right) and field (lef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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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5. Number of plants transplanted for M1 generation in green house 

         or field after proton and γ-ray treatments in B. napus seeds, cv.

         Naehan, Tammi and Hanla.

Treatment

(Gy)
No. of

total plants

Green house Field

Naehan Tammi Hanla Naehan Tammi Hanla

Control 927 24 24 24 276 315 264

 P- 100 738 24 24 24 222 225 219

 P- 200 756 24 24 24 228 222 234

 P- 400 726 24 24 24 219 219 216

 P- 600 741 24 24 24 222 225 222

 P- 800 798 24 24 24 245 230 251

 P-1000 801 24 24 24 230 263 236

 P-1500 175 27 36 33  20 32 27

 P-2000 76 6 21  9  11 16 13

 γ- 100 741 24 24 24 216 234 219

 γ- 200 741 24 24 24 219 222 228

 γ- 400 781 24 24 24 225 235 249

 γ- 600 720 24 24 24 210 210 228

 γ- 800 840 24 24 24 257 245 266

 γ-1000 828 24 24 24 248 248 260

 γ-1500 93  9 24  9  15  12 24

 γ-2000 47  6  9  8   7   8   9

  Total 10,529 360 402 371 3,070 3,161 3,16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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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파종 1개월 후의 엽면적, 本葉의 數, 자엽의 엽록소 함량에서도 線種에 관여하지 

않고 선량증가에 따라 고도의 유의차로 감소하 으며 엽면적의 50% 이상 감소선량

은 양성자 처리구에서는 ‘내한’이 600 Gy, ‘탐미’와 ‘한라’는 1,000 Gy로 나타났고, 

감마선 처리구는 ‘탐미’ 400 Gy, ‘내한’과 ‘한라’는 1,000 Gy로 높게 나타났다. 본엽 

수는 무처리 및 저선량구는 2.3매 내외이었으나 1,500 Gy 이상 고선량구는 자엽만 

전개되었을 뿐 본엽이 거의 출현하지 않았다. 자엽의 엽록소 함량을 측정한 결과 

800 Gy 이상 고선량구는 파종 1개월 후 거의 황화되었으며 특히 ‘탐미’ 품종에서 

황화정도가 빨랐다. 생체중은 지상부가 지하부에 비하여 강하 고 50% 이상 감소선

량은 엽면적과 같이 ‘내한’ 600 Gy, ‘탐미’와 ‘한라’는 1,000 Gy로 나타났다.

   근단세포 염색체의 數的 및 형태적 이상을 조사하 던바 대부분 정상인 2n=38개 

이었으나 fragment와 bridge의 발생에 의하여 2n=38±3∼4인 세포도 관찰되었고 양

성자 처리에서는 1,500 Gy 이상에서 數的 변이가 발생하여 2,000 Gy에서는 변이폭

이 심하 다. 감마선 처리구는 1,000 Gy부터 선량증가에 따라 변이폭이 증대하 다.

   형태적인 변이체는 3품종 공히 양성자와 감마선 처리구의 100 Gy 저선량구부터 

1,000 Gy 고선량구까지 엽록소 결핍인 chimaera와 화판의 크기가 작은 畸形花, 불

임, 短稈, 異常 莖, 농록색 잎, 縮葉  등 변이개체가 출현되었다.

   양성자와 감마선 저선량구인 100∼400 Gy 처리에서는 hormesis 현상이 나타났

으며, M1세대에 공시한 양성자와 감마선 처리구의 개체 수는 ‘내한’ 품종이 3,130 

개체, ‘탐미’ 3,224 개체, ‘한라’ 3,248 개체 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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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4 장  목표달성도 및 관련분야에의 기여도

 제 1 절  연구개발 목표(1차년)의 달성도 

   

연구개발 목표 달성도 (%)

 

 1) M1세대 육성을 위한 양이온빔의 감수성을 조사하여

   최적선량 결정

 2) M1세대 根端細胞의 체세포분열 시 염색체이상의 종류 

   및 빈도 조사

 3) M1세대의 형태적 변이 양상 조사

 4) M1세대 육성

100

100

100

100

 제 2 절  관련분야에의 기여도 

   1. 새로운 돌연변이 유전자원은 유전공학기술 발전에 기여할 귀중한 소재가 

될 것이며, 油菜育種의 교배모본으로 활용도가 매우 높을 것이다.

   2. 본 연구에서 얻어진 각종 단간, 조숙, 내재해성 등 유용형질이 개량된 신

품종은 농촌진흥청에 유전자원으로 등록하거나, 품종으로 직접 이용할 수 있는 

것은 농림부 국립종자관리소에 등록하고 原種을 생산하여 농가에 보급하는 체

계를 갖춘다.

   3. 신개간지, 유휴농지 등에 재배하므로서 관광자원으로서 높은 부가가치를 

가지며, 수확된 種實은 biodiesel을 생산하여 친환경성 에너지로 보급되고, 화장

품 원료. 식용, 공업용 유지를 제공하며, 油菜粕은 사료로 재활용할 가치가 크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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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5 장  연구개발결과의 활용계획

제 1 절  추가연구의 필요성

   본 연구과제는 방사선을 이용한 油菜의 돌연변이 육종 프로그램이다. 본 연

구는 그 1차년도 연구로서 이용가치가 높은 유채 3개 품종의 종자에 양성자와 

감마선을 조사하여 M1세대를 육성한데 불과하다. 당년에 출현하는 변이체는 대

부분 방사선의 장해에 의한 발현이므로 선발의 효과가 없으며 유전적 형질이 

표현되는 M2세대부터 선발 효과가 높다.

   따라서 본 연구과제의 제목과 목표에 맞는 유용한 형질의 선발과 검정, 특성

의 고정을 통한 신품종의 육성은 M2세대부터가 중요하므로 본 연구과제는 필연

적으로 계속적인 추가연구가 요구된다.  

제 2 절  타 연구에의 응용

   본 연구과제의 1차년도에서 얻어진 M1세대의 발아, 유묘기의 특성, 염색체의 

數的 및 구조적 이상, 엽록체 변이, 포장의 재배적 특성 등 방사선의 線種 및 

선량별로 나타난 감수성에 대한 연구결과는 방사선육종의 기초 및 응용연구 분

야에 유용한 연구자료로 활용될 수 있다.

   또한 본 연구는 우리나라 유일의 유채육종의 本山地인 작물시험장 목포시험

장의 유채연구팀과 공동연구를 수행하고 있는 바 본 연구결과로 얻어진 수 많

은 유전자원은 직접 품종화 할 수 있음은 물론 교잡육종에서 중요한 교배모본

으로 활용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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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6 장  연구개발과정에서 수집한 해외과학기술정보

   1. 유채의 종실에는 38∼45%의 기름이 함유되어 있는데 기름의 구성요소인 脂肪

酸 조성은 성분이 개량되지 않은 在來種 유채에는 erucic acid 함량이 58.5%로 높게 

함유되어 있으나 기름성분을 개량한 改良種 유채에는 oleic acid 함량이 66%로 높

게 함유되어 있다.  이 erucic acid 함량이 높으면 기름의 소화 흡수가 불량하고 다

량 흡수시에는 심장병이나 심장골격근염을 유발하는 요인이 된다. 

   2. 불량성분인 erucic acid의 함량을 줄이기 위한 품종육성 연구는 1950년대부터 

Canada에서 시작되었고, 1980년대에 들어와 low-erucic acid, low-glucosinolate 품

종이 개발되면서 세계 여러 유채재배 국가로부터 큰 관심을 갖게되었다.

   3. 1985년 Canada에서 품질이 개량된 품종을 ‘Canola'라고 부르면서 Canola는 

erucic acid이 2% 이하, glucosinolate는 乾物 1g당 30μmol인 것을 CCA 상표로 한 

바 있다.

   4. 식용기름의 erucic acid 함량 국제허용 기준은 5% 이하로 규제하고 있으며, 

공업용 유채는 erucic acid 함량이 45% 이상 포함되어 있는 것이 바람직하다.

   5. Low-erucic acid 유채기름이 식용유로서 미국의 FDA로부터 인정되면서 미국

에서도 유채를 식용기름으로 이용하고자 유채가 재배되고 있으며 유채는 식물성 기

름의 자원으로서 1995년부터 세계 3위이다(Hauman, 1988).

   6. 유채는 중국, 인도, 미국, Canada, 국, 독일, France, 호주 등지에서 많이 재

배되고 있으며, 특히 ‘90년대 중반부터 중국이 경제개방정책을 실시하면서 국민소득

이 증가되자 유채유의 소비가 급증하고, 답리작재배를 실시하여 유채 재배면적(8백

만ha, 33.3%)과 유채 생산량(11백만톤, 32.9%)이 세계 1위이다. 

   7. 외국에서 biodiesel은 diesel연료와 혼합하거나 식물성 기름 단독의 연료로 쓰

이며, 30% biodiesel과 70% diesel로의 혼합이 가장 좋으며 특히 공기정화가 요구되

는 대도시에서 바람직하다.

   8. Biodiesel의 생산비용은 liter당 ＄0.15∼0.51인데 경제적 가치에 향을 미치는 

가장 중요한 요인은 기름의 함유량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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