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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과제관리번호
해당단계

연구기간
2003.3.4-2007.2.28 단계 구분  3단계 / 3단계

 연구사업명
중 사 업 명 원자력연구개발사업

세부사업명 원자력연구개발중장기계획사업

 연구과제명
대 과 제 명 방사선 농업생명공학 기술개발

세부과제명 방사선이용 육종연구

 연구책임자  강 시 용
해당단계 

참여연구원수

 총    43.17 명 

내부 :         명

외부 :         명

해당단계 

연구비

정부:   2,872,000 천원

기업:            천원

 계:    2,872,000 천원

 연구기관명 

및

 소속부서명

     한국원자력연구원

    정읍 방사선과학연구소
참여기업명   

 국제공동연구  상대국명 :                    상대국연구기관명 :

 위 탁 연 구  연구기관명 : (주) JS Works            연구책임자 :   남궁 원           

 요약(연구결과를 중심으로 개조식 500자이내)

보고

서면

수

   

○환경내성 DNA 실용화 및 친환경 변이 식물체 개발; 환경 스트레스 저항성 (내염성, 내한성, 

제초제저항성, 내습성) 돌연변이 유전자원으로부터 DNA 마커를 선발활용, 벼/콩/잔디의 내염성, 

내습성, 내한성 돌연변이 품종 개발

○영양요구성 세포주의 실용화 기술개발; 아미노산 아날로그(5MT, AEC, AZC) 저항성 세포주로부

터 얻어진 고 아미노산 함유 돌연변이 벼의 특성 규명과 품종화 추진

○형질개선 변이체 실용화 및 응용기술 확보; 벼/콩/들깨의 돌연변이 유망계통의 품종화와 지역

재배 시험을 통한 재배단지 조성과 가공적성 평가 및 활용

○야생식물 및 화훼의 고부가가치 농림실용화; 무궁화, 난류, 국화, 자생화 및 외국도입 식물의 

순화와 돌연변이 형질개량을 통한 고부가가치 화훼자원 개발과 실용화

○기능유전체용 변이체 대량선발 확보, DB화와 유용 변이유전자 기능 규명 및 활용

○신방사선 이용 돌연변이 육종기술(감마파이토트론, 이온빔, 우주방사선 등)의 기술도입 및 자

체기술 개발과 적용으로 유용변이체 선발 및 유용 유전자원 보급

색  인  어

(각 5개 이상)

한
 돌연변이, 방사선, 육종기술, 유전자원, 기능유전체, 마커, 품종, 조직배

양, 유전자

어
 Mutation, Radiation, Breeding Technique, Genetic Resources, 

Functional Genomics, Marker, Cultivar, Tissue Culture, Gen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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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 약 문

Ⅰ. 제목

방사선 이용 육종 연구

Ⅱ. 연구개발 목적 및 필요성

21세기는 생명공학이 눈부시게 발전하는 한편 우리나라의 UPOV 가입, 농산물시장 개방

화 및 바이오에너지 수요 증대로 국가 및 기업 간에 치열한 종자 및 식물자원 확보 경쟁

시대가 될 것이다. 농산물 시장 개방에 따라 어려움에 처해 있는 국내 농업의 발전과 식량

안보 주권을 확립하기 위해서는 농업경쟁력 향상을 위한 고품질 품종개발이 긴요하다. 특

히, 외국 도입 품종에 의존하고 있는 화훼, 관상, 과수 및 기능성 특약용 작물의 국산 품종

개발 활용이 시급한 실정이다. 그리고, 세계적인 환경파괴에 따른 생물 다양성의 감소와 

국제식물신품종보호동맹(UPOV) 가입에 따른 품종 로열티 강화 추세에 따라 국산 종자 및 

유전자원 지적재산권 확보 필요성이 증대되고 있다. 또한, 주요 식물의 유전자 염기서열이 

밝혀짐에 따라 유전자의 기능을 밝히는 기능유전체(functional genomics) 연구 소재용의 

돌연변이 유전자원의 수요가 급속도로 증가하고 있어, 방사선 등을 이용한 돌연변이 육종

기술로 대량의 유용 변이체의 창출과 공급이 필요한 상황이다.

방사선 육종기술은 기존 품종의 단점 형질을 개량하는 품종개발에 뛰어나다. 일년생, 

년생, 종자번식 및 양번식 등 다양한 식물과 종자, 삽수체, 조직배양체, 화분, 식

물체 등 다양한 식물 재료에 적용이 가능하다. 그리고, 유전자원이 빈약한 자생식

물 및 외국도입 식물 등의 품종개발에 유용하다. 교배육종이나 유전자변형 육종이 

어려운 품목의 육종에도 적용할 수 있고, 최근 로열티 지불 문제가 심각한 화훼류 

및 관상식물 품종 개발에도 뛰어나다. 마지막으로 방사선 육성 품종은 그동안 인간의 

수 세대에 걸쳐 세계적으로 널리 재배되고 있어 유전자변형작물(GMO)과 달리 식품 및 환

경적인 측면에서의 위해성 논란 없이 안전하게 이용될 수 있으며, 다른 육종기술에 비교하

여 상대적으로 개발비도 저렴한 편이다.

이상과 같은 많은 장점이 있는 데에도 우리나라에서는 그동안 돌연변이 육종에 대한 잘

못된 인식과 투자부족으로 경쟁국에 비교하여 많이 뒤쳐진 실정이다. 그런데, 최근의 세계

적인 종자 및 유전자원의 지적재산권화의 경향에 능동적으로 대응하기 위해서는 첨단의 

방사선 돌연변이 육종기술을 유전자원 개발에 활용할 필요성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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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연구과제는 방사선에 의한 돌연변이 기술과 생명공학기술을 병용하여 신 고품

질의 신품종 개발·보급하여 국내 종자시장 및 농업생산성 향상을 도모하고, 국내 종

자 및 유전자원 지적재산권을 증대하며, 유용한 돌연변이체 및 유전자 대량개발 등

에 의한 기능유전체 연구 지원 및 생명공학 연구개발 활성화하는 데에 주목적이 있

다. 

Ⅲ. 연구개발의 주요 내용 및 범위

1. 방사선조사 및 세포주 선발에 의한 고 양성 및 환경내성 돌연변이 품종 개발  

(1) 양요구성 세포주 선발에 의한 고 아미노산 함유 벼 품종개발

5MT 저항성 돌연변이 유망계통 18계통의 수량검정 및 지역적응시험을 통한 품종화 준

비

5MT 저항성 돌연변이 벼로부터 cDNA library 구축 및 이를 이용한 ESTs 분석과 

differentially expressed genes 의 발현 양상 검정

돌연변이 벼를 이용한 아미노산 아날로그 저항성 메카니즘 규명

(2) 방사선조사 및 세포주 선발에 의한 내염성 벼 유전자원 개발

내염성 개체 선발을 위한 적정농도 규명

AZCA 저항성 M3, M4세대로부터 내염성계통 선발

내염성 계통 캘러스 특징

내염성계통의 필수 아미노산 함량분석

내염성계통의 이온함량분석

내염성 벼 P5CS, NHX1 유전자 발현조사

(3) 방사선 조사를 이용한 벼 내염성 계통 선발 및 품종 등록

내염성 계통 선발 및 간척지 내 특성평가

내염성 계통의 품종화

(4) 방사선 처리에 의한 의 제초제 저항성 돌연변이체 선발

강선발을 통한 유전적으로 고정된 계통의 지속적 선발과 교배를 통한 선발개체의 F1 

세대 육성

분리세대로 부터 저항성 교배종 선발과 제초제 저항성 관련 유전자 발굴을 통한 

유전 분석

제초제 저항성 germplasm 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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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내습성 콩 유전자원 선발

콩 재래종 400계통 논에 파종 후 내습성 유망 계통 선발

선발된 내습성 유망 계통 생리 분석을 통한 선발 재확인

2. 고품질 형질개선 변이체 품종실용화 및 응용기술 확보

(1) 방사선 육종 품종의 보급 실용화 및 유망계통의 품종화

방사선 육종 벼 신품종의 종자 생산 보급 및 실용화 작성요망

(2) 신형질 벼 돌연변이체 선발 육성

방사선조사에 의한 새로운 신형질 유용 계통 선발 및 후대 검정

(3) 방사선육종 선발 유망 콩 계통의 품종화 및 후대검정

유용 콩 (내병성, 조숙계통, 나물용, 밥밑용, 비린내 및 피틴산 저감계통) 돌연변이체 유

기 및 선발

선발된 유망 돌연변이 계통의 수량 및 지역 적응성 시험 

최종 선발된 우수 계통의 품종보호권 출원 

3. 유망 야생식물의 고부가가치 농림실용화

(1) 무궁화 품종 개발

돌연변이 육종을 이용한 신품종 무궁화 “창해”의 품종특성 및 육성경과

돌연변이 육종을 이용한 왜성품종 무궁화 “꼬마”의 품종특성 및 육성경과

돌연변이 육종을 이용한 신품종 무궁화 “대광”의 품종특성 및 육성경과

돌연변이 육종을 이용한 신품종 무궁화 “선녀”의 품종특성 및 육성경과

(2) 들잔디 조직배양체계 확립 및 제초제 저항성 변이체 선발

들잔디 성숙종자를 이용한 기내 배양 시스템 확립

방사선 조사후 캘러스 배양을 통해 200 개체 육성

저항성 캘러스 선발을 위한 적정 농도 결정

저항성 들잔디 식물체 선발을 위한 적정 농도 결정

M2 식물체에서 제초제 저항성 검정 및 유망계통 선발

(3) 국내 자생 버뮤다 래스 자원 수집

국내 자생 버뮤다그래스 수집 후 형태적 및 생육특성분석

분자마커 이용 수집 생태종간의 유전적 근연관계 규명

Flow Cytometer 이용 핵형 분석 및 핵 DNA 함량 관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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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수체 생태종 이용 염색체 수 관찰 및 확인

 

(4) 자생화 돌연변이 육종

방사선처리에 의한 남부지역 자생화훼 신품종 육성

감마선 조사에 의한 진달래의 종자발아 및 유묘 생장

왜성 해바라기 'Big Smile' 종자의 방사선 감수성 및 변이체 선발

라디올러스 구근의 방사선 감수성과 성장 조건의 결정 조사

라디올러스 구근의 방사선 조사에 의한 화색변이체의 선별

관상 및 자생식물의 돌연변이 형질개량 

4. 화훼류 및 해외 도입식물의 돌연변이 형질개선

(1) 방사선 조사 및 개내 배양방법을 이용한 국화 육종

감마선 적정 조사선량의 결정

신초의 증식 및 발근을 위한 적정 농도

변이체의 선발 및 관찰

(2) 케나프 육종

유전자원의 수집과 특성평가

방사선조사에 의한 유용 변이계통 선발

(3) 아피오스 증식기술 개발

아피오스의 괴경, 줄기, 눈으로부터 callus를 유도하는데 식물생장조절물질이 미

치는 향

아피오스의 괴경, 줄기, 눈으로부터 식물체를 재생시키는데 식물생장조절물질이  

미치는 향

5. 돌연변이 활용 분자마커 개발 및 유용 변이체 보존 활용체계 구축

(1) 벼 내염성 관련 분자마커 개발

내염성 선발 유망 계통들의 AFLP를 통한 비교 분석

AFLP 특이 밴드를 이용한 AFLP marker 개발

SSR 및 STS marker 개발

(2) 콩에서의 내습성 관련 분자 마커 개발

선발된 유망 재래종 계통들의 AFLP를 통한 비교 분석

AFLP 특이 밴드를 이용한 STS marker 개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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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인삼 배 배양 유래 세포로부터 부정근 유도 및 ginsenoside 합성 변이 뿌리 선

발

Mature embryo로부터 callus 유도

부정근의 형성에 식물생장조절물질이 미치는 향

부정근 형성에 gamma ray의 효과

부정근의 돌연변이 선발

HPLC를 이용한 ginsenoside의 분석

Hydroxyl and superoxide radical scavenging activities

(4) 유용 유전자원 확보 및 유전자원은행 기반구축

국내외 수집종 및 돌연변이 계통의 특성평가, 종자증식 및 보존 

콩 유전자원의 분양 및 농촌진흥청과의 중복보존체계의 구축

유망 변이체 활용 분자마커의 개발 및 연구용 유용 유전자원의 분양 

(5) 돌연변이 유전자원 데이터베이스 소프트웨어 개발

소프트웨어 개발을 위한 요구사항 분석

타 유전자원 데이터베이스 모니터링 및 벤치마킹

돌연변이 유전자원 데이터베이스 설계

데이터베이스 디자인

돌연변이 유전자원 데이터베이스화를 위한 소프트웨어 개발 및 홈페이지 구축

6. 첨단방사선 육종기술 개발 및 홍보

감마파이토트론 시설구축

이온빔육종 및 우주선육종 연구개발 착수

대중매체를 이용한 방사선 육종 성과 홍보

성과전시회를 통한 성과홍보

팜플릿 및 강연회를 통한 성과 및 돌연변이 육종 홍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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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V. 연구개발 결과

1. 방사선조사 및 세포주 선발에 의한 고 양성 및 환경내성 돌연변이 품종 개발  

(1) 양요구성 세포주 선발에 의한 고 아미노산 함유 벼 품종개발

가. 5-methyltryptophan (5MT) 저항성 돌연변이 벼 육성 계통 주요 특성

  방사선 조사 및 아미노산 아나로그 5MT에 저항성인 세포주를 선발하여 육성한 고 아미노

산 함유 5MT 저항성 돌연변이 M8세대 18계통을 특성 및 수량검정을 실시한 결과, 생육은 

원품종인 동안벼와 큰 차이를 보이지 않으면서 단백질 함량은 17%-28.5%, 아미노산 함량은 

2.4-3.5배 증가한 우수 계통을 선발하 다. 특히 목적 아미노산인 Tryptophan 함량은 원품종

에 비해 1.5-6.4배 높았으며, Lysine 함량은  1.6-6.2배 높게 나타났다. 이들 유망 계통은 2년

차 지역 적응 시험 및 수량 검정을 수행중이며 이중 일부 계통을 일반성분 분석 및 아미노

산 분석을 수행하여 2007년 품종 출원을 예정하고 있다.

나. 5MT 저항성 벼의 ESTs (Expressed Sequence Tags) 분석

  동안벼의 배배양을 통해 육성된 5MT 저항성 M3 식물체의 잎과 뿌리로부터 

cDNA library를 구축하 다. ESTs 분석을 위해 1,019개의 plasmid를 제한효소 

EcoR I과 Xho I 으로 절단하여 본 결과 삽입된 cDNA의 크기는 0.35 - 2.5 kbp 이

었고 평균 1.14 kbp 이었다. 분석된 ESTs clones 중 588개 unigens이 분리되었고, 

389개의 unigens이 NCBI non-redundant protein databases와 유사성을 가졌고, 199

개의 unigens은 unidentified genes으로 분리되었다. 이들 unigens은 기능에 따라 

13개의 그룹으로 나누어 졌다. 5MT 저항성 식물체와 비저항성 식물체간에 다른 발

현 양상을 보이는 유전자들에 대한 동정 및 분석을 differential display method를 

수행한 결과, 총 26개의 클론이 5MT 처리 후 저항성 개체가 비저항성 개체보다 더 

많이 발현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이 중 9개의 클론은 5MT에 특이적으로 발현되

는 것으로 나타났다. Differentially expressed genes 중 12개의 유전자를 대상으로 

돌연변이체와 대조구 사이에 발현 양상을 5MT 처리 후에 Northern 분석을 통해 

분석하 다. 대조구와 돌연변이 계통 모두에서 5MT 처리에 의해 대부분의 유전자 

발현이 무처리구에 비해 높게 나타났고, 발현양은 돌연변이 계통이 대조구에 비해 

높게 나타났다. 시간대별 처리에 있어서는 대조구는 5MT 처리 후 초기에 그 발현

양이 증가되었다가 24시간 이후 감소하는 경향을 보인반면, 돌연변이 계통에서는 

48시간까지 발현양이 계속 증가하는 차이를 보 다. 이는 대조구와 돌연변이 계통

간에 유전적 변이에 의한 differentially expressed genes의 발현 차이를 의미하며, 

이들 유전자들은 5MT 저항성 메카니즘과 관련이 있을 것으로 생각된다.

다. 아미노산 아날로그 저항성 메카니즘 규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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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미노산 아날로그 저항성은 그간의 보고에 의하면 목적하는 아미노산의 생합성에 관여하

는 주요 효소(key-enzyme)의 변화에 의한 목적 아미노산의 feed-back inhibition 억제에 기

인하는 것으로 알려져 왔다. 즉 아미노산 저항성 돌연변이 개체는 이러한 feed-back 

inhibition에 향을 받지 않아 목적하는 아미노산을 계속 생성하여 생존할 수 있는 것이다. 

그러나 이외에도 본 연구에서는 아미노산 아날로그가 직접적으로 생체 내 reactive oxygen 

species (ROS) 생성을 유도하고 이들에 의한 세포의 사멸이 일어나는 기작에 관하여 대조구

와 돌연변이 벼 계통을 가지고 증명하 다.

(2) 방사선조사 및 세포주 선발에 의한 내염성 벼 유전자원 개발

가. 내염성 개체 선발을 위한 염분농도 선정 

  내염성 식물을 선발하기 위해서는 외부 향이나 염분의 불균형 분포 등의 환경

조건을 배제할 수 있는 invitro 실험이 요구되므로, 식물 생육상 및 선발을 위한 적

정 농도의 규명이 필요하다. 적정 농도를 설정하기 위해 원품종인 동안벼 종자를 

각기 다른 염농도를 처리한 후 조사한 결과, 염분농도가 점차 증가함에 따라 신초

길이, 뿌리길이, 뿌리수 및 생체중 모두 감소하 다. 조사한 모든 항목은 NaCl 처리

와 함께 감소하기 시작하여, 1% NaCl농도에서는 약 50% 정도의 생육억제를 나타

냈다. 또한 NaCl 1.5%에서는 발아 후 얼마 되지 않아서 모두 갈변하여 고사하 다. 

생장이 50%로 억제된 NaCl 1% 농도에서는 생리적으로 염분에 적응하여 생존할 여

지가 있어 염분에 강한 개체를 선발하기 위해서는 이보다 높은 염농도인 1.5%를 선

발농도로 결정하 다.

나. AZCA 저항성 M3, M4 세대에서 내염성 개체 선발

  AZCA 저항성을 가진 M3 종자 약 20,000 개를 염분 적정 선발 농도인 1.5% 

NaCl 이 포함된 1/2 MS 배지에 치상하여 40일간 배양하여 내염성 개체를 선발하

고자 하 다. 그 결과 대조구는 발아되지 않거나 발아 후 바로 고사하 고 AZCA 

저항성 후대 돌연변이 개체들은 염에 저항성을 보이는 것과 민감한 것으로 분류되

어 나타났다. 내염성 2차 선발을 통하여 진정한 내염성 계통을 선발하기 위해서 1

차 선발된 내염성 116계통으로부터 자가수정을 통해 얻은 M4종자를 각 계통별로 

내염성 1차 선발방법과는 다르게 염에 가장 민감한 유묘시기에 생육과 생장상태를

알아보기 위해 1/2 MS 배지에서 7일간 배양 후, 선발 적정농도보다 한 단계 낮은 

1.2% NaCl 농도에서 2차 선발하 다. 그 결과, 총 116 계통 중에서 유묘기에 강한 

염 저항성을 나타내는 33 계통을 선발할 수 있었고, 33계통 중에서도 생육 상태가 

가장 좋은 7 계통을 선정하여 줄기 및 뿌리의 생육상태를 대조구와 비교한 결과, 

신초길이는 평균 1.5배, 뿌리길이는 1.3배, 생체중은 1.5배 증가하 고 뿌리 수는 큰 

차이를 보이지 않았다. 

다. 내염성 계통 캘러스의 특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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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식물체에서 내염성을 확인한 계통으로부터 다음세대로 내염성 특성이 유전되었는

지를 확인하기 위해 염에 가장 저항성을 보인 ST-13과 ST-16 계통의 종자로부터 

염분 존재하에서 캘러스 형성율과 생체중을 조사하 다. 그 결과 대조구, ST-13, 

ST-16의 형성율은 각각 9%, 16%, 20%로 나타났다. 생체중은 대조구와 비교했을 

때, ST-13은 1.6배, ST-16은 2배 증가한 것을 관찰할 수 있었다.

라. 내염성 계통 아미노산 함량 분석

  내염성 형질을 갖는 선발계통 (ST-13과 ST-16) 과 대조구의 아미노산 함량을 

측정하기 위해, ST-13 과 ST-16에 각각 48시간 동안 염 처리한 식물체 잎과 1.2% 

NaCl에서 형성된callus 그리고 종자에서 아미노산 함량을 조사하 다. Proline 함량

은 내염성 계통이 대조구보다 잎, 종자 및 캘러스에서 최대 20%, 100%, 20%로 증

가하 고, 필수아미노산함량도 대조구에 비해 각각 24~29%, 49~143%, 32~60%로 증

가된 것을 관찰할 수 있었다. 이 결과로부터 선발된 ST-13와 ST-16 내염성 계통

은 전체적인 아미노산 함량이 높았다. 

마. 내염성 계통 이온함량 분석

  내염성 계통으로 선발된 7계통 (M4)과 대조구를 1/2 MS배지에서14일간 생장시킨 

유묘를 48시간 동안 1.5% NaCl용액에 침지한 후, 잎과 뿌리에서 이온함량을 분석 

하 다. 이온함량 분석 결과, 잎에서 Na
+
/K

+
ratio은 대조구는 3.46으로 나타났고, 내

염성 계통에서는 이보다 낮은 평균 1.02-2.29 범위를 보 다. 뿌리에서는 Na
+
/K

+
 

ratio 은 대조구는 32.9으로 나타났고, 내염성을 보인 계통들은 11.5-28.5 범위에 있

는 것으로 나타났다.

바. 내염성계통 RT-PCR에 의한 유전자발현 분석 

  내염성과 관련된 유전자 중 proline합성과 Na
+ 
흡수를 조절하는 P5CS와 NHX1 

유전자를 이용하여 대조구와 내염성 계통간 전사체 발현 양상을 알아보기 위하여, 

염 처리 후 대조구 (0h, 12h, 24h, 48h)와 7 ST 계통(ST-9, ST-10, ST-13, ST-16, 

ST-29, ST-31, ST-88, 48h) 간 RT-PCR을 수행하 다. 그 결과, 대조구는 염처리

에 의해 NHX1과 P5CS의 발현차이를 보이지 않았으나, 돌연변이 계통에서는 

NHX1의 경우 M1(ST-9) 과 M2(ST-10) 를 제외한 M3~M7(ST-13, 16, 29, 31, 88) 

계통은 발현이 높게 나타났고, P5CS 유전자의 경우에는 M1-M6에서 발현이 대조

구에 비해 높게 나타났다.

(3) 방사선 조사를 이용한 벼 내염성 계통 선발 및 품종 등록

  양질미 우수계통 포장 평가 결과 대조구인 동진벼보다 출수기가 약 한달 빠른 것

에서부터 이주 정도 늦게 출수 하는 계통을 선발 할 수 있었다. (다른 농경 형질은 

수확 후에 평가해야 하므로 본 중간 결과에는 언급할 수 없음.) 내염성을 간척지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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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 평가하기 위해 계화도와 도비도에 정식한 후 2주 단위로 내염성의 여부 정도를 

조사한 결과 수량 구성 요소인 분얼수에 있어서 차이나는 정도를 확인 할 수 있었

고, 출수기에 있어서 이주 정도 빠르거나 늦은 계통을 확인 할 수 있었다. 내염성 

계통의 품종화를 위해 백미중을 포함하여 46개의 항목을 조사한 결과 대조구보다 

내염성계통 (130-4)의 백미중, 현미중, 정조중이 증가 하 고, 미질 평가 요인인 도

요식미치는 대조구보다 8정도 증가하 으며, 아 로스 함량은 비슷하 다. 이 계통

은 원해벼로 2004년 1월에 품종 출원되었다.

(4) 방사선 처리에 의한 의 제초제 저항성 돌연변이체 선발

가. 유전적으로 고정된 제초제 저항성 돌연변이체의 선발 및 변이 개체 획득

  확보된 제초제 저항성 돌연변이  M3, M4 에서 유전적 고정된 제초제 저항성 

돌연변이 개체를 강선발을 통하여 계통을 선발하기 위하여 M3 11 계통, M4 11 계

통에서 저항성 개체 식물을 생육시켜  식물체의 잎 조직에서 저항성 확인한다.

나. 고품질 계통과의 교배조합 형성과 계통증식

  제초제 저항성 방사선 돌연변이의 품질 향상을 위하여 wildtype의 금강 과 올그

루 을 이용하여 교배를 실시하 다. 교배 결과 얻은 F1 seed를 중심으로 57개 계

통에서 F2 seed를 확보하 다. F2 seed 57개 계통 중 교배 모본에서 강한 제초제 

저항성을 나타낸 31개 계통에 대하여 segregation을 확인하 다. 

다. 제초제 저항성 특이적 발현 유전자 pool 구축

  1년차 선발 data를 바탕으로 선발된 계통에서 207 line에서 추천농도 20배의 고농

도 (32,000 ppm)의 강선발 실시하 다.

라. 저항성 계통의 엽록소 함량 분석 

  강선발 207개 line에 대하여 엽에 sampling 실시하여 Sampling 된 3엽 0.1g을 

Ethyl alcohol solution으로 마쇄한 후 incubation을 통하여 Chlorophyll을 추출하고, 

centrifuge 후 664nm와 648nm에서 흡광도를 측정하여 chlorophyll 함량을 측정하

다. 분석 결과 207개중 204개 line에서 total chlorophyll 분석을 했으며, chlorophyll 

함량과 32,000 ppm의 bentazone 강선발로 선발된 저항성 12 계통은 금강, 올그루  

wildtype과 비교하여 모두 control보다 높은 chlorophyll 함량을 함유하고 있었다.

(5) 내습성 콩 유전자원 선발

가. 포장 내습성 유망 재래종 선발

  콩 재래종 400계통을 논에 파종을 하여 발아율 및 초기 습해처리를 통한 생존율, 

습해 처리 시 외형적 반응 등을 조사하여 습해에 강한 반응의 계통들과 약한 반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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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계통들을 분리 선발하 다.

나. 내습성 유망 재래종 생리적 반응

  포장에서 선발한 내습성 유망 계통 중 3계통과 습해에 약한 반응을 보이는 3계통

을 대조구로 이용하여 Chlorophyll, Glucose, MDA를 측정하 다 습해에 강한 계통

은 습해 처리 4일 째에도 Chlorophyll, Glucose, MDA 함량이 변하지 않았다. 그러

나 습해에 약한 계통들의 경우 Chlorophyll은 습해 처리 4일째에 42% 감소를 하

고, Glucose는 평균 60% 증가, MDA는 평균 40% 증가를 하 다.

2. 고품질 형질개선 변이체 품종실용화 및 응용기술 확보

(1) 방사선 육종 품종의 보급 실용화 

 방사선육종 벼 신품종 10종을 품종등록후, 종자를 자체 증식하여 매년 100여개 농

가/기관 이상씩 보급하 다. 일부 품종의 경우, 재배단지 조성 및 지역특산 브랜드

미로 상품화가 이루어지고 있다.

(2) 유망계통의 품종화 및 신형질 벼 돌연변이체 선발 육성

  기존에 선발한 M7-8세대 유망계통에서 지역적응성 시험을 거쳐, 품종을 출원하

기 위한 예비품종을 최종 선발하 다. 기존 장려품종의 단점 개량을 위한 방사선을 

조사한 후대로부터 유용 변이개체를 선발하여 후대검정을 실시하 다.

(3) 방사선육종 선발 유망 콩 계통의 품종화 및 후대검정

가. 밥밑용콩 신품종 “조생서리” 품종 개발 및 품종출원

  서리태 94의 종자에 250Gy의 감마선을 조사하여 수량이 많고, 종피색은 검정색이

며 자엽이 녹색인 조숙성 유망 계통 중 94A-111 (조생서리)를 품종출원하여 현재 

종자관리소에서 평가재배 중이다. 재래종 서리콩의 성숙기를 빠르게 하고, 콩알의 크기를 

작게 하기 위하여 재래 수집종  (94서리)에 방사선을 조하여 육성 선발한 94서리-A-111 계

통을 2005년도에 지역적응시험 및 최종 특성평가를 통하여 “조생서리”라 명명하고 품종보호

권 및 국가품종목록등재 신청하 다 

나. 미이라병 저항성 돌연변이 계통 선발 및 예비시험

  재래 수집종 KAS360-22에 감마선을 조사(250Gy)하여 미이라병(pod & stem 

blight)에 저항성이고 조숙계통인 KAS360-22-45-1, KAS360-22-45-9, 

KAS360-22-45-9-1 계통을 선발하 고, 그 중 갈색콩 KAS360-22-45-1은 갈색콩 

변이계통이었다. 2006년 수량 및 지역적응 시험을 통해 나온 결과에 의하면 미이

라병 감염율이 4배나 낮은 것으로 재확인 되었고, 수량도 원품종 (KSA 360-22)

에 비하여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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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나물용 및 장류용 다수성 콩 돌연변이 선발 및 예비시험

  미국에서 도입한 도입종 CB 27품종에 γ-선을 조사하여 일부단점형질을 보완하여 

선발한 후대 CB 27-15-52을 원품종(CB 27)에서 유래한 방사콩에 비하여 개화 및 

성숙일수는 비슷하지만 백립중 및 수량이 월등하다는 것을 확인하 다.

라. 중소립종 밥밑용 검정콩 돌연변이 선발 및 예비시험

  황색 다수확 장려품종인 팔달콩의 검은 제색(hilum color) 및 종실 모양이 납작한 

결점 형질을 개량하기 위하여 γ-ray 300Gy를 종자에 처리하여 육성한 후대 중 예

비시험 결과 수량 및 백립중이 우수한 검정콩 900-326 계통의 선발 및 특성검사를 

실시하 다.

마. 특수성분 개량용 돌연변이 후대 계통의 유지 및 수량검정  

  특수성분 변이체로 방사선에 의해 Lipoxigenase 전부(lipoxigenase-1, -2, -3) 또

는 일부가 없어진 돌연변이 11계통을 재래종 약콩에서 유기 (523-7 후대 6계통, 

524-38 후대 5계통) 및 선발하 고, phytic acid 저함량 변이체로 선발육성한 황금콩 

후대중에서 9계통(황25-22, 황25-38, 황25-58, 황25-78, 황25-144, 황  25-219, 황25-328, 황

25-343) 을 선발하여 특성검정을 실시하 다. 

3. 유망 야생식물의 고부가가치 농림실용화

(1) 무궁화 품종 개발

  방사선 돌연변이체로부터 선발한 유망계통 중 네 품종의 품종보호권을 국립종자

관리소에 출원하 다. “꼬마”(원농4호; 품종보호 출원번호 2001-108, 품종명칭 출원

번호 2001-503), “창해”(원농11호; 품종보호 출원번호 2003-448), “선녀”(원농14호; 

품종보호 출원번호 2001-109, 품종명칭 출원번호 2001-504, 등록번호 669)로 품종보

호공보 34호(01. 5.15)로 공표되었고, “대광”(원농13호; 품종보호 출원번호 2001-206, 

품종명칭 출원번호 2001-1091, 등록번호 670)로 품종보호공보 40호(01.11.15)되었다. 

상기 무궁화 4품종중 선녀와 대광은 2004년도에 신품종으로 등재되었다. 나머지 2 

품종도 2006년도에 등록이 완료되었다. 또한 선덕, 원화, 홍순의 나무로부터 종자를 

채취하여 방사선(r-ray) 100Gy를 처리한후 파종하여 반엽개체, 화색변이체 등의 변

이체를 선발하 다.

(2) 들잔디 조직배양체계 확립 및 제초제 저항성 변이체 선발

가. 들잔디 기내 배양체계 확립

  잔디 캘러스 유도 조건을 알아보기 위해 들잔디 성숙종자를 2,4-D와 BA가 다양

하게 조합된 MS배지에서 캘러스를 유도하 다. 2,4-D의 농도가 증가할수록 캘러스 

형성율이 높아지다가 4mg/L에서는 감소하는 경향을 보 다. BA에 의한 효과는 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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렷이 나타나지 않았다. 재분화 배지에서 2.4-D를 제외하고 cabohydrate의 향을 

알아보고자 하 다. Cabohydrate로 maltose와 sucrose를 이용한 결과 3% sucrose

를 사용한 배지에서 재분화율이 26.7%로 maltose를 사용한 것에 비해 높은 결과를 

보 다. 

나. 들잔디 캘러스 감수성 조사

  잔디 캘러스에 감마선을 조사하여 인위적으로 제초제 저항성 개체를 유도하기 위

한 실험의 일환으로 우선 잔디 캘러스의 감수성을 조사하기 위하여 캘러스에 감마

선을 조사하여 생체중을 조사하 다. 선량이 높아짐에 따라 생체중은 감소하여 

30Gy에선 대조구와 큰 차이를 보이진 않았으나 50Gy에서 급격히 감소하여 70Gy에

선 대조구에 대해 43% 정도로 생육이 감소하 으며 100Gy의 선량에선 대조구에 

비해 25% 정도로 감소하 다. 

다. 제초제 저항성 캘러스 선발을 위한 선발 농도 결정

  제초제 저항성 캘러스를 선발하기 위하여 캘러스가 어느 수준의 제초제 농도까지 

생존할 수 있는지 알아보기 위해 먼저 캘러스를 액체배양한 후 0, 0.5, 1.0, 2.5, 5.0, 

7.5, 10mM glyphosate가 포함된 액체배지에 치상하여 30일 후에 생존율을 조사하

다. Glyphosate에 대한 캘러스의 생존율은 제초제 농도가 증가할수록 감소하 고 

LD50은 약 2.0mM로 나타났다. 

라. 제초제 저항성 캘러스 선발

  감마선을 이용한 기내돌연변이의 과정을 거쳐 제초제 저항성 캘러스를 선별하기 

위해 그림 2에서와 같이 방사선(30, 50, 70, 100Gy)와 그림 4에서 약 LD70인 

2.5mM glyphosate를 처리하여 40일 후의 생존율을 살펴보았다. 제초제 저항성 캘

러스 선발 효율은 방사선을 조사하지 않은 대조구에 비해 방사선을 조사한 처리구

에서 증가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고 방사선 처리구 중에서는 70Gy에서 저항성 

캘러스 선발효율이 가장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마. 저항성 식물체 선발농도 결정

  식물체에 glyphosate를 처리하여 제초제 저항성 개체를 선발하기 위하여 우선 

glyphosate에 대한 식물체의 감수성을 조사해 보기로 하 다. 시중에 판매되고 있는 

근사미를 이용하여 0, 0.1, 0.3, 0.5, 1.0, 2.0, 5.0%의 농도로 처리하 다. 처리 후 1, 

3, 5, 7, 10, 15일이 되었을 때 sample을 취해 분석에 이용하 다. 제초제 처리후 

electrolyte leakage, malondialdehyde, 엽록소와 카로티노이드, proline 함량을 측정

하여 종합한 결과, 제초제 저항성 들잔디를 선발하기 위해 적정한 농도는 0.5%인 

것으로 확인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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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 제초제 저항성 개체 선발

  포장에서 M1 식물체를 육성하여 얻은 M2 종자를 파종하여 약 80일을 재배하여 

비닐하우스에서 0.5% glyphosate를 처리하여 재배한 결과 방사선을 처리하지 않은 

처리구는 고사하 으나 생육이 왕성하거나 제초제 피해를 받지 않은 저항성 계통을 

선발할 수 있었다.

사. 제초제 저항성 식물체의 특징

  제초제 저항성 식물체의 전기전도도 값이 대조구의 그것보다 현저히 감소하 다. 

그리고 엽록소 a, b 및 전체 엽록소 양과 카로티노이드 함량은 대조구 및 감수성 

계통은 제초제 처리후 급격히 감소하 으나 저항성 계통은 감소량이 대조구에 비해 

낮았다. 또한 MDA함량은 제초제 처리후 증가하는 것을 확인하 다. 마지막으로 

proline의 함량변화를 측정한 결과 제초제 처리시 무처리구에 비해 proline 함량이 4

배 이상 크게 증가하는 결과를 보 고 제초제 저항성인 개체에 비해 감수성을 가진 

개체의 경우 proline 함량이 더 많이 증가하 다.

(3) 국내 자생 버뮤다 래스 자원 수집

가. 국내 자생 버뮤다그래스 잔디의 수집

  2006년 국내에서 수집한 버뮤다그래스 잔디는 총 43개종이며 이들은 북위 34-36, 동경 

126-129도 사이에 주로 분포하며, 형태 및 생육상태가 현저하게 차이가 있음을 알 수 있었

다. 형태적으로 화서의 형성능력, 생육량, 포복경 및 잎의 길이에 있어 수집 생태종간에 현저

한 차이를 보이고 있었다.

나. 핵형분석

  핵 DNA 양을 측정해 본 결과 1.42 - 2.85 pg 이었고, 평균2.12 pg 이었다. 나타

난 핵형은 3, 4, 5, 6배체 등 다양한 핵형을 보유하고 있었다. 수집된 대부분의 생태

종은 4배체로 81%를 차지하 다. 한국 자생 버뮤다그래스의 제놈 크기는 3, 4, 5,그

리고 6배체 각각 1460, 1980, 2490, 그리고 2770 Mbp라고 추정된다

다. 염색체 모양 및 숫자 관찰

  염색체 관찰결과 국내 자생 버뮤다그래스는 3배체 2n=3x=27, 4배체 2n=4x=36, 5

배체 2n=5x=45, 그리고 6배체 생태종은 2n=6x=54개의 염색체 수를 관찰할 수 있었

다 (그림 1과 2). 

라. AFLP 마커를 이용한 유전적 다양성 분석

  AFLP 분석 결과 29개의 MseI과 EcoR1 조합에서 총 2256 개의 밴드를 보 고 

(평균 조합 당 78개), 1982 밴드에서 유전자원간 다형성(87.8 %)을 나타냈다. 유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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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양성을 나타내는 유사성 계수는 0.42-0.94로 평균 0.64 다. 이는 한국자생 버뮤

다그래스간에 상대적으로 높은 유전적 다양성을 보인다는 것을 설명하고 있다.  클

러스터 분석결과 한국 자생 버뮤다그래스는 6개의 유전 다양성 그룹으로 분류되었

고, principle coordinate analysis (PCA) 결과 PCA 1과 PCA 2의 변이율은 각각 

21.1 와 11.6%를 보여, 3배체 두개 그룹인 Group 3와 Group 5가 다른 배수체들과 

유전적으로 다르다는 것을 증명해 주었다.

(4) 방사선처리에 의한 남부지역 자생화훼 신품종 육성

가. 층꽃(Caryopteris incana) : 층꽃 종자에 γ-ray을 조사할 경우의 반치사선량의 

범위는 100Gy이며 M1세대에서 7개의 변이체를 획득하 으며 그 중 M2세대에서 

왜성변이를 4계통 선발하 다.  

나. 털머위(Farfugium japonicum) : 털머위 종자에 γ-ray을 조사할 경우의 반치사

선량의 범위는 15Gy∼25Gy이며 변이체 획득은 M1세대에서 총 57개를 얻었으며 

M2세대에서 잎에 무늬가 있으며 왜성변이 1계통과 왜성변이를 8계통 등 총 9계통

을 선발하 다.

다. 원추리(Hemerocallis fulva) : 원추리 종자에 γ-ray을 조사할 경우의 반치사선량

의 범위는 150Gy로 판단되며 M1세대에서 변이의 가능성이 있는 개체를 57개 획득

하 지만 M2세대까지 변이가 일어나는 개체는 없었다.

라. 술패랭이(Dianthus superbus var. longicalycinus) : 술패랭이 종자에 γ-ray을 

조사할 경우 반치사선량의 범위는 150Gy∼190Gy로 판단되며 M1세대에서 획득한 

변이체는 총 17개이며 이 중 M2세대에서 화색변이가 1계통, 화형 ․ 화색변이가 3

계통 등 총 4계통을 선발하 다.

마. 옥잠화(Hosta plantaginea) : 옥잠화 종자에 γ-ray을 조사할 경우 반치사선량은 

30Gy로 판단되며 M1세대에서 획득한 변이체는 169개를 획득할 수 있었으며 그 중 

M2세대에서 왜성변이가 3계통, 잎 변이가 6계통, 잎변이와 왜성변이가 동시에 일

어난 변이체 3계통 등 총 12계통을 유망계통으로 선발하 다. 

바. 황근(Hibiscus hamabo) : 황근 종자에 γ-ray을 조사할 경우 반치사선량은 

120Gy∼190Gy로 높은 선량이 요구되며 M1세대에서 획득한 변이체는 104개를 획

득할 수 있었으며 그 중 M2세대에서 왜성변이를 6계통 선발하 다.

아. 멀꿀(Stauntonia hexaphylla) : 멀꿀 종자에 γ-ray을 조사할 경우 반치사선량은 

100∼150Gy로 판단되며 M1세대에서 획득한 변이체는 총 21개를 얻었으며 M2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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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성계통을 8계통 선발하 다. 

자. 자생식물수집 현황 : 남부지역에 자생하는 식물 중 신화훼종 또는 유전적으로 

가치가 있다고 판단된 식물을 총 30종을 수집하 다. 

차. 감마선 조사에 의한 진달래의 종자 발아 및 유묘 생장

 3가지 다른 진달래 종자의 발아에 미치는 감마선 감수성을 조사하 다. 분홍진달

래는 감마선 비조사구에서 약 96%의 발아율을 나타내어 무휴면 종자임을 확인할 

수 있었으며, 100Gy 조사구에서도 90% 이상의 발야율을 나타내었다. 그러나 

200Gy 조사 종자의 발아율은 급격히 떨어졌으며 400Gy 처리구에서는 전혀 발아되

지 않았다. 반치사 선량은 100-200Gy 이었으며 발아일수는 10일 이었으며, 자엽은 

발아 후 5일째 전개되었다. 부여에서 채집한 옅은 분홍색 진달래 종자의 발아율은 

22.7% 이었으며, 감마선 처리에 의해(100-300Gy) 2배 이상 높아졌다. LD50는 약 

300Gy 이었다. 흰진달래 종자는 2가지 종피색이 혼재하 으나 발아에는 향을 미

치지 않았다. 발아율은 90% 이상이었으며 발아일수 및 자엽전개일수는 분홍진달래

와 유사하 다. 20Gy 조사 종자의 발아율은 95.6%로 비조사구 90%보다 높았다. 

한편 80Gy 조사구의 발아율은 매우 낮았으며 자엽 또한 약 10%만 전개되었다. 흰

진달래 종자의 LD50는 60과 80GY 사이이었다.

카. 왜성 해바라기 'Big Smile' 종자의 방사선 감수성 및 변이체 선발

 왜성 해바라기 ‘Big Smile’ 종자의 방사선 감수성과 조사 후대의 변이와 생육정도

를 관찰하 다. 종자에 감마선을 0-75Gy 조사하 을 때 종자의 반치사선량(LD50)

은 관찰되지 않았다. 한편 50Gy구에서 1주의 화색변이체가 발견되었다. 종자에 

0-500Gy의 감마선을 다시 조사한 결과, LD50은 300-500Gy 이었다. 그리고 M2 종

자를 재파종한 결과, 75Gy구에서 비조사구 뿐만 아니라 다른 모든 처리구보다 

10-20일 이상 빨리 개화한 조숙종이 1주 관찰되었다. M2 종자의 생육정도를 관찰

해 보면 초장은 대조구 30.6cm에 비해 조사구에서 약간 더 신장하 으며 화경은 

25Gy구에서 12.9cm로 가장 컸다. 한편 선발된 화색변이체 M2 종자의 파종 후 초장

은 15.6cm, 화경 6.5cm로 극왜성이었으며 엽폭은 대조구보다 1/2 이상 줄었으나 엽

수는 오히려 많았다.

타. 라디올러스 구근의 방사선 육종

 라디올러스의 돌연변이 유기에 대한 감수성을 조사하기 위해 'Pink Garden' 등

의 구경(corm)과 목자(cormel)를 사용하 다. ‘True Love’와 ‘Nova Lux’ 목자에 감

마선 감수성을 조사한 결과, LD50는 100-200Gy로 판명되었다. ‘True Love’ 품종은 



- xviii -

방사선 조사 후 흰색의 화색변이체가 관찰되었다. 'Pink Garden' 품종의 구경에 감

마선  조사 후 식물체의 초장은 25Gy 구에서는 대조구보다 20cm 더 신장되었다.  

화서장은 동일 처리구에서 약 77cm로 가장 길었으며 소화의 개수도 약 12개로 가

장 많았다. 한편 100Gy 처리구에서는  화색변이를 일으킨 식물체를 관찰할 수 있었

다. 

 'Pink Garden'의 목자에 감마선을 조사한 결과, 개화율이 100Gy 처리구를 제외하

고 모두 80% 이상이었다. 소화수는 약 7개로 소구개화성인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구경은 절화용, 목자는 분화용으로서의 사용 가능성을 암시하 다.

타. 관상 및 자생식물의 돌연변이 형질개량

자생식물은 벌노랑이와 제비꽃 등의 종자를 재료로 사용하여 맹아 및 방사선의 감

수성을 생장상에서 관찰하 다. 지피식물인 벌노랑이 종자에 감마선을 조사하여 감

수성을 관찰한 결과 맹아율은 모든 처리구에서 대조구와 비슷한 결과를 나타내었

다. 

  제비꽃 종자의 감마선 조사 후  맹아율은 300Gy 처리구에서 가장 높은 62%로 

대조구보다 5% 더 높았다. 맹아소요일수는 500Gy 처리구까지 약 10일이었다. 한편 

자엽의 전개는 모든 처리구에서 9-10일 소요되었다. 제비꽃 종자의 반치사선량은 

700-800Gy 이었다. 흰제비꽃의 종자의 맹아율은 100Gy 처리구가 대조구나 다른 처

리구보다 높았으며 적정선량은 100-300Gy  이었다. 자엽전개는 모든 처리구에서 평

균 4-5일 이었다. 즉 같은 제비꽃속이라 하더라도 방사선의 감수성은 달라진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도라지는 절화용으로 사용하기 위해 종자의 조직배양을 시도하 다. 캘러스에 감

마선을 조사한 결과, 100Gy 이상부터 비조사구보다 증식정도가 1/2 이상 감소되었

다. 한편 200Gy의 감마선이 조사된 도라지 종자에서는 연보라색의 겹꽃이 관찰되었

다.

4. 화훼류 및 해외 도입식물의 돌연변이 형질개선

(1) 방사선 조사 및 개내 배양방법을 이용한 국화 육종

 본 연구는 감마선 조사 및 배양방법을 이용하여 유용한 변이체를 선발하고, 그 특

성을 관찰하기 위해 수행되었다. 기내 신초수의 증식은 MS 배지 내에 NAA 0.2mg

‧L
-1
에 BA의 농도가 1.0mg‧L

-1
로 증가할수록 양호한 반면 신초의 길이와 뿌리형성

율은 감소되었다. 계대배양을 3회 수행한 후 온실에서 순화 및 삽목하 다. 감마선

으로 조사된 총 370 개체들은 감마선의 조사선량에 관계없이 토양이식 수 생존율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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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7% 이상이었다. 조사된 개체들 중 변이의 빈도는 감마선의 선량이 증가할수록 높

아졌다. 50Gy 조사구에서는 화색과 화형의 변이가 각각 28.2와 15.4%로 확인되었

다. 화색과 화형은 다양한 변화를 나타냈으며 줄기색 또한 변화되었다. 예를 들면 

흰색에 옅은 자주색의 관상화는 흰색, 적자색, 노랑색 또는 연분홍색 등으로, 흰색

이었던 설상화는 연한 자주색이나 적자색으로 바뀌었다. 설상화의 길이와 폭 및 화

경의 크기가 달라진 개체 및 줄기에서 안토시아닌 색소가 제거된 개체도 관찰되었

다. 본 연구결과 국화 ‘Argus'에서 기내 배양채에 30-50Gy의 감마선 조사에 의해 

화색 화형 및 줄기색의 다양한 돌연변이체를 선발할 수 있었다.

(2) 케나프 육종

국내외에서 수집한 케나프 30여종을 포장재배하여 생육 및 수량특성을 평가하 다. 

국내 채종이 가능한 품종과 생육 및 수량특성이 뛰어난 품종을 선발하 다. 그중에

서 국내채종이 가능하고 지상부 생육이 뛰어난 진주수집종 및 중국의 Auxu 품종에 

방사선을 조사하고 그 후대에서 유용 변이계통을 선발하여 후대검정을 실시하 다. 

(3) 아피오스 증식기술 개발

Auxin의 종류에 따른 캘러스 유도효과는  2,4-D 1mg/l이상의 처리구에서 모두 

80%이상의 캘러스 유도효과를 보 다. IBA의 경우는 5mg/l의 처리구에서 74%의 

효과를 보 으나, NAA의 경우는 상대적으로 낮은 효과를 보 다. Cytokinin 

에서는 TDZ처리시만 3mg/l 에서 72.5%의 효과를 보인 반면 Kinetin과 

BA처리시는 모두 캘러스가 유도되지 않아 상반된 결과를 보 다. 아피오스의 

캘러스 유도는 Cytokinin에 비해 Auxin이 더욱 효과적인 것으로 나타났으며 Auxin 

중에서도 2,4-D가 1mg/l 의 처리구에서 86.7%의 높은 효과를 볼수 있었다. 

광배양과 암배양의 차이를 보기위한 실험결과에서는 같은농도에서 암배양시 

52.8%, 광배양시 74%로 광배양에서 더욱 효과적인 캘러스 유도효과를 볼수 

있었다.

 아피오스의 캘러스 유도효과와 재분화에 필요한 조건을 얻기위하여 Auxin과 

Cytokinin의 조합에 의한 synergy효과가 기대된다.

5. 돌연변이 활용 분자마커 개발 및 유용 변이체 보존 활용체계 구축

(1) 벼 내염성 관련 분자마커 개발

 내염성 관련 AFLP 특이밴드 분석 및 marker 개발

내염성과 관련된 DNA marker의 개발을 위해 AZCA 저항성 계통에서 선발된 유망 

내염성 계통인 ST 2 계통과 원품종 동안을 대조구로 이용하여 AFLP를 수행하

다. 8개의 EcoR I(+2)와 6개의 Mse I (+3)의 primer를 이용하여 19개 primer 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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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서 총 3,309개의 band가 나왔고 그 중 436 개의 polymorphic band(13.2 %)가 나

타났다.

(2) 콩에서의 내습성 관련 분자 마커 개발

가. 내습성 관련 AFLP 분석과 STS marker 개발

  내습성과 관련된 DNA marker의 개발을 위해 생리 실험에 이용한 내습성 유망 3

계통과 습해에 약한 3계통을 대조구로 이용하여 AFLP를 수행하 다. 각 8개의 

EcoR I(+3)와 Mse I (+3)의 selective primer를 이용, 32 primer 조합에서 2,566개

의 band가 나왔고 그 중 1,117개의 polymorphic band(43.5%)가 나타났다. UPGMA

를 이용한 dendrogram에서 습해에 강한 3계통은 0.79의 유연관계를 나타내며 하나

의 그룹으로 형성이 되었다. 그러나 습해에 약한 계통에서는 특별한 그룹이 형성되

지 않았다. 10개의 특이 AFLP band를 이용하여 STS 전환을 시도하 고 그 중 2

개의band를 STS marker로 전환하는데 성공 하 다. 이 습해와 관련된 두개의 

STS marker는 콩 초기 세대 습해 저항성 돌연변이 선발 및 육종에 이용 할 수 있

을 것이다.

(3) 인삼 배 배양 유래 세포로부터 부정근 유도 및 ginsenoside 합성 변이 뿌리 선

발

 부정근 형성을 위해 NH4NO3가 포함되지 않은 MS 배지에 Auxin (2,4-D, NAA or 

IBA)을 농도별로 처리하 다. 그 결과 부정근 형성률은 MS배지에 IBA를 1, 3 or 5 

mg/l 처리한 처리구에서 60%이상의 효과를 나타냈으며, 그중에서도 3mg/l 처리구

에서 76.1%로 가장 높은 효과를 나타내었다. 부정근은 IBA를 3mg/l처리한 액체배

지에서 24시간 암상태로 shaking incubator에서 증식하 다. 방사선 감수성을 확인

할 목적으로, 유도된 embryo에 gamma ray를 0, 10, 30, 50, 70 and 100Gy 조사하

다. 30Gy 조사구에서 75%로 가장 높은 부정근 형성효과를 보 고, 이는 인삼의 

mutant cell line을 선발하는데 가장 적합하다고 판단되었다. 방사선을 조사하지 않

은 cell line의 증식률은 46.2% 다. 30Gy 조사구에서 증식한 cell line들을 비교하여 

생체중이 100배 이상 증가한 것들을 최종 선발하 다. 아홉가지의 중요한 

ginsenoside, Rb1, Rb2, Rd, Re, Rf, Rg1, Rg3 and  Rh1을 HPLC를 이용하여 분리,

분석하 다. 

본 연구의 목적은 부정근 형성에 가장 높은 효과를 보 던 mutant cell line을 선발

하여, gamma ray에 의한 인삼의 mature embryo 배양으로부터 고효율의 증식과 

ginsenoside의 생산방법을 확립하는데 있다.   

(4) 유용 유전자원 확보 및 유전자원은행 기반구축

 한국원자력연구소 보유 1400여 재래종, 외국종 및 돌연변이종 700여점을 격년마다 

재배하여 보존 및 활력재생을 위하여 계통별로 보존, 증식, 관리해오고 있다. 또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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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유중인 콩 유전자원 중 농진청에 미등록된 841종을 확인하고, 200여 점을 정읍에 

신설된 방사선육종시험포장에 재배하여 22여개 항목에 대한 특성을 평가 조사와 함

께 종자를 증식하고 특성평가 자료 및 종자일부 (계통 당 250g) 를 농촌진흥청 종자은행

에 분양 등록하기 시작했다. 아울러 증식된 같은 계통의 일부는 단기저장고에 보관하기 시작

하면서 분양을 위한 종자은행 기반을 구축하기 시작했다. 한편 2006년부터 농업 유전자원 관

리기관 지정에 따라 보유중인 400계통을 추가로 증식하여 진흥청에 종자를 기탁하기 시작하

다. IAEA RCA 국제 공동연구의 일환으로 RCA 회원국에서 개발한 돌연변이 콩 계통을 

정읍 방사선연구원 육종시험장 포장에서 재배하여 수량검정 시험을 실시하여 그 결과를 보

고하 다 

(5) 돌연변이 유전자원 데이터베이스 소프트웨어 개발 

가. 개발언어 선정

연구과제의 최종 성과물은 전산시스템의 형태를 가질 것이고 이는 프로그램 소스

라는 것을 바탕으로 구현된다. 프로그램 소스는 개발언어별로 일정한 규칙을 가지

고 있는데 시스템의 규모, 예산, 특성에 따라 적절한 개발언어를 선택하게 된다. 

여러가지 개발언어 중 호환성, 효율성, 독립성, 확장성, 접근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JSP 기반의 개발언어를 선택하 다. 또한 JSP의 장점과 JAVA의 장점

을 모두 활용하고자 Jsp + Servlet(Beans) 제3의 프로그램밍 방법을 적용하기로 

한다. 

나. 개발방식의 선정

본 연구에서는 가장 선진화된 개발방법인 Model 2+1 방식을 선택하고 그 방식의 

대표적인 프레임워크인 Jakarta의 Struts을 적용시키도록 한다.

다. 시스템 개발 프로세스

시스템 개발 프로세스는 아래의 그림과 같이 구분할 수 있다. 시스템 전반에 대한 

협의는 위탁과제 수행기관이 (주)제이에스웍스와 한국원자력연구원간에 이루어 졌

으며 자문단, 시스템 구축팀, 품질검사팀 등을 통해 실질적인 시스템 구축 활동이 

진행되었다. 이를 세부적으로 구분하면 요구사항 분석 → DB 분석 → DB 설계 → 

시스템 개발(디자인, 코딩 포함) → 시스템 테스트 → 시스템 설치/교육 등으로 나

타낼 수 있다.

6. 첨단방사선 육종기술 개발 및 홍보

 대중매체, 전시회 및 인쇄물을 통하여 연구개발 성과물 및 방사선육종의 효용성에 

관하여 적극적으로 홍보하여 시민들과 전문가들의 인식제고에 크게 기여하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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Ⅴ. 연구개발결과의 활용계획

 1. 개발 신품종 

 본 사업을 통하여 개발된 벼 신품종은 자체적으로 원원종 및 원종급의 종자를 증식하여 농

가 및 농업관련 매년 80-120 건, 약 800-1000kg씩을 분양해오고 있음. 앞으로도 자체적으로 

종자를 보급함은 물론 각 시군 농업기술센터, 농협 및 종자보급소 등과 연계하여 종자 보급

을 확대해 나갈 예정임. 또한, 현재 품종 출원중인 내염성 원해벼 및 조생서리 콩도 품종보

호권이 등재 되면 농가 보급을 실시할 예정임. 벼 종자의 경우 우수한 품종은 20-30년간 재

배가 지속되기 때문에 지속적으로 농가 소득창출에 기여할 것임. 

  품종 보호권을 확보한 분재용“꼬마” 등 무궁화 신품종은 우선 2008년도 정부수립60주년 기

념사업으로 중앙일보 및 관련 기관등과 공동으로 대대적인 무궁화 보급 사업을 전개하여 국

민의 무궁화 사랑 및 애국심 함양에 기여할 것임. 

2. 선발 유망 돌연변이 계통

 본 연구개발 기간 동안 선발 육성된 벼, 콩, 들깨 및 자원식물 들은 후속 연구개발을 통하

여 지속적으로 품종 개발을 추진할 예정임. 따라서, 후속사업으로 개발된 품종은 품종보호권

을 확보하고, 농가보급 또는 품종실시권을 민간 기업에 이전하여 실용화를 달성할 예정임. 

 특히, 3단계 사업에 새롭게 추진되어 많은 유용 변이체를 확보한 국화, 잔디, 난류, 자생화 

및 해외도입 식물의 경우, 후속 연구개발 과제(기관고유 및 농진청 바이오그린 21사업 등)를 

통하여 중점적으로 품종 개발을 추진하여, 외국 로열티 대응 및 국산 품종의 수출화에 기여

토록 할 것임,

3. 유용 특이 유전자원

  3단계 연구개발에서는 신품종 개발과 아울러 방사선을 이용한 특이한 돌연변이 유전자원

의 개발에도 주안점을 두고 추진하 음. 그 결과 벼, 콩 및 원예식물 분야에서 품종으로는 

가치가 적지만 특이한 변이체를 다수 확보하 음. 이러한 자원은 앞으로 유전자의 기능을 밝

히는 기능유전체 연구에 크게 활용될 수 있음, 따라서, 이러한 자원을 DB화 및 체계적으로 

정리하여 유지 본존하고, 공급해주는 돌연변이 유전자원은행을 추진할 예정임.  

 

4. 개발 분자마커 및 유전자

  본 연구팀에서도 자체적으로 개발한 돌연변이체를 대상으로 벼의 내염성 및 양성 관련 

분자마커 개발 성과와 아울러 콩 내습성 및 국화의 화색 관련 유전자 및 분자 마커 개발의 

성과를 얻었음. 앞으로 개발된 유전자 및 분자마커는 특허 및 genebank에 등록되어 우리나

라의 지적 재산권에 기여하면 물론 유전자를 이용한 형질전화 육종에서의 활용과 분자마커

를 이용한 유용 변이체의 조기 선발에도 활용될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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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  첨단 방사선 육종기술 개발 및 홍보

  우리나라에서는 최초로 식물을 장기간 키우면서 감마선을 완조사할 수 있는 감마파이토트

론 시설을 설치하 으며, 앞으로 이를 이용한 육종기술을 개발하여 우리나라의 품종개발에 

기여할 예정임.  최근 일본에서 많은 성과를 내고 있는 중이온빔 육종기술의 도입을 위하여 

일본의 RIKEN, 일본원자력연구소 다카사키연구소의 관련 연구자 들과 협력 체계를 구축하

음. 그리고, 원자력의학원의 사이클로트론의 양성자빔을 이용한 돌연변이체 개발 연구를 

수행하 음. 또한, 중국에서 많은 성과를 내고 있는 우주선 육종기술에 연구 개발에 참여하

여 2006년 9월 중국 우주선 육종 전용 위성인 스젠8호에 우리의 종자 탑재 실험을 실시하

음. 이것을 기반으로 2008년도 한국인 최초 우주인 사업의 우주인 임무 실험에 우림 팀에서 

제안한 우주 종자 발아 생장 비교 실험이 채택되어 배양 용기 및 관련 기술을 개발중에 있

음. 그리고, 장래적으로는 우주정거장 및 우주기지에서 인류가 장기간 체류할 경우 식량생산

에 필요한 식물 품종 및 작물 생산시스템 개발을 추진할 예정임.   

  방사선육종 성과물 및 돌연변이 육종의 효용성에 관한 홍보를 대중매체, 전시회 및 인쇄물 

제작 보급을 통하여 저극적으로 실시하여, 일반시민 및 전문가들의 방사선육종에 대한 인식

을 제고시켰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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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UMMARY

Ⅰ. Project Title

 Plant Breeding by using Radiation Mutation

Ⅱ. Objective and Importance of the Project

 The recent agricultural situations in Korea are getting worse and a 

self-sufficiency level of foods is just around 25%. The Union for the 

Protection of New Varieties of Plants (UPOV), to which Korea subscribes is 

to protect new varieties of plant by an intellectual property right, which 

leads to unceasing competition to acquire crop seeds and germplasm among 

countries, and seed- and bio-industries are intensively fostered as strategic 

industries in the developed countries. The number of crops protected by the 

UPOV convention for the protection of new varieties of plants is enlarged 

by 204 crop species in 2008 and eventually applied to all the crops in Korea, 

under which about 70 to 100 million dollars were estimated to be paid for 

the seed or plant royalty. One of the best alternatives is a mutation 

breeding method which permits trait improvements of those crop species in 

a short period.    

 A mutation breeding is to use physical or chemical mutagens to induce 

mutagenesis, followed by individual selections with favorable traits. A 

mutagenesis in the chromosome or DNA fragments resulted in signal 

disorder of the damaged cells from which mutants developed. The mutation 

breeding has many advantages over other breeding methods, which include 

the usefulness for improving one or two inferior characteristics, applications 

to broad species with different reproductive systems or to diverse plant 

materials, native or plant introduction with narrow genetic background, time 

and cost-effectiveness, and valuable mutant resources for genomics 

researches. Further more, the developed mutant cultivars are widely accepted 

in the aspects of food and environment safety which is a main issue in 

GMO foods.

 The FAO-IAEA Mutant Varieties Database indicated that more than 25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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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lant varieties in 172 plant species have been released from 63 countries. 

China as a leading country registered 607 varieties, followed by India, 

Russia, Netherlands, German, USA, and Japan in the top group. Korea is 

ranked 21st, releasing 20 registered and 11 unregistered varieties. Researches 

on the radiation breeding in Japan were conducted in the several places 

such as JAEA-Takasaki, universities, or the Institute of Radiation Breeding. 

Also the Institute of Atomic Energy for Agriculture under the Chinese 

Academy of Agricultural Sciences is a leading place and 30 universities or 

regional agricultural institutes are operating radiation breeding teams as 

well. 

 The Radiation Agriculture Research Institute (RARI) in Korea was 

established for radiation breeding in 1965. However, as the Rural 

Development Administration (RDA) had succeeded in the development of 

indica-japonica hybrid ("Tongil type" rice) cultivars with semi-dwarf and 

high yields in the early 70s, the main works on crop breeding were 

undertaken by the RDA and the RARI was incorporated into the Korea 

Atomic Energy Research Institute (KAERI) in 1973. Although the breeding 

research team was drastically reduced, the radiation breeding research team 

at KAERI has played a major role in the most of mutation breeding work 

in many crops. About 33 new plant cultivars including 16 rices, 6 sesames, 

4 hibiscuses, 2 soybeans, 1 barley and 2 boxtrons (=Chinese matrimony 

vine, Lyci fructus), and  2 perilla have been developed by 2006. 

 A recent mutation breeding technique was extended to use high LET 

radiation such as ion beam, space radiation from traditional low LET 

radiations including gamma, X-ray, and neutron. From the early 1990, the 

ring cycrotron (RRC) in RIKEN and heavy ion beams in JAEA-Takasaki 

have been applied to a plant mutation breeding to develop plant cultivars in 

diverse plant species in Japan. A space ship only for the mutation breeding 

is launched to develop new cultivars by exposing plant seeds or cultured 

materials to space radiation in China.  

 As seed royalty payment is issued recently and mutant resources are 

increasingly demanded for functional genomics, mutation breeding techniques 

and germplasm resources are becoming important. Additionally some 

supporting facilities designed for the radiation breeding program in Jeongeup 

city were acquired consecutively by the ARTI, which includes gamma 

radiation facilities, glass houses and a breeding farm, a gamma phytotron, 

and low temperature seed storage spaces. An electron beam irradiator, 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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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yclotron for the radioisotope production, and a training center will be 

operated shortly. These conditions collectively allow the ARTI with key 

roles to achieve the advance in the Korean radiation breeding levels.

 Along with a pursuit of better life quality, the radiation breeding strategy 

can meet the public and farmers needs of new cultivars with high quality 

and farmers' demands for competitive cultivars to sell or export. Recent 

applications of the radiation breeding techniques to developments of 

flowering plants or food crops with improved functional constituents 

heightened the public's interests in agriculture and in our genetic resources 

and seed industries.  The goals of this project, therefore, include achieving 

advances in domestic seed industries and agricultural productivities by 

developing and using new radiation mutants  with favored traits, protecting 

an intellectual property right of domestic seeds or germplasms, and sharing 

the  valuable mutants and mutated gene information for the genomics and 

biotech researches that eventually leads to economic benefits.    

III. Main Scope and Contents of the project

1. Development of high-quality and environmental stress-tolerant mutants by in 

vitro mutagenesis

(1) Development of high-amino acid accumulating rice mutants by in vitro mutagenesis

Characterization of 5-methyltryptophan resistant rice mutants

Identification of differentially expressed genes associated with 5-methyltryptophan 

resistance in rice mutants

Identification of mechanism of amino acid analog resistance in rice mutants

(2) Development of Salt Tolerant Rice Plants

Selection of optimum salt concentration

Selection of salt tolerant lines in AZCA Resistant M3, M4 generation

Characterization of salt tolerant M4 cell lines

General amino acid composition analysis

Determination of ion contents

RT-PCR analysis for gene expression

(3) Development of salt-tolerant rice variety and variety registration usin 

radi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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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election of salt-tolerant line and quality test

Cultivation of salt-tolernat line

(4) Development of herbicide-resistant wheat mutants induced by 

gamma-irradiation

F1 herbicide resistant breeding line selection from sgregation population

Genetic analysis through gene search related with herbicide resistance

Gain of herbicide resistant germplasm

(5) Selection of waterlogging tolerant lines in soybean landraces

Evaluation of waterlogging tolerant soybean lines in paddy field

Analysis on physiological response of waterlogging tolerant soybean lines

2. Commercialization of developed cultivars, and acquirement of avaliable 

technologies 

(1) Seeds distribution of bred rice cultivars 

Seeds prodcution and distribution to farmers 

 

(2) Regional adaptation test and selection of useful new rice lines

Regional adaptation test of promising rice lines

Induction of mutation and selection of useful rice liens

(3) Development of soybean cultivars derived from radiation mutagenesis and preliminary 

(yield and region) test 

Selection and evaluation of soybean mutants with the improved traits [disease 

resistance, early maturing, sprout use, cooking, low beany flavor(low lipoxygenase 

content) or phytic acid contents] 

Yield and regional test of the new selected soybean mutant lines 

Application for the plant variety protection right of the final selected soybean 

mutants

3. Agricultural Applications and Industrialization of Useful and High-valued 

Native Plants 

(1) Developed by mutation breeding of a New Rose of Sharon (Mugungwha) 

cultivar 

A New Rose of Sharon variety, "changhae" developed by a mutation breeding

A Dwarf type new Rose of Sharon variety, "Ggoma" developed by 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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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utation breeding

A New Rose of Sharon, "Daegoang" developed by a mutation breeding

A New Rose of Sharon cultivar, "Seonnyo" developed by a mutation breeding

(2) Foundation of tissue culture system and mutant selection of resistant to 

glyphosate in zoysiagrass

Foundation of tissue culture system using mature seed

Development of 200 zoysiagrass line using callus culture after irradiated 

gamma ray

Determination of optimum concentration for selection of resistant callus to    

glyphosate 

Determination of optimum concentration for selection of resistant plant to     

glyphosate 

Selection of glyphosate resistant plants from glyphosate and gamma ray 

treated seed

(3) Genetic Diversity among Korean Bermudagrass (Cynodon spp.) Ecotypes 

Characterized by Morphological, Cytologicaland Molecular Approaches

Collections of bermudagrass ecotypes native to Korea

Morphological and growth evaluations of the collected bermudagrass ecotypes

AFLP marker-based genetic diversity analysis for the bermudagrass ecotypes

Determination of cytotypes and nuclear DNA contents by using a Flow Cytometer

Chromosome counts and ploidity confirmation of the bermudagrass ecotypes 

(4) Mutation breeding for wild flower

LD50 determination of new floral variety by γ-ray

Cultivation of new floral variety

Search, harvest and property estimation of possible variety

Determination of gamma-rays on germination of Rhododendron Species

Multiplication and acclimatization process of in vitro plantlet

Determination of flower color variant by γ-ray

Determination sensitivity and growth of sunflower ‘Big Smile’ seeds 

Determination of growth condition by gamma rays irradiation

Selection of flower color variant by γ-ray

4. Mutation breeding of flowers and introduced crop plants

(1) Mutation breeding of a spray chrysanthemum 'Argus' by Gamma-ra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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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rradiation and tissue culture

LD50 determination of variety by γ-ray

The proper density for shoot proliferation and root formation

Selection of mutation plant

(2) Breeding of kenaf

Evaluation of characteristics collected kenaf germplasm 

Selection of useful mutant lines of kenaf

 

(3) Callus induction and plant regeneration from Apios americana

Effect of growth regulators on callus induction from tuber, stem and bud of  

apios

Effect of growth regulators on plant regeneration from tuber, stem and bud 

of apios

5. Development of molecular markers using the induced mutants and system 

construction for the useful mutant conservation and applications 

(1) Development of AFLP marker linked salt tolerance in rice

AFLP analysis of salt tolerant lines

Development of AFLP markers using mutant-specific AFLP bands

(2) Development of molecular marker linked waterlogging tolerance in soybean

Analysis on AFLP of waterlogging tolerant soybean lines

Development of STS markers using AFLP bands

(3) Adventitious root formation and ginsenoside production from embryogenic 

mutant cell lines induced by gamma irradiation in Korea ginseng (Panax 

ginseng C. A. Meyer) 

Callus induction from mature embryo

Effect of plant growth regulators on adventitious root formation

Effect of gamma ray irradiation on adventitious root formation

Selection of mutated adventitious root lines

Ginsenoside analyses by HPLC

Hydroxyl and superoxide radical scavenging activities

(4) Acquirement and evaluation of useful plant resources, and construction of germplasm 

ban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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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valuation, seed increase, and conservation of about 2000 Korean soybean landraces, 

plant introductions or mutants

Distribution of the conserved soybean genetic resources 

Development of molecular markers using the induced mutants and distribution of the 

mutants for other genetic researches

(5) Development of mutated genetic resources database 

Requirement analysis for software deveolpment

Monitoring and benchmarking of other database related 재소 genetic resource

Design of database

Software deveolpment and homepage construction for database of metant 

genetic resource 

6. Development of advanced technology and public relations of R&D 

Achievements

Construction of gamma-phytotron

Development of ion-beam and space breeding technologies

Using mass media

Exhibition

Publication 

IV. Results and Proposal for Application

1. Development of high-quality and environmental stress-tolerant mutants by in 

vitro mutagenesis

(1) Development of high-amino acid accumulating rice mutants by in vitro mutagenesis

Rice is one of the most important crops for human dietary. It is the basic 

food of more than 3 billion people and it account for 50 ∼ 80% of their daily 

calorie intake. However, rice, which forms the staple food of majority of people, 

is very low in tryptophan and lysine in storage proteins within endosperm. The 

ideal contents of these essential amino acids that FAO (Food and Agriculture 

Organization) recommends for storage protein in cereal grains are 3.5%, 5.5%, 

1.0%, and 4.0% in methionine, lysine, tryptophan, and threonine, respectively. 

Therefore, a matter of concern and interest of the nutrition problem in count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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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hich live on rice is the intake of sufficient quantities of essential amino acids 

from rice, which are not synthesized in human and monogastric animals. These 

essential amino acids must be supplied from their food sources in sufficient 

quantities and at regular time intervals to optimize growth, maintaining health, 

and normal physical functions. Moreover, under the WTO system in international 

trade markets, competitiveness of the cultivars may be achieved through the 

excellence in grain quality.

① Characterization of 5-methyltryptophan resistant rice mutants

Homologous mutant lines resistant to a growth inhibition by 5-methyltryptophan 

(5MT) were selected from a callus that had been irradiated with a gamma ray 

of 50 Gy through an embryo culture. In order to identify the 5MT resistant 

mechanism,the current study further investigated these mutant lines; the 

anthranilate synthase activity of these M5 advanced lineswas measured by a 

direct fluorometric detection of the formed anthranilate in the control plants and 

the mutant lines grown on 500 µM 5MT. The anthranilate synthase activity of 

the mutant plants was 2.2 ~ 3 times higher than that of the control. In a kinetic 

analysis with tryptophan, an anthranilate synthase of the mutant lines was 

insensitive to feedback inhibition. These lines showed an enhanced accumulation 

of storage proteins and amino acids. The increasing rates of protein in the 

mutant lines, relative to the control seeds, were 17 ~ 28.5%. The amino acid 

contents were 2.4 (MRI-40-2) ~ 2.6 (MRI-110-6) times higher in the MRI lines 

than those in the control seeds, and 2.4 (MRII-12-5) ~ 3.5 (MRII-8-1) times 

higher in the MRII lines than the control seeds. Significant increases among the 

amino acids of the MR lines were observed in tryptophan, phenylalanine and 

tyrosine, which had been biosynthesized through the shikimate pathway. The 

transcript levels of putative OASA2, which is one of the key regulated enzyme 

subunits in the tryptophan biosynthesis pathway, were studied in the control and 

the 5MT resistant mutant lines under two tryptophan analogs (5MT and αMT) 

inhibition and other abiotic stresses (ABA, NaCl, and cold). Putative OASA2 

gene in the 5MT resistant mutant lines was highly expressed in a low 5MT 

concentration and at an early stage of the 5MT and αMT treatments. However, 

the mRNA accumulation of putative OASA2 genein the mutant plants was 

gradually decreased by abiotic stresses such as NaCl and a cold-treatment. 

These results indicate that the 5MT resistance in the mutant lines was due to 

the altered anthranilate synthase forms.



- xxxii -

② Identification of differentially expressed genes associated with 5-methyltryptophan 

resistance in rice mutants

5-Methyltryptophan (5MT), a tryptophan analog, resistant M4 rice mutants with 

high free amino acid contents were obtained through in vitro mutagenesis. To 

evaluate the 5MT resistance mechanism, a cDNA library was constructed by 

using the leaves and roots of the 5MT resistant mutant plants. Expressed 

sequenced tags (ESTs) of 1,019 randomly selected clones were performed and 

then assembled 588 unigens. A total of 389 unigenes with significant homologies 

with known protein sequences at the NCBI database and the remaining 199 

unigenes were designated unidentified genes, reflected in lack of information of 

the mechanism responded to the 5MT treatment. These unigens were grouped 

into 13 categories according to their putative functions. Of the 233 randomly 

selected clones, 25 were identified as differentially expressed genes between 

5MT resistant and 5MT sensitive plants. For further study of the differential 

expression of the genes, expression patterns of 12 genes related to various 

biological functions were evaluated in response to 5MT treatment in both the 

resistant plants and sensitive plants. All of the tested 12 genes exhibited higher 

expression levels in mutant plants than control plants regardless of 5MT 

treatment. These expression patterns of the 12 genes suggested that the genes 

related to 5MT resistance in the rice mutants have a variety of functions, and 

yield remarkably diverse expression patterns upon 5MT treatment. Many genes 

that were identified tend to be related to defense and stress responses, 

suggesting "cross-talking" between biotic/abiotic stresses including the 5MT 

treatment. Therefore, 5MT resistant mutants might be of value for identifying 

genes related to plant defenses and stresses. 

③ Identification of mechanism of amino acid analog resistance in rice mutants

The resistant mechanism to the amino acid analogs is speculated to be 

associated with resistance to the oxidative damage caused by reactive oxygen 

species (ROS). Four M6 rice mutant lines [MRIIV-9-1 (resistant), MRIIV-11-5 

(moderate resistant), MRIIV-31-1 (sensitive) and MRIIV-39-2 (sensitive)] 

resistant or sensitive to 5-methyltryptophan (5MT), a tryptophan analog, were 

developed via in vitro mutagenesis with gamma-rays. The difference of RO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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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roduction and scavenging activity of the mutants treated with the 5MT were 

investigated by using an Electron Spin Resonance (ESR) spectrometer. No 

significant difference in free radical scavenging activity was observed between 

control and two 5MT sensitive mutant lines, while the resistant MRIIV-9-1 

mutant scavenged over 50% of the free radical. We assessed the 5MT 

stress-mediated responses of the four antioxidant enzymes; catalase (CAT), 

peroxidase (POD), superoxide dismutase (SOD) and aspartate peroxidase (APX). 

The activity levels of CAT, POD and SOD were significantly increased in the 

MRIIV-9-1 line compared to control and two sensitive lines. The MRIIV-9-1 

line also showed elevated high superoxide (O
2-
) radical scavenging activities in 

the ultraweak chemiluminescence (CL) assay. This result indicate that the 5MT 

resistant mutants might activate antioxidant systems which protect the cell from 

ROS-induced protein and DNA damage, and lipid peroxidation. To confirm the 

antioxidative response systems (ARS) against the oxidative damage caused by 

ROS in the 5MT resistant mutant, RT-PCR analysis for the expression of 

antioxidant isoenzyme genes, Transmission Electron Microscope (TEM) 

observation for visualizing H2O2 scavenging in leaves exposed to 5MT were 

applied. 

(2) Development of Salt Tolerant Rice Plants

① Selection of optimum salt concentration

To determine an optimum concentration for a selection of the NaCl tolerant 

lines, Donganbyeo seeds were initially cultured on a media containing various 

NaCl concentrations (0 to 2.5%) for 40 days, and a 1.5% NaCl concentration 

was determined as the optimum concentration. 

② Selection of salt tolerant lines in AZCA Resistant M3, M4 generation

One hundred and sixteen salt-tolerant (ST) lines were selected from 20,000 

seeds of the AZCA resistant M3 seeds in the medium containing 1.5% NaCl. 

The M4 seeds of ST lines were harvested from ST M3 plants cultured on pots. 

To re-select the salt resistant plants from seeds of ST M4 lines, the thirty 

seeds from each ST M4 lines and Donganbyeo were selected by in vitro culture. 

Germinated ST M4 and Donganbyeo seeds were placed on the medium with 1.2 

% NaCl and then cultured for 40 days. The 33 putative lines (M4 generation) 

considered to have a salt-tolerance were further analyzed for their salt tolerance, 

amino acid and ion contents, and the expression patterns of the salt 

tolerance-related genes. Out of the 33 lines, 7 lines were confirmed to have 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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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uperior salt tolerance. Based on a growth comparison of the entries, the 

selected mutant lines exhibited a greater shoot length by 1.5 times, root length 

by 1.3 times, root numbers by 1.1 times, and fresh weight by 1.5 times that of 

the control.

③ Characterization of salt tolerant M4 cell lines

Callus was inoculated on 1/2 MS medium containing 1.2 % NaCl  

concentrations. Survival rate of callus on the medium containing 1.2 % NaCl 

was increased rather than that of control.

④ General amino acid composition analysis

Proline contents were increased at a maximum by 20%, 100% and 20% in the 

leaf, seed and callus, respectively, of the selected lines. Compared to the control, 

amino acid contents of the mutants were 24 to 29 %, 49 to 143 % and 32 to 

60% higher in the leaf, seed and callus, respectively. 

⑤ Determination of ion contents

The ratios of Na
+
/K

+
 for most of the ST-lines were lower than that of the 

control, ranging from 1.0 to 3.8 for the leaf and 11.5 to 28.5 for the root, while 

the control had 3.5 and 32.9 in the leaf and root, respectively. 

⑥ RT-PCR analysis for gene expression

The transcription patterns for the P5CS and NHX1 genes observed by RT-PCR 

analysis indicated that these genes were actively expressed under a salt stress.

(3) Development of salt-tolerant rice variety and variety registration using 

radiation

The results of good eating quality genotypes in field are as follows. Some lines 

were headed one month earlier, other lines were headed two week later as 

compared to Dongjinbyeo. The salt tolerant line, 130-4, has a higher value than 

control in such as white grain weight, brown grain weight and unhulled grain 

weight. In the eating quality analysis, TOYO meter value of salt tolerant line is 

higher than that of control. Amylose content of two lines, control and 130-4, is 

akin to. The No. 130-4 line was registered as variety, Wonhaebyeo,.

(4) Development of herbicide-resistant wheat mutants induced by 

gamma-irradi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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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In order to develope herbicide resistant mutated wheat, Geumgangmil and 

Olgeurumil were irradiated with 60Co source (γ-ray). M3 and M4 seeds were 

used for selection of herbicide resistant plants.  Bentazone resistant mutated 

wheats were selected in seedling stage and planting stage. Based on selected 

M3-M4 seeds (207 lines), we selected resistant mutated lines with substantial 

bentazone screening (32,000 ppm). Finally, 12 bentazone resistant mutated wheat 

lines were selected. From the selected 12 lines, we constructed SSH library, 

which was specially expressed bentazone resistant mutated wheat. SSH library 

pools were ligated in pGEM vector. Northern blotting analysis and in situ 

hybridization carried out in selected resistant mutated wheat.  Transcript levels 

of FtsH protease mRNA were highest at 15 h after bentazone treatment. Other 

stress related genes (LTP1, LTP2, and SOD) were also detected in bentazone 

resistant wheat. These three genes were most detected at 48 h after bentazone 

treatment. As shown  in situ hybridization, FtsH protease was highly expressed 

in the lodicule and vascular bundle cell. In order to hugh qulity bentazone 

resistant mutated wheat, we crossed Geumgangmil and Olgeurumil wildtype 

wheat. We obtained 57 pedigree in F2, and screening bentazone resistant wheat.

These germplasms were used for agricultural advantaged materials.

(5) Selection of waterlogging tolerant lines in soybean landraces

① Selection of waterlogging tolerant soybean lines in paddy field

  400 Korean soybean landraces were sown in the paddy field. The soybean 

plants were treated in the water 3 cm above the soil surface for 10 days at R2 

or R3 reproductive stages. Among the 400 soybean landraces, we selected 10 

tolerant and susceptible lines by the survival percentage. The survival 

percentage of the tolerant lines was 92% in average, while the susceptible lines 

showed 0%. 

② Re-evaluation of waterlogging tolerance using physiological assays

  We conducted chlorophyll determination, glucose contents, and MDA assay of 

3 tolerant (KAS150-9, KAS160-15 and KAS170-9) and susceptible (KAS160-14, 

KAS160-20 and KAS201-6-1) lines. Susceptible lines were decreased in the 

chlorophyll content when exposed to waterlogging and increased glucose and 

MDA contents, while tolerant lines were not changed significantl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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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Commercialization of developed cultivars, and acquirement of avaliable 

technologies 

(1) Seeds distribution of bred rice cultivars 

The seeds of our developed 10 new rice cultivars were produced by ourself and then 

distributed to farmers and related orgarns in every years. Some cultivars were broadly 

cultivated and commercialization as regional brand products.  

 

(2) Regional adaptation test and selection of useful new rice lines

The regional adaptation test have been done to selected promising rice lines. 

And induction of mutation in the major rice cultivars was conducted to select 

the usful lines with good traits. 

(3) Development of soybean cultivars derived from radiation mutagenesis and preliminary 

(yield and region) test 

  We selected mutant lines from Seoritae 94 treated with a 250Gy gamma ray, 

which had higher yielding, black seed coat, and early maturing characteristics. 

Among the selected mutants, a desirable line (94A-111), naming "Josaeng Seori", 

was finally selected and submitted to the National Seed Management Office for 

the plant variety protection rights. We also selected 6 lines with a resistance to 

pod and stem blight in large soybean, 73 lines with small grain size and higher 

yield for sprouting soybeans, 16 lines for cooking soybeans, 40 lines of low 

lipoxigenase (LX-1, LX-2, LX-3)  content, and 6 lines with lower phytic acid 

content. Preliminary tests for yielding and regional capacity were conducted with 

some candidate lines. The selected line resistant to the pod and stem blight was 

360-22-45-1, which showed  lower infection by 4 times when compared to the 

original parent KAS360-22. For soypaste production, a candidate line 

(CB27-15-52) exhibited higher yielding performance when compared to the 

original Bangsakong. A desirable line with a improved hilum color and seed 

shape (900-326) also showed higher yielding and seed weight than the popular 

cultivar Paldalkong. Selection and evaluation of soybean mutants with the low beany 

flavor(low lipoxygenase content) or phytic acid contents were needed further to verify the 

traits, which includes 5 mutant lines with lack of part or all of the lipoxygenase genes 

derived from KAS523-7 and KAS523-8, and 9 mutant lines with low phytic acid content.  

    

3. Agricultural Applications and Industrialization of Useful and High-valu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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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ative Plants 

(1) Mutation breeding of the rose of Sharon (Mugungwha)

 During of project, the selected four mutant cultivars (Seonnyeo, Ggoma, 

Daegwang, Changhae) of the rose of Sharon, were applied to register into the 

new national caltivar list. New mutant lies of the rose of Sharon with various 

plant and flower types were selected and proliferated and their characteristics 

were evaluated. And collection and evaluation of domestic varieties of the rose 

of Sharon were continuously conducted.

(2) Development of tissue culture system and mutant selection of resistant to 

glyphosate in zoysiagrass

① Tissue culture system in zoysiagrass

Mature seeds of zoysiagrass were cultured on MS medium containing various 

combinations of 2,4-D and BA to evaluate the frequency of callus induction. The 

highest frequency of callus induction was 46.7% at 2 mg/l 2,4-D and 0.2 mg/l 

BA treatment that was considered as the adequate hormone combination for the 

callus induction. The frequency of regeneration was 26.67% (number of shoots 

per callus was 7.2) in the 3% sucrose treatment. 

② Radiation sesitivity of callus in zoysiagrass

To investigate the radiation sensitivity, the callus was irradiated with 0, 30, 50, 

70, and 100 Gy of gamma ray emitted from a 
60
Co source. The fresh weight of 

the callus after 30 days was decreased as gamma ray dose increased. 

Considering the 50% reduction of fresh weight by irradiation dose, the 

appropriate dose for the selection of glyphosate resistant callus was 70 Gy. 

③ Determination of optimum concentration for selection of resistant callus to 

glyphosate 

The effect of glyphosate on the callus growth was investigated by measuring 

the fresh weight after suspension culture for 30 days in medium containing 0, 

0.5, 1.0, 2.5, 5.0, 7.5, and 10.0 mM of glyphosate. All calli inoculated on 

glyphosate free medium were greater in size and weight, while, the fresh weight 

of calli survived at each of glyphosate concentration was decreased as 

glyphosate concentration increased. The relative growth rate of callus cultured 

on glyphosate media was significantly decreased at the high concentration the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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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 mM treatment, which was considered as the suitable concentration for the 

selection of glyphosate resistant cell lines.

④  Selection of glyphosate resistant calli in zoysiagrass

In order to select the glyphosate resistant cell lines, the non-irradiated and 

irradiated calli were placed on the selection medium containing 2.5 mM 

glyphosate and irradiated gamma ray (30, 50, 70, 100Gy) for 40 days in culture 

room under a 28℃ dark condition. The selected glyphosate resistant cell lines 

were transferred to the MS basal medium for the induction of regeneration and 

the anticipated results will be updated.

⑤ Determination of optimum concentration for selection of resistant plant to    

glyphosate

This study was conducted to determine the effects of glyphosate on 

physiological responses in zoysiagrass. We investigated electrolyte leakage and 

contents of chlorophyll, carotenoid, malondialdehyde, and proline to various 

glyphosate concentrations (0, 0.3, 0.5, 1.0, 2.0, 5.0%) during the treatment period. 

This results indicated that the optimum concentration for the mutant selection 

resistant to glyphosate is 0.5%∼1.0%. Results together with physiological 

responses to glyphpsate were applied to screening the development of glyphosate 

resistant mutant cultivar derived from zoysiagrass.

⑥ Selection of glyphosate resistant plants in zoysiagrass

Glyphosate herbicide, Roundup (0.5%), was sprayed on the leaf surface of 100 

M2 plants irradiated with 300 Gy. Three resistant and susceptible M2 plants 

were selected for the analysis of the physiological characters. 

⑦ Physiological response of glyphosate resistant plants in zoysiagrass

Compared to wild type zoysiagrass, electrolyte leakage was observed less than 

50% for resistant plants. The electrolyte leakage was more increased in the 

susceptible mutants than the resistant plants treated with 0.5% glyphosate. The 

difference in malondeadehyde content was not evident between resistant and 

susceptible plants. The chlorophyll and carotenoid contents decreased in plants 

treated with 0.% glyphosate with greater reduction in the susceptible plants than 

the resistant plants. The proline content increased in plants treated with 0.5% 

glyphosate with greater increase in the susceptible plants than the resistant 

plant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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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Genetic Diversity among Korean Bermudagrass (Cynodon spp.) Ecotypes 

Characterized by Morphological, Cytologicaland Molecular Approaches

 The nuclear DNA content was in the ranges of 1.42-1.56, 1.94-2.19, 2.54, and 

2.77-2.85 pg/2C for the triploid, tetraploid, pentaploid, and hexaploid, respectively. 

The inferred cytotypes of the Korean bermudagrass ecotypes were a triploid 

(2n=3x=27), a tetraploid (2n=4x=36), a pentaploid (2n=5x=45), and a hexaploidy 

(2n=6x=54), but the majority of the collections were tetraploidy (81%). The 

mitotic chromosome count verified the corresponding ploidy levels. Based on the 

association between the ploidy levels and the morphological observations 

exhibiting a several fold difference among the genotypes, fast growing 

fine-textured ecotypes were found to have lower ploidy levels, while the 

pentaploids and hexaploids were coarse types. The genetic similarity ranged 

from 0.42 to 0.94 with an average of 0.64 for the bermudagrass ecotypes. The 

UPGMA cluster analysis and principle coordinate analysis separated the ecotypes 

into 6 distinct groups. The genetic similarity from the AFLP analysis and the 

habitat information indicates the possibility of a natural hybridization between 

different cytotypes, which could be useful resources for future breeding and 

genetic studies on bermudagrass.

(4) Mutation breeding for wild flower

① Development of New Native Floral Variety in South Province by γ-ray Treatment

This study was conducted to induce some variant plants through γ-ray 

treatment on 7 seeds materials of native herbs, which are native to Korean 

south coast area and have high potentials of future development value. For each 

plant species, the proper sensitivity levels(LD50) on  γ-ray irradiation were 

determined and some phenotypic variants were selected.

LD50 of Caryopteris incana  seeds was found out about 100Gy. From M1 

generation population, 7 varients were selected. 4 lines out of 7 M2 varients 

showed dwarf type growth habit with only 10cm plant height.

LD50 of Farfugium japonicum  seeds was found out about 15Gy∼25Gy. From 

M1 generation population, 57 varients were selected. 1 dwarf type(very short 

height, 2cm) with leaf spot and 8 possible dwarf type(10cm plant height) line 

among 9 M2 varients were selected.

LD50 of Hemerocallis fulva  seeds was found out about 150Gy. From M1 

generation population, 57 possible varients were selected.But no variant wa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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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elected from M2.

LD50 of Dianthus superbus  seeds was found out about 150Gy∼190Gy. From 

M1 generation population, 17 varients were selected. Among them, there were 1 

flower color variant with white color against pink color and 3 floweral variants. 

'Di150-03-001' out of 3 variants is very expected as new bright pink colored 

Dianthus superbus  with very small sized flower(1.4cm diameter flower width).

LD50 of Hosta plantaginea  seeds was found out about 30Gy. From M1 

generation population, 169 varients were selected. Among them, there were 3 

dwarf type, 6 leaf and 3 dwarf with leaf spot variants.

'H30-03-002' has 12cm short plant height compared to control with white strip 

leaf. 

LD50 of Hibiscus hamabo  seeds was found out about 120Gy∼190Gy. From M1 

generation population, 104 varients were selected. Among them, there were 6 

dwarf type variants.

'Hi150-03-004' has 28.2cm short plant height compared to control.

LD50 of Stauntonia hexaphylla  seeds was found out about 100∼150Gy. From 

M1 generation population, 21 varients were selected and 8 dwarf type variants 

were selected at M2 generation.

Collection of native herbs : Total 30 native herbs were collected from around 

south coast area. They were classified as 6 natural variants, 5 rare and 

protected species, 4 fern plants, 10 other plant species. These newly collected 

plants will be used as further breeding materials through some investigation on 

their characteristics.

② Seed germination and seedling growth of Rhododendron Species by gamma 

rays irradiation

 To investigate sensitivity of deciduous rhododendrons to gamma rays, seeds of 

3 different species were irradiated with various doses of gamma rays. 

Germination percent of non-irradiated seeds was about 96% in Rhododendron 

mucronulatum, which they were confirmed non-dormant seeds. In irradiation 

with 100 Gy of gamma rays, germination percent of seeds was more than 90%. 

However, germination percent of seeds irradiated with 200 Gy over was 

drastically decreased. Seeds irradiated with 400 Gy of gamma rays were not 

germinated at all. LD50 of seeds was identified as 100-200 Gy. Days to 

germination of seeds was 10, and expanded day of cotyledon was about 5 after 

germination. Flower color of wild rhododendron collected in Buyeo was whitish 

pink, and the percent germination of harvested seeds was 22.7%. The percen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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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ermination of seeds irradiated with 100 and 200 Gy of gamma rays was still 

higher than that of non-irradiated seeds. LD50 of seeds collected in Buyeo was 

about 300 Gy. The colors of seed coat in two wild R. mucronulatum for 

albiflorum collected. But difference of germination rates according to testa color 

was not observed. The percent germination of these seeds was more than 90%. 

Regardless of this difference in testa color, germination period and cotyledone 

expanding days were similar to R. mucronulatum. In seeds irradiated with 20 

Gy, percent germination (95.6%) was higher than that (90%) of non-irradiated 

seeds. The percent germination and cotyledone expanding days were similar to 

non-irradiated seeds. However, germination percent of seeds irradiated with 80 

Gy over was very low, expanded cotyledone about 10% among germinated 

seeds. LD50 of seeds was 60-80 Gy.

③ To investigate of irradiation sensitivity and mutant of dwarf sunflower ('Big 

Smile') seeds 

 To investigate sensitivity and growth of dwarf sunflower ('Big Smile'), seeds 

of 'Big Smile' were irradiated with gamma rays (up to 75Gy). Lethal dose 

(LD50) of seeds was not identified. However, one flower color variant found at 

50Gy of gamma rays. When seeds of 'Big Smile' were re-irradiated with 

various doses (0-500Gy) of gamma rays, LD50 of seeds was identified as 

300-500 Gy. After sowing seeds of M2, one early-mature plant was confirmed. 

Flowering of the variant 10-20 days faster than that of not only non-irradiated 

but also other treatments. In all treatments, plant height of M2 seeds was a 

little bit longer than that of non-irradiated seeds. Flower diameter was largest, 

12.9 cm, in 25 Gy treatment. Plant height and flower diameter of selected flower 

color variant was 15.6 cm long, 6.5 cm wide. Leaf width was narrowed more 

than half of non-irradiated seeds. But number of leaf tended to oppose.

④ Irradiation breeding of Gladiolus

 To study sensitivity of gladiolus to gamma rays, corm and cormel of various 

cultivars were irradiated with various doses of gamma rays. LD50 of cormel of 

'True Love', 'Nova Lux' was identified as 100-200 Gy. 'True Love' was 

observed three white color variants after gamma-ray irradiation. In 25 Gy of 

gamma-ray irradiation, plant height of 'Pink Garden' corm was more 20 cm 

long than that of non-irradiated corm. Spike length and floret number of sam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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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reatment about 77 cm long, 12, respectively. A flower color variant was 

identified at 100 Gy of gamma-ray irradiation. In cormel of 'Pink Garden' after 

gamma-ray irradiation, the percent flowering was 80% more except 100 Gy 

treatment. Number of floret was about 7. Corm and cormel may be used cut 

flower and pot flower, respectively.   

⑤ Mutation breeding of wild plants

 To identify germination and sensitivity of wild plant, seeds of Lotus 

corniculatus, violet, and Chinese bellflower were irradiated with gamma rays. 

The percent germination was similar to all treatments as well as non-irradiated 

seeds. After 300 Gy of gamma-ray irradiation, the percent germination of Viola 

mandshurica seed was 62%. This figure was 5% over than that of 

non-irradiated seeds. Days to germination of seeds were about 10, up to 500 Gy 

treatment. Days for cotyledon development were 9-10 days at all treatments. 

LD50 of Viola mandshurica seed was identified as 700-800 Gy. The percent 

germination of Viola patrinii seeds was higher at 100 Gy of gamma-ray 

irradiation than that of other treatments. The reasonable dose was 100-300 Gy. 

All treatments, days to cotyledon development of seeds were average 4-5. So to 

speak, even though violet is same genus, sensitivity of seeds could be different. 

To try usage for cut flower of Chinese bellflower, tissue culture was performed. 

The callus proliferation of Chinese bellflower irradiated with gamma-ray was 

more than half lessened at over 100 Gy treatment. Meanwhile, a double flower 

with light purple was identified among them irradiated 200 Gy with gamma-ray.  

  

4. Mutation breeding of flowers and introduced crop plants

(1) Mutation breeding of a spray chrysanthemum 'Argus' by Gamma-ray 

irradiation and tissue culture 

 This study was carried out to identify favored mutants induced by the 

irradiation of gamma-ray and to characterize flower color and morphology 

among the individuals in the irradiated population. In vitro shoot number 

increased with increasing BA concentration up to 1.0 mg·L
-1
, while shoot length 

and rooting decreased. After three time subsequent cultures of plantlets, 

acclimatization and cutting propagation were performed in the greenhouse. A 

total of 370 irradiated individuals were transplanted into a greenhouse medium 

and most of them (>97%) survived regardless of irradiated dose of th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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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amma-ray. The variation frequency among the irradiated plantlets was greater 

when the dose of gamma-ray was increased. In 50 Gy of gamma-ray 

irradiation, 28.2 and 15.4 percent of the individuals varied from the original plant 

in the flower color and shape, respectively. There were diverse changes in the 

flower color, morphology, and stem color, such as white, red purple, yellow, or 

light pink tubular florets; light purple or red purple ray florets; different length 

and width of ray florets; alteration of flower diameter; and anthocyanin 

pigment-free stems. Results from this study indicate that gamma-ray radiation 

ranging from 30 to 50 Gy was effective in vitro mutagenesis for the flower 

color, flower shape, and stem color of the Dendranthema grandiflorum ‘Argus’.

(2) Kenaf Breeding

The field cultural experiments have been done to evaluate the characteristics of 

collected kenaf varieties. And some promising varieties showing with good 

growth and seed maturing characteristics were selected. The seeds of two 

varieties were irradiated with gamma ray to breed useful cultivars. Some mutant 

lines were selected and then evaluated on after generation.       

(3) Callus induction and plant regeneration from Apios americana

 In other to induce callus, tuber tissue of Apios Americana Medikus was 

cultured on MS medium supplemented with either Auxin (2,4-D, NAA, IBA and 

IAA) or Cytokinin (Kinetin, BA and TDZ) alone. The frequency of callus 

induction was more than 80% on MS medium with 1, 3 and 5 ppm 2,4-D. 

Especially, supplement of 1 ppm 2,4-D showed up to86.7% in callus induction 

frequency. In IBA treatment, 74% callus induction frequency was observed at 5 

ppm. The supplement of 3 ppm TDZ showed up to 72.5% callus induction. 

Callus was not induced on MS media containing BA or Kinetin. The frequency 

of callus induction was varied 52% and 74% in dark and light store condition, 

respectively.

In this study, it is considered that supplement of Auxin combined with 

Cytokinin will be synergically efficient for callus induction from tuber of Apios 

Americana Medikus.

5. Development of molecular markers using the induced mutants and system 

construction for the useful mutant conservation and applications 

(1) Development of AFLP marker linked salt tolerance in ri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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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AFLP analysis was conducted with the salt tolerant mutants (ST-13 and 16) 

and control Donganbyeo. Nineteen primer combinations [EcoRI (+2)/ MseI (+3)] 

were used in the AFLP analysis using silver stained acrylamide gel. Four 

hundred thirty seven polymorphic bands out of total 3,309 amplified bands were 

detected (13.2 %). Based on band patterns, the cluster analysis was conducted to 

evaluate the genetic variation among the  mutant lines and control by using the 

UPGMA(Unweighted Pair Grouping Method of Averages). Genetic distance 

among the mutants and control will be further evaluated and isolation and 

sequence characterization of the mutant-specific AFLP bands will be 

investigated whether those bands are useful for development of STS markers 

for the marker-assisted selection (MAS) for salt tolerance in rice.

(2) Development of molecular marker linked waterlogging tolerance in soybean

 Development of AFLP and STS marker linked waterlogging tolerance in 

soybeans.  Based on AFLP band patterns analyzed from 32 combinations of 

EcoR I and Mse I, 1,117 polymorphic bands out of total 2,566 bands were 

observed (43.5%). A genetic similarity coefficient based on cluster analysis using 

a UPGMA (unweighted pair grouping method of average) method was 0.79 for 

the tolerant group, while the susceptible landraces were genetically less related, 

with similarity value of 0.17. By using AFLP polymorphic bands, specifically 

linked to the tolerant lines we successfully converted STS marker associated 

with waterlogging tolerance. The developed STS marker needs to be confirmed 

to be used for marker-assisted selection (MAS) for selection of soybean tolerant 

genotypes to waterlogging stress in soybean breeding programs.

(3) Adventitious root formation and ginsenoside production from embryogenic 

mutant cell lines induced by gamma irradiation in Korea ginseng (Panax 

ginseng C. A. Meyer) 

 For an induction of the adventitious root formation, the induced calli were 

innoculated on MS medium (-NH4NO3) supplemented with various Auxin (2,4-D, 

NAA or IBA) concentration. The frequency of the adventitious root formation 

was more than 60% on the MS medium with 1, 3 or 5 mg/l IBA, with the 

greatest formation at over 76.1% in the 3 mg/l IBA. The adventitious root was 

propagated on the liquid media containing 3 mg/l IBA in a shaking incubator 

controlled at 24 in a dark condition. In order to identify radiation sensitivity, the 

induced embryo cultures were irradiated with 0, 10, 30, 50, 70 and 100 Gy of a 

gamma ray. The highest frequency of the adventitious root formation was 7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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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t a 30 Gy treatment, which was considered as an adequate doseage for a 

selection of the mutant cell lines of Ginseng. The propagation rate of the 

non-irradiated cell lines was 46.2%. In the 30 Gy treatment, four out of the 

highly propagated cell lines were selected with over a one-hundred fold 

propagation compared with that of the fresh ginseng and the other mutant cell 

lines and the content of ginsenosides was determined. Separation and 

determination of mine major ginsenosides, including Rb1, Rb2, Rc, Rd, Re, Rf, 

Rg1, Rg3 and Rg1 has been achieved by high performance liquid 

chromatography (HPLC) with UV decetor at 203nm. The purpose of this study 

was to determine of the radiation sensitivity for a selection of mutant cell lines 

with a greater frequency of the adventitious root formation, propagation rate and 

ginsenoside production from a mature embryo culture of Ginseng (Panax 

ginseng C. A. Meyer) by a gamma-ray irradiation.

(4) Acquirement and evaluation of useful plant resources, and construction of germplasm 

bank 

 Out of 4000 leguminous resources, we have sown soybean lines of about 2000 

genotypes encompassing ~1400 landraces and ~700 plant introductions or mutants 

every other years to revive, to increase, and to conserve the germplasm in the 

radiation breeding farm of the ARTI, KAERI. These collections or mutants were 

continuously proliferated, preserved, and evaluated based on the evaluation criteria. 

Also, 841 soybean landraces were found not to be registered at National Seedbank of 

the Rural Development Administration (RDA) in Suwon so that about 200 genotypes 

were begun to seed increase, delivered to the RDA about 250g of the harvested 

seeds, and then registered along with the evaluated data. In addition the rest of the 

seeds were kept in the cold storage room from the year 2006. Because we were 

assigned as a Management Partner for the soybean germplasm by RDA in 2006, 

soybean seeds of about 400 germplasm that we are conserving were sent back to 

RDA for seed distributions. As an IAEA collaborating project, we tested some 

selected mutant lines in other countries in our breeding farm and the yield and 

regional performance data were reported.          

(5) Development of mutated genetic resources database 

  It developed the software which manages the mutation gene data base of the 

Korea Atomic Energy Research Institute systematically. Development language is 

Jsp+Servlet (Beans), DB is Oracle and development method applied the Struts 

frame work of the Jakarta which supports a Model 2+1 method. DB join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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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wnership of mutation gene data base system and National Agrobiodiversity 

Center data base system for it unified DB update and identified a result price.

The result price used the if rame method which it creates identically and it 

minimized the complicated characteristic of system. The portion which is visible 

with the screen from this system was produced by the UI plan which considers 

the bias of the user. This was produced in order for the compatibility and 

scalability to do ease on the basis of Struts frame work. For the efficient 

managements of mutation gene data base software, it was constructed network 

administrator page separately. Also, membership, statistical and board 

management are established easily. 

6. Development of advanced technology and public relations of R&D 

Achievements

  The chronic irradiation facility "gamma-phytotron" was constructed. And new 

advanced radiation breeding technologies, ion-beam and space breeding, were 

conducted through joint researches with foreign researchers.  The public relation 

of our R&D achievements and merits of mutation breeding has been conducted 

using mass media and open exhibi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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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1 장 연구개발과제의 개요  

1. 연구개발의 목적

21세기는 생명공학이 눈부시게 발전하는 한편 우리나라의 UPOV 가입, 농산물시장 개방화 및 

바이오에너지 수요 증대로 국가 및 기업 간에 치열한 종자 및 식물자원 확보 경쟁시대가 될 것

이다.  

본 연구과제는 방사선에 의한 돌연변이 기술과 생명공학기술을 병용하여 신 고품질의 

신품종 개발·보급하여 국내 종자시장 및 농업생산성 향상을 도모하고, 국내 종자 및 유전

자원 지적재산권을 증대하며, 유용한 돌연변이체 및 유전자 대량개발 등에 의한 기능유전

체 연구 지원 및 생명공학 연구개발 활성화하는 데에 주목적이 있다. 

원자력연구개발 중장기계획사업의 총 사업기간중의 최종목표와 3단계 사업기간 중

(2003-2006)의 연구개발 주요 목표는 아래와 같다.  

 가. 최종목표

○ 우수형질 유전자원/유전자 확보 및 활용 극대화

○ 방사선 이용 형질전환 기술의 선진화

○ 우수 형질전환체의 육성 및 실용화

○ 방사선 농생물자원 확보 및 이용극대화

○ 효율적인 육종 및 유전자원 창출을 위한 RT/BT 접목기술 개발

○ 국내 자원식물의 순화와 개량에 의한 고부가가치 농산 자원화 

○ 생활친화형 식물자원의 개발과 신지표 식물의 실용화 

 나. 3단계 목표(2003-2006)

◦ 양요구성/환경내성 세포주선발 계통의 품종화 준비 

◦ 친환경산업용 변이체 개발 

◦ 유망 야생식물의 고부가가치 농림실용화  

◦ 고품질 형질개선 변이체 품종실용화 및 응용기술 확보 

◦ 유용 돌연변이체 확보 및 유전자 개발

◦ 화훼류 및 해외 도입식물의 돌연변이 형질개선(*과수의 돌연변이 형질개선 대신 추진)

◦ 신RT 육종기술 개발

◦ 돌연변이 육종홍보

      

2. 연구개발의 필요성

  농산물 시장 개방에 따라 어려움에 처해 있는 국내 농업의 발전과 식량안보 주권을 확립하

기 위해서는 농업경쟁력 향상을 위한 고품질 품종개발이 긴요하다. 특히, 외국 도입 품종에 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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존하고 있는 화훼, 관상, 과수 및 기능성 특약용 작물의 국산 품종개발 활용이 시급한 실정이

다. 그리고, 세계적인 환경파괴에 따른 생물 다양성의 감소와 국제식물신품종보호동맹(UPOV) 

가입에 따른 품종 로열티 강화 추세에 따라 국산 종자 및 유전자원 지적재산권 확보 필요성이 

증대되고 있다. 또한, 주요 식물의 유전자 염기서열이 밝혀짐에 따라 유전자의 기능을 밝히는 

기능유전체(functional genomics) 연구 소재용의 돌연변이 유전자원의 수요가 급속도로 증가하

고 있어, 방사선 등을 이용한 돌연변이 육종기술로 대량의 유용 변이체의 창출과 공급이 필요

한 상황이다. 

  생물은 긴 세월 동안 우주, 대지 및 먹이로부터 나오는 방사선 등의 향을 받

아 자연적인 돌연변이에 의해 다양한 종류로 진화해 온 것으로 생각된다. 자연에서

의 돌연변이는 매우 낮은 빈도로 발생하므로 방사선 및 화학제를 식물체에 처리하

여 그 후대에서 발생하는 유용한 변이체를 선발하여 육성하는 것을 돌연변이 육종

(mutation breeding)이라고 하며, 방사선을 처리한 경우에 방사선육종(radiation 

breeding)이라고 한다. 돌연변이 발생원인은 식물체에 방사선을 조사하면, 염색체나 

DNA의 일부에 손상에 의한 유전자 정보전달 신호체계에 착오가 발생하며, 이러한 

변화가 일어난 세포에서 개체가 발생하면 돌연변이체가 형성되는 것으로 생각된다. 

이러한 방사선 돌연변이 육종기술은 신품종 개발 및 유용 유전자원을 창출하여 활

용하는 데에 아주 뛰어난 기술이다. 

방사선 육종기술은 다음과 같은 장점이 있다.

첫째로 1-2개 형질(유전자)의 개량에 유리하며, 기존 유망 품종의 단점형질을 개량하는데 

뛰어나다. 이러한 특성은 1-2개 외부 유전자를 주입하는 유전자 변형(GMO) 육종기술과 비

슷한 육종효과를 낼 수 있다. 

둘째로, 방사선육종 기술은 일년생, 년생, 종자번식 및 양번식 등 다양한 식물과 

종자, 삽수체, 조직배양체, 화분, 식물체 등 다양한 식물 재료에 적용이 가능하며, 

교잡육종이 불가능하거나 GMO 육종기술이 미확립 된 식물 육종 가능하다. 

셋째로는 유전자원이 빈약한 자생식물 및 외국도입 식물 등의 품종 개발 및 육종

소재(유전자원)의 확대에 기여할 수 있다.

넷째로 최근 로열티 지불 문제가 심각한 화훼류 및 관상식물 품종의 돌연변이 품

종개발에 유리하다. 

다섯째, 교배육종에 필요한 중간모본용 유전자원을 창출하여 교배육종에 기여할 

수 있으며, 많은 사례가 있다.

여섯째로 유전자변형식물체(GMO)를 돌연변이 육종으로 불임(화분없는) 식물화하

여 환경위해성 문제를 해결하는데에도 기여할 수 있다.

일곱 번째로 돌연변이체는 신규 유전자의 탐색 및 유전자의 기능을 밝히는 기능

유전체 연구에 크게 기여해오고 있으며, 앞으로도 기여할 것이다. 또한, 현재의 유

전자 삽입 기술로는 어려운 미토콘드리아 및 엽록체 DNA 유전자 변이를 유도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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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명현상 구명에 기여할 수 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방사선 육성 품종은 그동안 인간의 수 세대에 걸쳐 세계적으로 널리 

재배되고 있어 유전자변형작물(GMO)과 달리 식품 및 환경적인 측면에서의 위해성 논란 없

이 안전하게 이용될 수 있으며, 다른 육종기술에 비교하여 상대적으로 개발비도 저렴한 편이

다.

이상과 같은 많은 장점이 있는 데에도 우리나라에서는 그동안 돌연변이육종에 대한 잘못

된 인식과 투자부족으로 경쟁국에 비교하여 많이 뒤쳐진 실정이다. 그런데, 최근의 세계적인 

종자 및 유전자원의 지적재산권화의 경향에 능동적으로 대응하기 위해서는 첨단의 방사선 

돌연변이 육종기술을 유전자원 개발에 활용할 필요성이 있다.     

  가. 기술적 측면

○ 돌연변이 육종은 1930 년대부터 약 70년간 꾸준한 성과를 내오고 있어 FAO-IAEA 데이터

베이스에 등록된 돌연변이 육성 품종만도 2,600 여종에 달함. 또한, 그 안전성이 검증되어 

직접 식용이 가능한 품종으로 이용될 수 있으며, 국내외의 여건 악화로 어려움에 처해 있는 

벼 재배농가의 농의식을 고취하고 소득증대에 기여할 것임. 

○ 생물다양성 협약 이후 생물유전자원의 확보가 국가 경쟁력의 근간으로 인식되고 있어 신규 

유전자원 확보를 위한 방사선과 생물공학 기술을 이용한 새로운 농업생명공학 관련 원천기

술 확보가 시급함. 

○ 모델식물(벼, 애기장대) 게놈 프로젝트의 성과로 유전자 서열이 모두 밝혀짐에 따라 유전자 

기능을 해독하고 활용하기 위한 post-genome 시대의 기능유전체(functional genomics) 연

구를 위하여 다양한 돌연변이 유전자원의 수요가 증가되고 있음. 

○ 돌연변이 계통에 대한 변이 유전체 해석을 통하여 유용변이의 분자육종적 원인을 분석하고 

관련 유용유전자의 in vivo 검정을 통하여 대사 pathway의 이해와 함께 타 작물에의 효율

적 적용을 가능하게 하다함.   

  나. 경제적 측면

○ 최근 우리나라 농업은 국제경쟁력 저하 및 농산물 시장의 수입개방에 따라 전반적인 농업

여건이 악화되고 있으며, 국가 안보와도 직결되는 식량자급도는 25% 수준이며, 국제식물신

품종보호동맹(UPOV) 가입에 따른 품종보호권의 강화는 국가간 종자 및 유전자 경쟁시대로 

돌입하게 되어 국부의 척도가 유전자원의 양과 질에 의하여 결정될 것으로 전망되고 있어 

선진국에서는 종자 및 바이오산업을 첨단 산업으로 육성하고 있음. 

○ 우리나라가 2002년 UPOV에 가입함에 따라 품종보호 작물은 2000년 57개이었으나,‘06년 16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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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 ‘08년 204개 및 ’09년에는 전품목으로 확대될 예정이며, 로열티 지불 추정액은 2000년 30

억원, ‘03년 171억원 및 ’06년 700-1000억원으로 급속도로 증가하고 있음. 

○ 돌연변이 육종기술을 이용한 신품종 개발은 현재 로열티 지불 작물의 형질을 단기간에 변

형하여 국산화할 수 있는 대안으로 인식되어 내수 시장뿐 아니라, 향후 로열티 지불 문제를 

해결하고 형질이 우수한 품종을 외국에 수출하는 것이 가능할 것으로 사료됨.   

  다. 사회적 측면

○ 방사선을 이용한 신 형질 유전자원의 개발 활용 및 신품종 개발․보급으로 방사선 및 원자

력에 대한 일부 시민의 오해 및 거부감이 불식시켜 관련 연구개발 및 산업발전에 대한 사

회적 호응이 증대시킬 필요성이 있음. 

○ 육체적·정신적 건강의 조화를 통해 행복하고 아름다운 삶을 추구하는 '새로운 웰-빙 컨셉'

과 맞물려 소비자의 관점에서 기능성이 높은 '고품질 작물'이 각광을 받고 있어, 방사선을 

이용한 고품질 신품종의 개발은 이러한 사회, 문화적 요구를 충족시킬 수 있기 때문에 국민

의 생화의 질 및 건강생활 구현할 수 있도록 연구 개발이 필요함.  

○ 최근 어려움으 겪고 있는 우리나라의 농업 및 실의에 빠져있는 농민을 돕기 위하여 최근 

선진국을 중심으로 개발이 활발한 돌연변이 화훼 및 기능성 작물의 품종 개발과 수출로 

농의식 고양뿐만 아니라 국민의 우리 종자의 중요성을 인식시킬 필요성이 있음. 

○ 종자로열티 및 종자주권 등 지적문화재산의 확대는 물론, 국민의 정서 함양 및 농업의 농

의식 고취에 기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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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연구개발내용 및 범위

세부연구목표 주요 연구개발 내용 및 범위

◦ 양요구성/환
경내성 세포주선

발 계통의 품종화 
준비 

∙최종 유망계통 내염성 벼 품종보호권 출원 (“원해벼”) 및 재배심사지원 및 신 내염성 
유망계통 포장 평가 
∙고아미노산 함유 벼 유망 선발계통(5MT/M8)의 품종출원 준비 및 아날로그 저항성 메카

니즘 규명
∙AZC(M6) 선발계통의 내염성 관련 AFLP 마커 5종 개발 및 생화학적 검정 

친환경산업용 변
이체 개발 

∙프롤린 증진 AZC(M6) 선발계통의 내염성 변이체 기내선발 및 포장검증
∙재래종 콩 유전자원(400종) 중 내습성 강한 10품종 선발 및 AFLP 마커 9종, STS 마커 
2종 개발

∙바이오일용 유채 돌연변이 육종연구 착수: 돌연변이 유기 및 선발중

◦유망 야생식물

의 고부가가치 농
림실용화  

∙무궁화 유망변이 계통의 품종화 및 유망 변이체 증식 활용
∙무궁화 분재용 및 화분 재배용 왜성 품종 “꼬마” 및 신형질 “창해” 품종보호권 등록  

∙제초제 저항성 들잔디 조직배양체계 확립과 M2 세대 육성
∙국내 자생 버뮤다그래스 45종 자원수집 및 특성검정(핵형, 생육)과 분류
∙자생화 패랭이, 황근, 멀꿀, 해국 등의 유용 변이체 확보

◦고품질 형질개
선 변이체 품종실
용화 및 응용기술 

확보 

∙육성품종 종자 보급 및 실용화: 방사선 육종 벼 8개 품종의 종자를 증식하여 농가 및 

농업관련기관에 4년간 350건을 분양함.
∙고품질 돌연변이 벼 육성계통의 지역적응 시험 및 품종출원 준비 2건
∙고품질 벼 육성을 위한 신 변이계통(M3) 2세대 선발 

∙방사선육종 밥 밑콩용 신품종 콩“조생서리”품종보호권 및 국가품종목록등재 신청
∙콩 유망 돌연변이 계통의 지역적응성 시험 및 품종보호권 출원 준비  
∙들깨 유망 계통의 생산력 평가 및 유망계통 선정 

◦유용 돌연변이

체 확보 및 유전
자 개발

∙기능유전체 연구용 특이 변이체 (화 벼 M3-M4, 동진벼 5-MT 저항성 및 AZC M6 

대상) 선발 및 특성평가
∙유전자원은행 사업 기반구축: 유전자원의 DB 구축 및 종자저장고 건설 
∙농진청 농업유전자원관리기관 지정(‘06.1.13) 및 국가농업유전자원센터에 유전자원 기탁등

록 (752점)
∙벼 내염성 관련 AFLP 마커 5종 개발 및 생화학적 검정
∙국화 돌연변이 화색유전자 분리동정 및 발현양상 검정

∙인삼 배배양 유래 세포로부터 부정근 유도 및 고 ginsenoside 합성 변이 부정근 30종 
선발

◦화훼류 및 해외 
도입식물의 돌연
변이 형질개선 (*

과수의 돌연변이 
형질개선 대신 추
진)

∙방사선 조사 및 기내배양 방법을 이용한 유망 화훼(국화, 라디올러스, 난류)의 방사
선 돌연변이체 선발 육성 및 대량증식시스템 구축

-케나프 유망 품종 선정, 방사선 M3세대 변이체 선발, M2종자 확보
-아피오스 배양 및 증식기술 개발
-케냐프, 아피오스 국내 생산기술 개발

◦신RT 육종기술 

개발

∙감마파이토트론 설치 및 국화, 난, 잔디의 저선량 장기조사 향평가  
∙양성자빔을 이용한 돌연변이 육종기술 개발 및 변이체 선발

∙중국 우주선 종자 탑재실험 추진 및 탑재 식물의 발아, 생육 평가

◦돌연변이 육종홍
보

∙난전문업체에 기술지원하여 개발된  돌연변이 난(동이, 은설) 품종의 언론홍보
∙분재용 왜성 무궁화 “꼬마”언론홍보(2008년 정부수립 60주년기념 전국 배포키로 중앙일보사

와 협약)
∙유색미 녹원찰벼 및 흑선찰벼의 고창, 천안, 김제 등의 집단재배단지 조성 및 지역 특
산브랜드미화 관련 언론홍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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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2 장 국내외 기술개발 현황

  

1. 국내 기술개발 현황

○ 국내의 방사선육종은 1966년 방사선농학연구소가 설립됨에 따라 본격적으로 시작되었으나, 

1970년대 초반 교잡육종에 의한 통일벼 품종의 개발과 함께 농업 연구개발 업무가 농촌진흥

청으로 집중되고, 1973년 방사선농학연구소가 원자력연구소로 통폐합되어 연구조직이 크게 

축소되었다. 또한 돌연변이 육종에 대한 연구자들의 정확한 인식 부족 등으로 인하여 그동안 

국내의 연구개발은 경쟁국에 비교하여 저조하 다. 

○ 돌연변이의 품종개발은 원자력연구소 방사선육종연구팀 및 농촌진흥청의 일부 연구자를 중

심으로 수행되어져 오고 있다. 2006년말 기준으로 FAO/IAEA 돌연변이 품종 database에 등

록되지 않은 품종을 포함하여 돌연변이 육성품종은 벼 16, 보리 1, 대두 2, 참깨 6, 들깨 2, 

무궁화 4 및 구기자 2 개 등 총 33개로 파악되고 있다. 이는 FAO/IAEA 돌연변이 품종 

database의 각 국별 품종개발 실적에 견주어 볼 때 세계 21위권 수준으로 경쟁국에 비해 품

종 육성수가 적을 뿐만 아니라 그마저도 일부 작물에 치중되어 있는 실정이다.  

○ 현재 우리나라의 방사선조사 시설을 갖춘 방사선육종 전담기관은 한국원자력연구소가 유일

하여, 자체 연구개발 뿐만 아니라 국내 타 연구진의 방사선육종 연구를 기술지원하고 있다. 

- 최근 원자력연구소 방사선연구원 방사선육종연구팀은 1997년도부터 원자력중장기계획사업의 

본 연구과제 수행의 일환으로 ① 조직배양체 대한 방사선조사와 기내선발을 통한 간척지용 

내염성 벼와 고아미노산 벼 품종개발, ② 내도복, 조숙 및 내병성 벼, 콩 및 들깨 품종 개발, 

③ 기능성 유색미와 피틴산 및 비린 냄새가 적은 콩 돌연변이 품종개발, 그리고 ➃ 무궁화 

및 자생식물의 우량변이 품종 개발에 주력해왔다. 

- 이러한 본 과제의 연구개발 성과로 2000년이후 “원평벼”, “원청벼”, “흑선찰벼”, “녹원찰벼” 

등 벼 9개 품종을 국립종자관리소에서 품종보호권을 확보하고 농가에 보급하 고, 내염성이 

강하여 간척지 재배에 적합한 “원해벼”를 품종 출원하 다. “녹원찰벼” 및 흑선찰벼 등의 품

종은 농민 반응이 좋아 재배단지 조성 및 지역 특산미로의 재배가 확대되고 있다. 그리고 

“백설”,“대광”, “선녀”, “꼬마” 등의 새로운 형질의 무궁화 신품종을 개발하 고,“창해”를 품종

보호 출원하 다.

- 최근에는 국화, 난류, 잔디 등의 원예식물 및 케나프 등의 해외 도입식물의 돌연변이 육종을 

추진하고 있다. 그리고 RT-BT를 융합한 첨단 육종기술 개발을 위하여 식물의 조직배양, 아

나로그체(5MT, AEC, AZC 등)를 활용한 유용변이 세포주 기내선발 활용, DNA마커, 유전체

해석 기술 등에 관한 연구를 추진해오고 있다. 특히, 종자 로열티 문제에 대한 대응으로 최

근에는 화훼류 돌연변이 신품종의 개발에 주력해오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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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 국외 기술개발 현황

○ 2007년 4월 기준으로 FAO/IAEA 돌연변이 품종 database (http://www-mvd. 

iaea.org) 에 의하면 돌연변이 품종 개발은 세계 63개국, 171식물에 2,542 품종에 달하

는데, 이 DB에 미등록된 품종을 고려하면 이보다 훨씬 많이 품종육성에 기여하 다. 

국가별 육종실적은 중국이 638품종으로 단연 1위이며, 인도, 일본, 러시아/구소련, 네

덜란드, 독일, 미국 순이다. 

○ 돌연변이 육성 품종은 작물별로는 식량 및 유료 작물이 1,300여종에 달하며 화훼류 

및 두류 순이다. 그리고 개발도상국에서는 식량작물이, 선진국에서는 원예작물의 비

중이 높은 편이다. 

○ 1960년대 초반에 FAO와 IAEA 공동으로 오스트리아에 Nuclear Techniques in 

Food and Agriculture 라는 공동 프로그램과 공동연구소 FAO-IAEA Agriculture 

and Biotechnology Laboratory를 운 하면서 세계의 방사선육종을 포함하는 방사선

농학 분야 연구개발을 지원하고 있다. 특히, 식량생산 및 농업생태계 보호가 급선무

인 개발도상국가의 농업분야 연구협력 및 식량증산 등 원자력의 평화적 이용에 많은 

기여를 해오고 있다. 

○ 최근에 방사선육종 기술은 품종개발 뿐만 아니라 기능유전체 (Functional Genomics) 연구 

의 중요성 증대로 일본, 미국 및 국제미작연구소(IRRI)에서는 모델 식물로 각광을 받고 있는 

애기장대(Arabidopsis) 및 벼 등의 돌연변이체를 방사선으로 대량 창출하여 활용하는 분야의 

연구가 활발하며, 이들 돌연변이체를 관리하여 DB화여 활용을 지원하는 유전자원 은행사업

이 진행되고 있다. 

○ 최근 선진국에서는 방사선 육종기술에 생명공학 기법을 적용하여 육종의 효율을 도

모하려는 연구가 활발하다. 또한, FAO/IAEA-RCA 연구소와 일본 중심으로 개발도상

국에 대한 방사선 육종기술의 기술지원 함께 국제공동연구 프로그램도 활발하게 이

루어지고 있다.   

○ 최근 국제적으로 WTO/FTA 타결에 따른 농산물 시장의 개방화, 거대  종자기업의 출현, 기

상재해 및 환경오염의 심화와 국제식물신품종보호동맹(UPOV)에 의한 종자 지적재산권 강화 

등으로 신품종 및 유전자원의 중요성이 나날이 증대하고 있다. 

○ 2006년도 현재 FAO-IAEA 돌연변이 품종 데이터베이스(MVD)에 의하면, 돌연변이 품종 육

성 실적은 63개국, 172식물, 2300여종에 이르는데, 미등록 품종 및 중간모본에 의한 간접이용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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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함하면 품종육성에 의한 기여도는 이보다 훨씬 높다. 국가별 육성품종수를 보면 중국이 607

품종으로 1위이고, 인도, 러시아, 네덜란드, 독일, 미국, 일본 등이 상위에 랭크되어 있으나, 우

리나라의 육성품종은 20여종(미등록 품종 포함 33품종), 세계 21위권 수준으로 경쟁국에 비교

하여 뒤떨어진다. 

○ 각국은 방사선육종 또는 방사선농업연구를 전담하는 연구소를 운용하고 있음. 일본의 방사선

육종 연구는 일본원자력연구개발기구 다카사키연구소(JAEA-Takasaki) 및 대학뿐만 아니라 

농림수산성 산하의 방사선육종장(Institute of Radiation Breeding)에서 주도해오고 있음. 중국

에서는 농업과학원 산하에 원자능농업연구소(Institute of Atomic Energy for Agriculture)을 

중심으로 30여개의 대학 및 지방 성(省) 단위 농업연구소에 방사선육종연구팀이 설치되어 연

구개발을 추진해오고 있다.

○ 돌연변이 육종은 방사선 이외에도 화학 돌연변이제가 이용되기도 하는데, 지금까지 개발된 

80%의 품종은 방사선을 이용한 것이다. 지금까지 방사선 육종에서 감마선, X-선, 중성자 등 

저 선에너지부여(LET, Liner Energy Transfer) 선원이 주로 이용되어 왔으나, 최근 방사선이

용기술(RT) 선진국에서는 이온빔, 우주방사선 등 고LET 방사선을 활용한 돌연변이 유전자원

의 개발 효과연구가 활발히 이루어지고 있다.

○ 일본에서는 1990년대 초반부터 이화학연구소(RIKEN)의 ring cycrotron (RRC) 및 일본원자력

연구개발기구 다카사키연구소(JAEA- Takasaki)의 이온빔 조사연구시설(TIARA)을 중심으로 

한 다양한 중이온빔을 이용한 식물 돌연변이 육종 기술개발을 실시해오고 있으며 다양한 식물

의 품종개발 및 유용 변이체 확보의 성과를 내고 있다. 

 

○ 중국에서는 매년 육종연구용 우주선을 발사하여 다양한 식물 종자 및 배양체를 우주환경에 

노출시켜 변이를 일으켜 품종을 개발하고 있으며, 우주에서의 생물생산 기술개발을 위한 우주

선도 운용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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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1. 각국별 돌연변이 육종 품종수 (FAO-IAEA mutant variety database, 

http://www-mvd.iaea.org/MVD/default.htm, 2007.4)

순위 나라명 품종수 순위 나라명 품종수

1 중국 638 14 슬로바키아 35

2 인도 272 15 국 34

3 일본 232 16 방 라데시 27

4 소련/러시아 214 17 스웨덴 26

5 네덜란드 176 17 코트디브아르 26

5 독일 176 17 구아나 26

7 미국 128 20 벨지움 23

8 프랑스 42 20 이라크 23

8 베트남 43 22 덴마크 22

10 파키스탄 42 23 오스트리아 21

11 불가리아 38 24 대한민국 19

12 캐나다  37

13 브라질 36 - - -

합계 25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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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2. 세계 각국의 방사선육종 품종의 경제적 파급효과 사례 분석 (Euphytica, 2004)

Crop Country Mutant variety Basis of value assessment Value or area

Cereals

Rice Thailand RD6 and RD15  
Total crop value for the period 

1989-98
US$ 16.9 billion 

China Zhefu 802
Cumulative planted area between 

1986-94
10.6 million ha

Japan  18 varieties  Total crop value in 1997  US$ 937 million

India PNR-102, PNR-381 Annual crop value US$ 1,748 million

Australia Amaroo Current annual planted area   

60-70% rice 

growing 

area in Australia

Costa 

Rica 
Camago 8   Current annual planted area

30% rice growing 

area in Costa Rica

Vietnam 
TNDB100 and 

THDB
Total planted area in 1999  220,000 ha

Myanmar  Shwewartun Total planted area in 1993  800,000 ha

Bread 

wheat 
Pakistan   

Jauhar 78, Soghat 

90 and Kiran 95 

Additional income to farmers during 

1991-99
US$ 87.1 million

Durum 

wheat 
Italy Creso

Additional income to farmers during 

1983-93 
US$ 1.8 billion

Barley 
UK-Scotla

nd
 Golden Promise Crop value (1977-2001) US$ 417 million

Numerous 

European  

 

countries

 Diamant and 

derived varieties
Area planted in 1972 2.86 million ha

Legunes 

Chickpea Pakistan CM 88; CM 98
Addtitonal annual income to the 

growers
US$ 9.6 million

Blackgram

(urdbean)

India, 

Maha-

rashtra 

State

TAU-1
Value of increased production in

season 1998-1999
US$ 64.7 million

Oil and industrial crops

Cotton Pakistan NIAB-78 Total value of crop from 1983-1993 US$ 3 billion

NIAB-78
Additional income to growers from 

1983 onwards
US$ 486 million

Sunflower USA NuSunⓡ Grown area in 1994 50,000 ha

Fruit trees

Japanese 

pear
Japan Gold Nijisseiki Additional annual income to growers US$ 30 million

Grapefruit
USA, 

Texas
Rio Starⓡ Grown area (year 2000)

7,300 ha (75% of 

total are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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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 선진국과의 기술수준 격차 및 국내기술발전 전망

(1) 방사선육종 분야 국내외 여건분석

○ 방사선 돌연변이 육종기술의 강점은 70년 이상 전세계적으로 널리 개발되어 활용되고 있

어, 식품 및 환경 위해성 논란에서 안전하고, 유전자원이 빈약한 품목이나 외국 도입 품종

의 신품종 개발에 유효하며, 일년생, 다년생, 종자 및 양번식 작물 등 다양한 식물의 품종

개발에 활용될 수 있는 기술적 용이성 및 경제성을 들 수 있음. 

○ 그러나 방사선육종기술은 그동안 인식부족 등에 의해 연구지원이 미비하 으며, 국내 종묘

산업계가 세하고, 최근 외국 자본의 잠식 등이 약점으로 들 수 있음.  또한, 최근 BT분야

가 급속도로 발전함에 따라 상대적으로 방사선 육종에 대한 관심저하가 우려되며, 농업경쟁

력 약화도 위협 요소임.   

○ 그런데, 최근 종자의 로열티 문제 대두 및 기능유전체 연구분야에서의 돌연변이 유전자원 

수요가 급속도로 증가하고 있어, 돌연변이 육종 기술을 개발하여 종자 및 유전자원의 지적

재산권을 확보하는 데에 기회 요인이 있음. 아울러 정읍에 방사선연구원이 개설됨에 따라 

방사선융합 돌연변이 기술을 개발 적용하여 국내외 방사선 육종기술을 선도할 수 있는 여

건이 조성되고 있음. 

○ 정읍에 한국원자력연구소 정읍분소 방사선연구원이 설립되어 2005년도에 관련분야 연구팀

이 대전 본소로부터 분소로 이전하 으며, 동 연구원에는 방사선육종에 이용될 수 있는 감

마선 조사시설 이외에도 육종포장, 유리온실, 감마파이토트론 및 종자저온저장시설 등이 갖

추어지고 있어 낙후한 국내 방사선 육종기술의 선진화와 함께 국내외 연구개발의 핵심거점

으로 발전할 수 있는 기반이 조성되고 있음. 

 

•환경/식품적 측면에서 안전(GMO 대비)

•유전자원 빈약 식물의 유전변이 확대 활용에 

유효

•기술적 접근성 용이하고 경제적임 

•국내 연구지원 미비 및 인식도 낮음

•국내 종묘업계의 영세성 및 편중

•품종개발 장기간 소요

강점(S) 약점(W)

   기회(O) 위협(T)

•UPOV 가입에 따른 품종 로열티 문제로 국산품

종 개발에 대한 중요성 향상

•Functional Genomics연구용 돌연변이체 수요 

급증

•정읍의 방사선연구원 개원

•BT분야의 급속한 발달에 따라 상대적인 연구

자 관심 저하

•농업경쟁력 비교우위 저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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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선진국과의 기술수준 격차 및 국내기술발전 전망

○ 방사선 육종기술 중에 감마선 육종기술 및 BT접목기술의 질적 수준은 세계 수준에 와 있

다고 볼 수 있다. 그러나, 방사선 육종기술을 활용한 신품종의 개발 및 활용정도는 선진국 

뿐만 아니라 동남아 국가보다도 뒤지는 상황이다. 일본 및 중국 등에서는 1990년대 들어 중

이온빔 및 우주선을 이용한 새로운 방사선 육종기술을 개발하여 많은 성과를 내고 있다.

 

○ 본 사업의 연구개발을 통한 육종기술을 국내에 확대 적용하여 앞으로 10년내에 방사선돌

연변이 기술수준은 5위권, 돌연변이 품목 개발수로는 세계 8위권 내로 진입시킬 수 있을 것

으로 전망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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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장 연구개발 수행 내용 및 결과

제 1절 연구 내용 및 실험 방법

1. 방사선조사 및 세포주 선발에 의한 고 양성 및 환경내성 돌연변이 품종 개발  

가. 양요구성 세포주 선발에 의한 고 아미노산 함유 벼 품종개발

(1) 5MT 저항성 벼의 선발과 육성

동안벼 배배양으로부터 유기된 캘러스에 감마선 50 Gy를 조사하여 5MT가 함유된 

배지에서 선발과정을 거쳐 저항성 캘러스를 선발하 고, 그로부터 120 개체의 재분화체를 

얻었다. 이중 2개의 개체로부터 (MRⅠ, MRⅡ) 종자를 수확하여, 계속된 5MT 저항성 분

리비를 검정하 고 현재 M4 세대 180 계통을 포장에서 육성, 그중 5MT 저항성에 동형

접합체인 MRⅠ-40, MRⅠ-110, MRⅡ-8, MRⅡ-12를 선발하 다. 이들 계통은 생화학과 

분자 생물학 실험에 재료로 사용되었다.

(2) 종자 저장 단백질 함량 분석

단백질 정량 분석은 변형된 Micro-Kjeldahl법으로 수행하 다. 벼 종자를 곱게 갈아 

분해촉진제 (CuSO4 : K2SO4 = 1 : 9)와 함께 H2SO4 용액에 담가 350∼400℃로 2.5시간 

중탕하여 digestion 시킨 후, digestion된 플라스크에 40% NaOH 40 ㎖을 가하고 

distillation을 수행하여 1 ㎖ 혼합지시약과 20 ㎖ 2% H3BO4를 함유한 삼각플라스크에 증

류액을 받아 0.1 N H2SO4로 적정하 다.

(3) Free amino acid 분석

종자내 free amino acid 함량은 Pico-Tag 방법으로 수행하 다. 곱게 갈은 종자 30 

㎎을 vacuum 하에서 MWT (methanol : water : triethylamine, 2/2/1, V/V/V)을 첨가하

여 건조한후, MWTP (methanol : water : TAE : phenylisoiocyanate, 7/1/1/1, v/v/v/v)

를 첨가하여 free amino acid를 추출하 다. 추출된 용액은 Waters HPLC system의 

Pico-Tag Free Amino A챵 Analysis column에 주사되어 46℃, 1 ml/min, 254 nm 파장

에서 시간에 따른 각각의 amino acid를 분리 측정하 다.

(4) Anthranilate Synthase (AS) 분석  

곱게 간 잎에 extraction buffer [0.2 M Tris-HCI, pH 7.5, 0.2 mM EDTA, 10 mM 

magnesium chloride, 10 mM glutamine, 60% glycerol, 10 mM dithiothreitol, 100 mM 

HEPES]과 polyvinylpolypyrrolidone (PVPP)를 첨가 후, 원심분리하여 상등액에 포화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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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mmonium sulfate를 첨가하고 다시 원심분리하여 얻어진 침전물을 0.5 ㎖ extraction 

buffer에 녹여 AS 분석에 이용하 다. 상기 용액에 반응 buffer [50 mM HEPES, pH 7.5, 

0.05 mM EDTA, 2 mM magnesium chloride, 10 mM glutamine, 2 mM dithiothreitol, 

5% glycerol]와 기질 용액 [100 µM chorismate, 15 mM magnesium chloride, 80 mM 

glutamine, pH 6.0]을 첨가한후, Aminco-Bowman spectrofluorimeter (SLM-Aminco. 

Urbana, Ⅰll., USA)을 이용 340 nm (exitation), 400 nm (emission)에서 anthranilate의 

형성을 측정하 다. 또한 기질인 chorismate (0, 2.5, 5, 10, 20, 25, 50, 100 µM)와 억제제

인 tryptophan (0, 5, 10, 50, 100, 200 µM)을 첨가하여 kinetic 분석을 실시하 다.

(5) cDNA library 구축

5MT가 함유된 용액에서 선발된 저항성 식물체에서 PolyATract mRNA isolation kit 

(Promega)를 이용하여 mRNA를 추출한 후 ZAP-cDNA Gigapack Ⅲ cloning kit를 이용

하여 cDNA library를 구축. mRNA에서 reverse transcriptase를 이용하여 first-strand 

cDNA를 만든 후( 37℃, 1시간 ), DNA polymerase를 이용하여 second-strand cDNA를 

합성하 다 ( ＜16℃, 2시간 30분 ). EcoR I adapter ligation과 Xho I으로 digestion 시킨

후 Sepharose CL-2B gel과 column을 이용해서 cDNA fraction을 분석하고 Uni-ZAP 

XR vector에 ligation 시켜 만들어진 primary library를 XL 1-Blue MRF' cell로 증폭시

켜서 cDNA library 구축하 다.

(6) Differential Hybrydization (DH)

1) Preparation of Panel : 300ng의 plasmid DNA를 alkali solution(0.4M NaOH, 10mM   

  EDTA)에서 denature 시킨후, positive nylon membrane (Osmonics)에 vacuum 

dot-blot을 이용하여 blotting 하 으며, Aspiration 후에는 membrane을 air-dry 시키고 

UV로 crosslinking 시키거나 80℃에서 baking하 다 

2) Preparation of DIG labeled probe : 1㎍의 mRNA를 reaction mixture [(10mM Tris, 

50mM KCl), 5mM MgCl2, PCR Dig probe synthesis mix [(0.1mM dATP, 0.1mM 

dCTP, 0.1mM dGTP, 0.065mM dTTP, 0.035mM DIG-11-dUTP], 3.2 ㎍ of random 

primer (hexamer), 50 U of RNase inhibitor, and 50 U of AMV-RT (Boehringer 

Mannheim)]로 amplication 하 다. 이때 PCR program은 10 min at 25℃, 60 min at 4

2℃, 5 min at 95℃, 5 min at 4℃ for chilling 이었다.

3) Analysis of DH : dot-blot된 membrane을 standard buffer (750 mM NaCl, 75 mM 

sodium citrate, 0.1% sodium lauroylsarcosine, 0.02% SDS, 1% blocking regent)에서 6

8℃로 probe를 hybridization(overnight). Washing buffer (2×SSC, 0.1% SDS)와 buffer1 

(150 mM NaCl, 100 mM maleic acid;pH 7.5)로 membrane을 washing 한 뒤 1% 

blocking buffer로 blocking Target DNA에 anti-DIG-alkali-phosphate로 incubation 시킨 

후 CSPD와 반응시켜 X-ray film에 expose 시켜 확인하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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염기 서열 분석은 T3 primer를 이용하여 Big Dye Termination Cycle Sequencing 

Ready Reaction Kit (Perkin Elmer)로 sequencing. Sequencing된 DNA base는 amino 

acid로 전환하여 National Center for Biotechnology Information (NCBI)의 Blast 

algorithm program을 통해 기존의 분석된 염기 서열과  비교되었다.

(7) Northern blotting 분석

전체 RNA를 Trizol reagent를 이용 분리하고, 1% formaldehyde agarose gel에 분획

하여, nylon membrane메 trnasfer 하 다. Probe로서 사용된 cDNA (OsASA, OsPU1, 

OsHRP1, OsHSP1, OsEno1, OsCM1)는 Random Primed DNA Labeling kit로 labeling 

되었다. Blots은 hybridization solution [1 mM EDTA, 7% SDS, 0.25 M disodium 

phosphate (pH 7.2), 5% dextran sulfate]으로 65 ℃에서 18 h 동안 hybridization 되었다. 

Membrane은 washing buffer로 닦은 후, Avidx-AP conjugation과 CDP-star solution으

로 incubation 되었다. 밴드는 X-ray 필름에 노출로 확인하 다.

나. 방사선조사 및 세포주 선발에 의한 내염성 벼 유전자원 개발

(1) 내염성 선발을 위한 적정농도 선정

 내염성 벼 선발을 위한 염분 피해 정도를 규명하기 위해서 동안벼(Oryza sativa L.) 종

자를75% ethanol에 30 초간 표면 살균한 후, tween-20이 2~3방울 첨가된 5% sodium 

hypochlorite로 30분간 소독하 다. 살균된 종자는 멸균수로 4회 헹구어 물기를 제거한 

후0, 0.25, 0.5, 0.75, 1, 1.5 및 2.5% NaCl이 함유된 1/2 Murashige and Skoog (MS) agar 

배지에 치상하여 27±1℃에서 40일간 생장시켜 생육조사를 통해 적정 선발농도를 결정하

다.

(2) 내염성 계통 선발

 내염성 개체를 선발하기 위해서 사용된 종자는 AZCA저항성 돌연변이(Hyun et al, 

2003) 후대 M3 종자 20,000개를 이용하 다. M3종자를 위와 같은 방법으로 살균하여 선

행 연구를 통해 결정된 내염성 선발 적정농도인 NaCl 1.5%가 함유된 1/2 MS배지에 치

상하여 40일 동안 배양한 후, 내염성 개체를 선발하 다. 이렇게 선발된 개체들은 Salt 

Tolerant(ST) 벼로 명명하 고, 이 개체들을 각각 계통으로 하여 유리온실에서 M4 세대

를 양성 하 다. 자가수정으로 얻어진 각각의 ST 계통(M4) 종자를 1/2 MS 배지에 치상

하여 7일간 배양 후, 1.2% NaCl 이 함유된 1/2 MS 배지에 30일간 배양하여 염에 강한 

계통들을 2차 선발하 다.

(3). 내염성 M4종자의 배발생 캘러스 유도 및 증식

 선발된 돌연변이 계통들의 세대 진척 과정에서 후 세대로의 NaCl 저항성 유전 여부를 

알아보기 위하여 M4 세대 내염성 계통 종자를 75% EtOH에 30초간 표면살균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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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ween-20 2~3방울 첨가된 5% sodium hypochlorite에 30분 소독한 후, 멸균수에 4회 헹구

고 물기를 제거한 뒤 MS기본배지에 2mg/L 2,4-D, 30g/L sucrose와 8g/L agar 를 첨가

한 배지에 치상하여 28±1℃에서 40일 동안 암배양하여 캘러스를 유도하 다. 유도된 캘

러스는 동일 배지에 1차 계대배양 후1.2% NaCl 및 2mg/L 2,4-D 가 함유된 MS기본배지

에 2차 계대배양하여 캘러스 생체중과 생존율을 조사하 다.

(4) 아미노산 및 이온함량 분석

 내염성 형질을 갖는 선발계통 (ST-13과ST-16) 과 대조구의 아미노산 함량을 측정하기 

위해, ST-13 과 ST-16에 각각 48시간 동안 염 처리한 식물체 잎과 1.2% NaCl에서 형성

된callus 그리고 종자에서 아미노산 함량을 조사하 다 (Pico-Tag method (Waters), 

Tarr, 1986). 내염성 계통으로 선발된 7계통 (M4)과 대조구를 1/2 MS배지에서 14일간 생

장시킨 유묘를 48시간 동안 1.5% NaCl용액에 침지한 후, 잎과 뿌리에서 이온함량을 분석 

하 다(Gange TJ and Page AL, 1974).

(5). M4 세대 선발 ST 식물체로부터 Total RNA 분리

 대조구와 염분 처리된 식물체의 잎으로부터 Trisol-reagent(Gibco BRL)방법에 의해 

total RNA를 추출하 다. 식물체 1g을 액체질소에서 약 15분 정도 마쇄한 후, 조직을 

pyrex tube(50ml)로 옮겨 Trisol-reagent 10ml을 넣고 실온에서 5분 동안 반응시키고, 

4℃에서 14,000 rpm속도로10분간 원심분리하 다. 상층액을 새 튜브에 옮겨 2ml 

chloroform 을 첨가하고 15초간 vortex 후 실온에서 2-3분간 안정화 시킨 뒤, 4℃에서 15

분 동안 10,000rpm으로 원심분리하 다. 상층액 약 6ml 정도를 새로운 튜브로 옮겨, 

2.5ml Isopropanol과 2.5ml 침전용액(0.8M sodium acetate와 1.2M NaCl)을 넣고 혼합한 

후 실온에서 10분간 침전시킨 뒤, 10,000rpm에서10분간 원심하 다. 상층액을 제거하고, 

10ml의 75% 에탄올(DEPC처리 물을 이용하여 제조)을 넣고 4℃, 6,500rpm에서 5분간 원

심분리 하 다. 상층액을 제거한 후 5-10분간 공기 중에서 건조 시킨 뒤 침전된 RNA를 

DEPC로 처리된 증류수에 희석한 후 55-60℃에서 10-15분간 용해시켜acrylamide gel에서 

전기 동을 통해 확인하 다.

(6) RT-PCR에 의한 유전자 발현 분석 

 Total RNA 1 ug 을 모형으로 해서 SuperScript
TM

Ⅱ(Invitrogen, USA)를 이용하여 

cDNA 합성하 다. Second strand의 증폭은 P5CS 및 NHX1primer, Taq 

polymerase(NEB)을 이용하여 GeneAmp PCR system(PE Applied Biosystem, USA)에서 

통상의 방법으로 수행하 다. PCR 반응조건은 94℃에서 2분간 cDNA 예비 분리한 후 9

4℃ 에서 30초, 54℃에서 30초, 72℃에서 1분을 1 반응주기로 하여 30 주기동안 증폭하

고 마지막으로 72℃에서 10분간 마지막으로 연장반응 시켰다. 최종 PCR 산물은 1.5% 

agarose gel상에서 전기 동으로 분리하여 ethidium bromide로 염색을 하여 확인하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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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방사선 조사를 이용한 벼 내염성 계통 선발 및 품종 등록

(1) 식물 재료

 본 실험에서 사용한 벼 대조구는 동진벼이며 이로부터 유기된 404계통에 해당하는 변이

체를 염분없는 포장 (정읍) 및 염분포장 (도비도, 계화도)에 정식하기 위해 종자를 3등분

하여 준비하 다.  

(2) 비 염분포장에 정식

 양질미 계통 및 내염성 계통 (M7)을 대상으로 염분이 없는 포장에서 일반적인 생육 특

성과 농경형질을 분석하기 위해 난괴법 3반복으로 정식 하 다. SSR 분석과 유용 변이체

를 선발하기 위해 동진 1호 M2 세대 3200계통을 정식 하 다. 또한 유전자원 유지 차원

에서 내염성 품종인 포카리를 필리핀에서 분양 받아 유지하고 있다. 모품종인 동진벼와 

비교하여 초장, 분얼수 및 수량 구성 요소들을 분석하여 생육이 우수한 계통을 선발한다. 

(3) 염분포장에 정식

 내염성 계통을 연차에 걸쳐서 선발하고 평가하기 위해 약 100 계통을 간척지 포장(계화

도, 도비도)에 난괴법 3 반복으로 정식 하 다. 간척지 포장은 근복적으로 염분의 이질성

이 매우 높기 때문에 Fig 1과 같이 plot을 나누어 정식 하 다. 모품종인 동진벼와 비교

하여 초장, 분얼수 및 수량 구성 요소들을 분석하여 생육이 우수한 계통을 선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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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 방사선 처리에 의한 의 제초제 저항성 돌연변이체 선발

(1) Differential Hybrydization (DH)

1) Preparation of Panel : 300ng의 plasmid DNA를 alkali solution(0.4M NaOH, 10mM   

  EDTA)에서 denature 시킨후, positive nylon membrane (Osmonics)에 vacuum 

dot-blot을 이용하여 blotting 하 으며, Aspiration 후에는 membrane을 air-dry 시키고 

UV로 crosslinking 시키거나 80℃에서 baking하 다 

2) Preparation of DIG labeled probe : 1㎍의 mRNA를 reaction mixture [(10mM Tris, 

50mM KCl), 5mM MgCl2, PCR Dig probe synthesis mix [(0.1mM dATP, 0.1mM 

dCTP, 0.1mM dGTP, 0.065mM dTTP, 0.035mM DIG-11-dUTP], 3.2 ㎍ of random 

primer (hexamer), 50 U of RNase inhibitor, and 50 U of AMV-RT (Boehringer 

Mannheim)]로 amplication 하 다. 이때 PCR program은 10 min at 25℃, 60 min at 4

2℃, 5 min at 95℃, 5 min at 4℃ for chilling 이었다.

3) Analysis of DH : dot-blot된 membrane을 standard buffer (750 mM NaCl, 75 mM 

sodium citrate, 0.1% sodium lauroylsarcosine, 0.02% SDS, 1% blocking regent)에서 6

8℃로 probe를 hybridization(overnight). Washing buffer (2×SSC, 0.1% SDS)와 buffer1 

(150 mM NaCl, 100 mM maleic acid;pH 7.5)로 membrane을 washing 한 뒤 1% 

blocking buffer로 blocking Target DNA에 anti-DIG-alkali-phosphate로 incubation 시킨 

후 CSPD와 반응시켜 X-ray film에 expose 시켜 확인하 다.

염기 서열 분석은 T3 primer를 이용하여 Big Dye Termination Cycle Sequencing 

Ready Reaction Kit (Perkin Elmer)로 sequencing. Sequencing된 DNA base는 amino 

acid로 전환하여 National Center for Biotechnology Information (NCBI)의 Blast 

algorithm program을 통해 기존의 분석된 염기 서열과  비교되었다.

(2) cDNA library 구축

5MT가 함유된 용액에서 선발된 저항성 식물체에서 PolyATract mRNA isolation kit 

(Promega)를 이용하여 mRNA를 추출한 후 ZAP-cDNA Gigapack Ⅲ cloning kit를 이용

하여 cDNA library를 구축. mRNA에서 reverse transcriptase를 이용하여 first-strand 

cDNA를 만든 후( 37℃, 1시간 ), DNA polymerase를 이용하여 second-strand cDNA를 

합성하 다 ( ＜16℃, 2시간 30분 ). EcoR I adapter ligation과 Xho I으로 digestion 시킨

후 Sepharose CL-2B gel과 column을 이용해서 cDNA fraction을 분석하고 Uni-ZAP 

XR vector에 ligation 시켜 만들어진 primary library를 XL 1-Blue MRF' cell로 증폭시

켜서 cDNA library 구축하 다.

(3) Northern blotting 분석

전체 RNA를 Trizol reagent를 이용 분리하고, 1% formaldehyde agarose gel에 분획



- 20 -

하여, nylon membrane메 trnasfer 하 다. Probe로서 사용된 cDNA (OsASA, OsPU1, 

OsHRP1, OsHSP1, OsEno1, OsCM1)는 Random Primed DNA Labeling kit로 labeling 

되었다. Blots은 hybridization solution [1 mM EDTA, 7% SDS, 0.25 M disodium 

phosphate (pH 7.2), 5% dextran sulfate]으로 65 ℃에서 18 h 동안 hybridization 되었다. 

Membrane은 washing buffer로 닦은 후, Avidx-AP conjugation과 CDP-star solution으

로 incubation 되었다. 밴드는 X-ray 필름에 노출로 확인하 다.

마. 내습성 콩 유전자원 선발 및 품종 육성

(1) 식물 재료 및 포장 실험 

 본 연구에서는 한국 원자력 연구소에 수집, 보관 되어 있는 한국 재래종 400 계통을 내

습성 선발의 재료로 사용하 다. 재래종 400계통을 31입씩 파종을 하여 개화 초기에 지

상으로부터 3cm 유지가 되도록 물을 채워서 10일간 습해 처리를 하 다. 습해 정도는 발

아율과 습해 처리 후 피해 정도를 0 ~ 4(0: 피해 없음, 4: 95% 이상 고사)로 분류를 하여 

관찰∙평가 하 다(Fig. 2). 콩 400계통 중 습해에 내성을 보이는 3계통 (KAS150-9 

(T1), KAS170-9(T2), KAS160-15(T3)) 과 습해에 약한 3계통 (KAS160-14(S1), 

KAS160-20 (S2), KAS201-6-1(S3)) 을 생화학적, 분자 생물학적 실험의 재료로 사용하

다.

(2) 내습성 유망 계통 생리적 반응 조사

(가) Chlorophyll 분석

 Chlorophyll은 Lichtenaler법을 이용하여 추출하 다. 곱게 마쇄한 잎 0.5g을 100% 

Acetone 5ml에 섞고 10,000 rpm으로 10분간 원심분리를 한 후 상등액 1ml을 따로 따낸 

뒤10,000rpm에서 5분간 재 원심분리를 하고 상등액을 채취했다. 채취한 상등액을 100% 

Acetone에 200배로 희석(상등액 50ul + 100% Acetone 950ul)하여 470, 644.8, 661.6nm의 

파장에서 흡광도를 측정하 다.

(나) Glucose 분석

 곱게 마쇄한 0.5g의 잎을 80% 에탄올에 넣고 80℃에서 20분간 중탕을 한 후 10,000rpm

에서 10분간 원심분리 하 다. 원심분리 한 용액의 상등액 1ml을 따서 4% Phenol 2ml과 

H2SO4 5ml을 섞은 후 실온에서 식혔다. 혼합된 용액을 490nm의 파장에서 흡광도를 측정

하 다.

(다) MDA 분석

 El-Moshaty법에 따라 MDA를 측정하 다. 곱게 마쇄한 잎 0.5g을 0.1% TCA 용액 5ml

에 섞은 후 10,000rpm에서 15분간 원심 분리 하 다. 상등액 1ml을 따낸 후 0.5%의 

TBA가 섞인 20% TCA 용액 4ml을 첨가한 후 30분간 95℃에서 중탕을 한 후 얼음에 15

분간 식힌다. 그 후 10,000rpm에서 10분간 원심분리 한 후 상등액을 532nm와 600nm의 

흡광도를 측정하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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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core 0                          Score 4

Fig. 2. Visual rating for waterlogging injury of samples. Injury ratings ranged from 0 

(no damage) to 4 (100% dea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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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고품질 형질개선 변이체 품종실용화 및 응용기술 확보

가. 방사선육종 품종의 보급 실용화 및 유망계통의 품종화

방사선육성 품종은 품종등록후 자체적으로 종자를 증식하여, 농가 및 농업관련 기관으로부터 매년 

분양신청을 받아 약5kg 정도씩 종자를 분양하 다. 그리고, 지역별 독농가 및 농협 등의 재배단지 

및 상품화 사업을 지원하 다.

나. 신형질 벼 돌연변이체 선발 육성

○ 기존 선발 유망계통을 포장에 재배하여 최종 유망계통을 선정 후, 충남 및 경기도농업기술워느 

평택시농업기술센터의 도움을 얻어 지역적응성 시험을 실시하 다.

○ 우리나라 주요 8개 벼 품종의 종자에 감마선 300Gy를 처리한 후 M2세대에서 유용변이체를 선

발하고, 후대검정을 실시하 다. 

다. 방사선육종 선발 유망 콩 계통의 품종화 및 후대검정

(1) 밥밑콩 돌연변이 계통선발, 예비시험, 품종출원

 재배종 콩 중에서 성숙기가 가장 늦은 서리태 1종류(서리태 94)를 수집하여 94년에 γ-

선 250Gy를 1,000립에 조사한 후대에서 선발한 M5세대 39계통 중에서 숙기가 서리태 94

보다 빠르며 종피색은 검정색이며 자엽색은 녹색인 조숙성인 유망 계통 (94A-111, 

94A-112)과 극조생 선발종인 94-80-1을 휴장 3m×3열, 휴폭 60cm, 주간거리 10cm, 반복 

없이 파종하여 특성을 조사하 다. 특성조사 항목은 개화기 백립중 수량만을 조사하 고, 

재배방법은 일반 관행법에 따라 관리하 다. 특성평가는 정읍 방사선연구소 육종시험포장

에서 실시하 으며, 수량 및 지역적응시험은 정읍 및 예산 충남농업기술원에서 실시하

다. 

(2) 미이라병 저항성 돌연변이 계통 선발 및 예비시험

 국내 재래종 대두 유전자원 중의 하나인 KAS 360-22 종자에 250 Gy 방사선 조사를 통

해 나온 후대 중에서 조숙종 및 대립종이나 미이라병(Diaporthe phaseolorum SAC var 

sijae L. pod and stem blight)에 저항성이면서 종피색이 다른 계통 (360-22-45-1)을 원

품종 및 대비품종 (일품검정콩)과 함께 휴장 3m×4열, 휴폭 60cm, 주간거리 10cm, 3반복, 

임의배치법으로 파종하여 검정하 고 재배관리는 일반 관행법으로 실시하 으며, 특성조

사는 중앙열에서 3개체씩 무작위로 선택하여 조사하 고, 수량은 중앙열을 수확하여 ha

당 수량으로 환산하 다. 특성조사는 수량, 백립중, 성숙일수, 개화일수, 결실일수, 경장, 

분지수, 마디수, 미이라병 피해율, 배축색, 꽃색, 털색, 종피색 들을 조사하 다.이 실험은 

정읍 방사선연구소 및 충남 농기원  2곳에서 실시하 다

(3) 나물용 및 장류용 다수성 콩 돌연변이 선발 및 예비시험

 미국에서 도입한 도입종 CB 27품종에 γ-선을 150Gy 및 300Gy를 종자에 조사하여 일부



- 23 -

단점형질을 보완하여 선발한 후대 CB 27-15-52을 원품종(CB 27)에서 유래한 방사콩 및 

태광콩을 대비품종으로 하여 휴장 3m×4열, 휴폭 60cm, 주간거리 10cm 간격으로 임의배

치법에 의해 3반복으로 파종하여 검정하 다. 특성조사는 중앙열에서 3개체씩 무작위로 

선택하여 조사하여 이를 평균하 으며 수량은 중앙열에서 수확하여 ha당 수량으로 환산

하 고 특성조사는 수량, 백립중, 성숙일수, 개화일수, 결실일수, 경장, 분지수, 마디수, 꼬

투리수, 도복지수, 생존율, 배축색, 꽃색, 종피색, 제색을 조사하 고 재배관리는 일반 관

행법으로 실시하 다. 이 실험은 정읍 방사선연구소 및 충남 농기원  2곳에서 실시하

다.

(4)중소립종 밥밑용 검정콩 돌연변이 계통의 선발 및 예비시험

 황색다수 품종으로 국내에서 가장 수확량이 많은 장려품종인 팔달콩을 선택하여 제색

(hilum color)이 검으며 종실의 모양이 납작하여 중립종(16.5g/100seeds) 등의 결점 형질

으로 개량하기 위하여 γ-ray 300Gy를 10,000립의 종자에 처리하여 육성한 후대 중 검정

콩 900-326 선발품종을 원품종인 팔달콩 및 대조품종으로 일품검정콩을 함께 휴장 3m×4

열, 휴폭 60cm, 주간거리 10cm, 2반복, 임의배치법으로 파종하여 수량 및 특성검정을 실

시하 다. 특성조사는 중앙열에서 3개체씩 무작위로 선택하여 조사하 고 수량은 중앙열

을 수확하여 ha당 수량으로 환산하 고 수량, 백립중, 성숙일수, 개화일수, 결실일수, 경

장, 분지수, 마디수, 미이라병 피해율, 생존율, 배축색, 꽃색, 종피색, 제색을 조사하 다. 

이 실험은 정읍 방사선연구소 및 충남 농기원  2곳에서 실시하 다.

 

(5)특수성분 개량용 돌연변이 후대 계통의 유지 및 수량검정  

 재래 재배종 약콩으로 수량이 높고 극소립으로 한약방 등에서 약용으로 활용되어온 

KAS 523-7과 KAS 524-38에 1997년에 품종별로 10,000립의 종자에 γ-선 250Gy를 조사

하여 나온 KAS 523-7 후대 143계통, KAS 524-38 후대 77계통에서 선발된 개체를 계통

화 하 고, 장콩 중 장려품종인 황금콩의 종자 10,000립에 γ-선 250Gy를 조사하여 M2세

대에 선발한 조숙변이 139계통과 Bulk 집단에서 개체 선발한 321개체를 계통화 한 460계

통을 휴장 2m×1열, 휴폭 60cm, 주간거리 10cm, 반복 없이 파종하 으며 수량과 백립중, 

개화기만을 조사하 다. 이들 계통 중 KAS 523-7 및 KAS 524-38의 돌연변이후대 계통

에 대하여는 lipoxigenase 화학분석 결과 비린내가 저감된 사실이 확인되어 그 후대 수량

검정을 실시하 고, 황금콩의 돌연변이 후대 계통에 대하여는 phytic acid가 적음을 확인

하여 (강원대학교) 그 후대계통을 이용 수량검정 및 유전자 고정화 작업을 실시하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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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유망 야생식물의 고부가가치 농림실용화 

가. 무궁화 품종 개발

 기존에 선발한 품종을 품종출원 하 으며, 품종재배심사를 지원하 다. 정읍 방사선과학연구소의 

육종시험장이 개설됨에 따라 남양주 농장의 무궁화 유전자원을 이전 식재하 다.

나. 들잔디 조직배양체계 확립 및 제초제 저항성 변이체 선발

(1) 성숙 종자에서 캘러스 유도 및 배양

잔디 종자에서 캘러스 유도는 5% sodium hypochlorite 수용액에 15분 동안 소독한 뒤 멸

균수로 2분씩 5회 세척한 후, 캘러스 유도 조건을 알아보기 위해 종자를 0, 0.5, 1, 2 4 

mg/L 2,4-D, 0, 0.01, 0.02, 0.2, 0.5 mg/L BA가 첨가된 MS 배지에 40일 동안 배양하여 

캘러스를 유도율을 조사하 고, 캘러스 증식은 유도된 캘러스를 작은 조각으로 나누어 4 

mg/L 2,4-D, 0.01 mg/L BA가 첨가된 MS배지에 치상하여 계대배양하 다. 캘러스 유도 

및 배양은 29±2℃, 암상태에서 실시하 다. 증식된 캘러스를 호르몬이 들어가지 않은 MS 

배지에 치상하여 25±2℃, 16/8 시간 광주기로 조절된 배양실에서 재분화를 유도하 다. 

(2) 제초제 저항성 캘러스 선발

캘러스 생육에 대한 glyphosate의 효과를 알아보기 위해 glyphosate가 없는 배지에서 배

양된 캘러스를 glyphosate가 0, 0.5, 1.0, 2.5, 5.0, 7.5, 10.0mM 농도로 첨가된 캘러스 증식

용 액체배지로 계대배양하여 40일 후에 증식정도를 조사하 다. glyphosate가 처리되지 

않았을 때의 증식율을 100%로 하여 상대적인 증식율을 비교하 다. 또한 캘러스 생육에 

대한 감마선의 효과를 관찰하기 위해 캘러스를 0, 30, 50, 70, 100Gy로 조사하고 캘러스

를 1mm로 절단한 후 캘러스 증식배지에 치상하여 40일 후에 생체중을 조사하 다. 감마

선을 처리하지 않은 증식율을 100%로 하여 상대적인 증식 정도를 비교하 다. 방사선을 

이용한 제초제 저항성 캘러스를 선발하기 위하여 감마선을 0, 30, 50, 70, 100Gy로 조사

하여 3일 후에 2.5mM glyphosate가 함유된 증식배지에 치상한 뒤 40일 후에 생존율을 

조사한 후 제초제 저항성 캘러스를 선발하 다. 방사선 조사는 한국원자력연구소에 설비

된 
60
CO 감마선을 사용하 다.

(3) 저항성 식물체 선발을 위한 제초제 처리

식물체에 처리할 적정 농도 결정을 위하여 시중에서 판매되고 있는 근사미를 구입하여 

실험에 사용하 다. 0, 0.1, 0.3, 0.5, 1.0, 2.0, 5.0% 농도의 근사미를 파종 80일이 지난 유

식물체에 약액이 엽면에 충분히 묻을 수 있도록 분무기를 이용해 스프레이하 다. 제초제 

처리 1, 3, 5, 7, 10, 15일 후에 각각 시료를 취해 실험에 이용하 다. 

(4) 제초제 저항성 개체 선발

잔디 종자에 300Gy 감마선을 조사한 후 2004년에 파종하여 얻은 M2 종자를 실험에 사

용하 다. 파종 3개월 후에 잔디를 50공 tray에 이식한 후 0.5% 근사미를 분무기를 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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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 약액이 잎에 충분히 묻도록 처리하 다. 방사선을 조사하지 않은 종자를 파종하여 얻

은 M2 종자를 대조구로 이용하여 제초제 처리 15일 후에 저항성 개체와 비저항성 개체

로 나누어 실험하 다.

(5) Electrolyte leakage 분석

Electrolyte leakage 분석을 위해 잔디 잎 0.1g을 5mm의 길이로 자른 후 test tube에 담

고 10ml 증류수를 넣었다. Test tube를 32℃ water bath에서 2시간 중탕한 후 electrical 

conductivity meter (TOA electronics Ltd.)를 이용하여 초기의 전기전도도 값 (EC1)을 

측정하 다. 초기값 측정 후 test tube를 121℃에서 20분간 autoclave하여 잎조직을 파괴

하여 그 속에 있는 모든 전해질이 배출되게 한다. Autoclave후 smaple을 상온에서 충분

히 식힌 후 마지막 전기전도도 값 (EC2)을 측정한다. Electrolyte leakage (EL)은 다음식

에 의해 계산한다. EL = EC1/EC2 × 100.

(6) 클로로필 및 카로티노이드 분석

잔디 생체중 0.1g을 곱게 마쇄하여 1ml의 100% acetone을 첨가하여 색소를 추출한 후 

12,000rpm에서 15분간 원심분리한 후 상등액을 취했다. 상등액을 spetrophotometer를 이

용하여 470, 644.8, 661.6 nm에서 각각 파장을 측정하 다. 측정된 흡광계수를 이용하여 

Lichtenthaler(1987)에 보고된 계산식에 의해 클로로필 a, b와 전체 카로티노이드 함량을 

계산하 다.

(7) Proline 분석

Proline 함량 측정은 Troll과 Lindsley의 방법을 사용하 다. 시료 0.1g에 추출 용액인 

MCW(MeOH : Chloroform : Water = 12 : 5 : 1) 1ml을 첨가하여 시료를 마쇄시킨 후 

12,000rpm에서 15분간 원심분리하고 상등액을 취해 4배 희석을 하 다. 희석한 상등액 

2ml과 acetic acid 3ml, ninhydrin reagent [ninhydrin(g) : acetic acid(ml) : 6M 

phosphoric acid(ml) = 1.25 : 30 : 20] 5ml을 혼합한 후 100℃에서 45분 동안 중탕한 다

음 toluene 5ml을 첨가하여 정치한 다음 spectrophotometer (UVIKON 923, Bio-T다 

instruments)을 이용하여 520nm에서 proline 함량을 측정하 다. 표준용액은 L-proline을 

사용하 다. 

(8) Lipid peroxidation

Lipid peroxidation은 Dhinsda 방법에 의해 malondialdehyde(MDA) 함량을 측정하 다. 

0.5g 생체중을 0.1% trichloroacetic acid (TCA) 5ml을 첨가하여 시료를 마쇄하 다. 

12,000rpm에서 15분간 원심분리한 후 상등액 1ml에 20% TCA와 0.5% thiobarbituric 

acid (TBA)를 혼합한 용액 4ml을 첨가하 다. 그 혼합액을 95℃에서 30분간 중탕한 후 

얼음에서 재빨리 식힌 다음 12,000rpm에서 15분간 원심분리하여 상등액을 취해 흡광도를 

측정한다. 535nm의 흡광도에서 600nm에서 측정된 non-specific 흡광도 값을 빼주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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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BA reactive species (TBARS)는 155mM-1cm1의 흡광계수를 사용하여 계산하고 결과

는 nmol TBARS per gram으로 나타낸다.

다. 국내 자생 버뮤다그래스 자원 수집

(1) 자생 버뮤다그래스 수집 및 형태 및 생육 평가

 2006년 국내 자생 bermudagrass 잔디의 품종화를 위해 제주도 및 남해안 지역을 중심으로 수집

한 잔디 43종을 방사선육종시험장 재배 포장 및 온실에서 재배하면서 화서형성율, 생체량, 포복경 

길이 및 직경, 엽폭 및 길이를 이식후 3-4 주 후에 실시하 다.

(2) Flow cytometry analysis

 핵 DNA양을 측정하기 위하여 flow cytometer를 이용하 는데 완전히 자란 잎을 Petri dish에 두

고 500 ul 용액에서 잘게 잘라 핵 DNA를 추출하고, CyStain UV Precise P250 용액 2ml로 염

색을 하 다. 염색 후 30 um nylon mesh를 통해 찌꺼기를 제거한 뒤 Partec cytometer

를 이용하여 측정하 다. 문헌을 통해  'Savannah' bermudagrass의 핵 DNA 양이  1.95 

pg/2C라는 사실을 통해 이 값과 비교하여 다른 샘플들의 값을 계산하 다. sample 

nuclear DNA content (pg/2C) = [(mean value of the sample peak) / (mean value of 

the internal standard)] x known nuclear DNA (1.95 pg for 'Savannah' bermudagrass).  

(3) 염색체 형태 및 숫자 관찰

 앞서 핵 DNA 양을 통해 얻은 결과를 토대로 배수성이 서로 다른 4개의 생태종 (3, 4, 

5, 6배체)을 25℃의 습도가 높은 온실에서 양번식을 통해 번식시키면서 아침 일찍 갓 

자라나온 흰 뿌리를 채취하여 1-bromonaphthalene (Merck, cat. # 8.06210)로  20℃에서 

2시간 또는  0.02% aqueous 8-hydroxyquinoline (Duchefa, cat. # H0168) 로 3 시간 전

처리 한 후 새로 준비한acetic acid - ethanol (1:3) 고정액으로 2시간 염색체를 고정하

다. 

 염색체 추출을 위해 우선 뿌리 끝을 pectolytic enzymes 과 0.3% pectolyase Y23, 0.3% 

cellulase RS, 0.3% cytohelicase (150 mM citrate buffer ) 혼합액으로 37℃에서 1시간 동

안 세포벽을 분해시키고,  60% acetic acid 한 방울에 2 g/ml DAPI in Vectashield 

(Vecta laboratories, USA) 로 염색을 한 후 Zeiss Axioplan 2 fluorescence microscope 

(epifluorescence illumination and DAPI  filter 겸비) 하에서 염색체를 관찰하 다. 염색

체 사진은 CCD camera 로 찍은 뒤, Genus Image Analysis Workstation software 

(Applied Imaging Corporation, UK)를 가지고 분석을 하 다.

(4) DNA 추출 및 AFLP 분석

 각각의 생태종으로부터 어린 잎을 채취하여 CTAB (Hexadecyltrimethylammoniu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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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romide) 방법으로 genomic DNA를 추출하 다 (Keim et al., 1988). AFLP 분석은 제조

사 매뉴얼에 따라 다음 순서로 진행하 다 (GIBCO BRL, Life Technologies).  

① 제한효소 처리 및 Ligation: 각각의 식물체에서 추출한 DNA를 250 ng으로 정량하여 

제한효소 EcoR I 및 Mse I 10 unit씩 넣고 1X PL buffer (10mM Tris-acetate, pH 7.5, 

10mM magnesium acetate, 50mM potassium acetate, 5mM DTT, 50 ng/㎖ BSA) 조건

에서 반응액을 40 ㎖로하여 37℃에서 1시간 동안 반응시켜 DNA를 절단하 다. 이 반응

액에 EcoR I adapter (5 pM)와 Mse I adapter (50 pM), 1 ㎖의 10 mM ATP, 2 ㎖의 

5X RL buffer, 1 unit의 T4 DNA ligase 및 멸균수 4 ㎖를 첨가하여 37℃에서 3시간동안 

처리하여 제한효소 단편에 adapter를 부착시킨 후 제한효소를 불활성화시키기 위해서 7

0℃에서 10분간 반응시켰다.

② Preamplification: Ligation된 DNA를 멸균수로 4배 희석시킨 후 5 ㎕를 template로 사

용하 다. EcoR I 및 Mse I 의 primer 각각 30ng와 1X PCR buffer (10mM Tris-HCl, 

pH 8.3, 50mM KCl, 1.5mM MgCl2, 0.001% gelatin), 각각 100mM의 dNTP, 0.8 unit Taq 

DNA polymerase를 포함한 총 20 ㎖를 반응액으로 사용하 따. PCR 조건은 94℃ 30초, 

56℃ 1분, 72℃ 1분간 총 20회 반응하 다.

③ Selective amplification: Preamplification 반응이 끝난 산물을 1 : 50으로 희석하여 2.5 

㎕ 를 주형 DNA로 사용하 다. EcoR I + 3.5ng과 Mse I + 3ng, 1X PCR buffer (10 

mM Tris-HCl, pH 8.3, 50mM KCl, 1.5mM MgCl2, 0.001% gelatin), 각각 100mM의 

dNTP, 0.8 unit의 Taq DNA polymerase를 포함한 1 ㎕를 반응액으로 사용하 다. PCR 

조건은 94℃ 30초, 65℃ 30초(매회 -1℃), 72℃ 1분간 총 13회 반응한 후 94℃ 30초, 56℃ 

30초, 72℃ 1분간 33회 반응하 다. The selective EcoRI primers는 fluorescent dyes 

[6-FAM (blue), HEX (yellow), or TET (green)]으로 labeling 하여 31 개 EcoRI (+3)과 

MseI (+3) primers 조합을 가지고 이형성 밴드를 조사하 다. 이형성 분석은 ABI 377 자

동 염기서열 분석기를 이용하 고, loading mixture (2.0 ul of deionized formamide, 2.0 

ul of loading buffer, 0.3 ul of Genescan TAMRA-500) 에 1-2 ul의 PCR products를 5 

% (w/v) polyacrylamide gel (36-cm plate) 위에서 분리를 시켰다 (PE-ABI, Foster 

City, CA). 나타난 밴드는 GeneScan software를 이용 분석한 뒤 눈으로 확인하여 이형성 

밴드 크기와 수를 조사하 다 (PE-ABI, Foster City, CA). 

(5) 자료분석

 형태적 특성은 ANOVA 및 최소유의성 검정법에 의해 평균간 비교를 실시하 다. 조사지표간 상

호연관성은 Pearson correlation coefficients를 가지고 결정하 다. 근연관계 분석은 계통간

의 다형성 DNA 밴드의 유무에 따라 1과 0으로 code화하여 비가중 평균분석으로 계산하

으며 NYSYS 프로그램을 이용하여 유전거리를 결정하 다(Rohlf, 1998). Principle 

coordinate analysis (PCA) 를 통해서 그룹간의 유전적 거리를 계산하여 연관성을 조사하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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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 자생화 돌연변이 육종

(1) 방사선처리에 의한 남부지역 자생화훼 신품종 육성

 본 시험은 전남농업기술원 난지과수시험장 완도의 무가온하우스에서 2003년 4월부터  

2005년 1월까지 2년에 걸쳐서 시험을 수행하 다.  

 자생화훼종에 γ-ray조사는 주로 남부지역에 자생하는 층꽃(Caryopteris incana), 털머위

(Farfugium japonicum), 원추리(Hemerocallis fulva), 술패랭이(Dianthus superbus var. 

longicalycinus), 옥잠화(Hosta plantaginea), 황근(Hibiscus hamabo) 그리고 멀꿀

(Stauntonia hexaphylla)의 야생종자를 시험재료로 이용하 다. 이들 종자의 채취시기는 

층꽃 10월, 털머위 12월, 원추리 8월, 술패랭이 7월, 옥잠화 10월, 황근 10월 그리고 멀꿀

은 11월로 전년도에 채취하여 상온에서 건조저장 하 다. 

 γ-ray조사선량은 식물에 따라 달리 조사하 는데 대체로 종피가 얇은 종자는 낮은 선량

에서 처리하 고 단단하고 두꺼운 종자는 상대적으로 높은 선량에서 조사하 다.

 시험 1년차인 2003년에 식물별 조사선량은 층꽃이 대조구, 20, 40, 60, 80, 100, 120Gy, 

털머위와 옥잠화는 각각 대조구, 10, 15, 20, 25, 30Gy, 원추리, 술패랭이 그리고 황근는 

대조구, 30, 60, 90, 120, 150Gy, 멀꿀은 대조구, 100, 150, 200, 250, 300Gy을 조사하 다. 

 시험 2년차인 2004년의 경우 층꽃은 1년차의 조사선량이 낮아서 선량을 높여서 대조구, 

80, 100, 120, 140, 140, 160Gy, 털머위와 옥잠화는 1년차와 동일한 선량으로 반복시험을 

수행하 으며 원추리, 술패랭이 그리고 황근은 1년차의 조사선량이 낮다고 판단되어 대조

구, 90, 120, 150, 170, 190Gy으로 높여서 실시하 다. 또한 멀꿀은 1년차와 동일한 선량

으로 반복시험을 수행하 고 γ-ray 조사장소는 한국원자력연구소에서 24hr연속조사로 처

리하 다.

 종자파종은 원예용상토를 넣은 연결포트를 이용하여 시험 1년차는 층꽃과 멀꿀은 4월15

일, 털머위, 원추리 그리고 술패랭이는 4월 17일, 옥잠화, 황근은 4월 18일에 점파하 다. 

 시험 2년차는 털머위, 옥잠화 그리고 황근을 4월 12일에 파종하 으며 층꽃, 원추리, 술

패랭이 그리고 멀꿀을 4월 13일에 파종하 다.

재배관리는 다른 작물재배에 준하여 관리하 으며 물 관리는 토양표면이 마르지 않도록 

2일에 1회를 기준으로 관수를 실시하 으며 부족하다 생각되면  더 보충하는 방법으로 

관리하 다.

 방사선에 대한 감수성을 알아보고자 발아가 진행되는 4월 하순부터 2일∼4일 간격으로 

관찰과 발아특성을 조사하 다. 또한 잎 변이종을 탐색하기 위하여 잎에 키메라현상의 

유․무를 조사하 고 왜성계통을 선발하기 위하여 왜성화 가능성이 있는 변이체를 관찰

하고 생육특성을 조사하 다. 

 자생식물 수집은 월 1∼5회 씩 주로 남부해안과 섬 지역에 흩어져 있는 식물 중에서 자

원으로 가치가 있는 종, 그리고 희귀하다고 판단되는 종을 찾아서 1∼2개체를 수집하여 

종을 보존하고 개화기를 조사하 다.   

(2) 감마선 조사에 의한 진달래의 종자 발아 및 유묘 생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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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분홍진달래(Rhododendron mucronulatum) 2종의 종자는 2003년에 수확하 으며 흰진달

래(R. mucronulatum for albiflorum)의 종자는 2002년에 수확하여 4℃에 보관하 다. 종

자의 감마선 조사는 한국원자력연구소 
60
Co 조사시설을 이용하여 선량별로 24시간으로 

하 다. 조사선량은 20, 40, 60, 80, 100, 150, 200, 300 및 400Gy(1 Gy=100 rad) 이었다. 

종자의 소독은 70% EtOH로 1분간 표면 살균한 다음 tween-20이 포함된 1% NaOCl에 

10분간 재소독하 다. 매 소독 후 멸균수로 3회 헹구어 주었다. 발아실험은 0.7% agar를  

Petri dishes에 넣어 사용하 다. 발아된 유식물체는 개량된 Anderson‘s Rhododendron 배

지(1984)에 sucrose 3%, agar 0.7%를 사용하 으며, 증식은 benzyladenin(BA) 5mg․L
-1

을 첨가하 다. 배양환경은 온도 25±1℃, 광도 1,700 Lux에 16시간 일장으로 하 다.

(3) 왜성 해바라기 'Big Smile' 종자의 방사선 감수성 및 변이체 선발

 해바라기는 식용 및 꽃꽂이용으로 주로 사용되며 화색은 극히 제한되어 있다. 그리고 최

근 왜성 해바라기 품종의 보급으로 화단 및 분화용으로도 이용 가능하게 되었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돌연변이 육종을 목표로 왜성 해바라기의 종자를 사용하여 종자의 방사선 

감수성과 변이체를 선발하고자 하 다.

실험재료는 시판되는 해바라기 ‘Big Smile’의 종자를 사용하 다. 이들 종자에 감마선을 

조사(0, 25, 50, 75Gy)한 후 변이 정도를 관찰하 다. 반치사선량은 75Gy까지 조사하 을 

때 관찰되지 않아 이듬해 다시 감마선을 500Gy까지 조사하 다. 그리고 50Gy 조사구의 

화색변이체의 종자를 채종하여 변이 고정여부를 관찰하고 선량별 생육상태를 포장에 정

식하여 관찰하 다.

(4) 라디올러스 구근의 방사선 육종

 라디올러스의 돌연변이 유기에 대한 감수성을 조사하기 위해 식물재료로 라디올러

스 'Pink Garden'의 구경(corm)과 목자(cormel)를 사용하 으며, 감마선을 선량별(0, 25, 

50, 75, 100Gy)로 조사하여 온실에 정식한 다음 생육 및 개화를 관찰하 다. 구경을 사용

한 화서에서는 화색변이(키메라)가 관찰되었으며 구경과 목자 모두 LD50를 관찰하지 못

해 방사선 재조사가 요구되었다.

(5) 관상 및 자생식물의 돌연변이 형질개량

 자생식물은 벌노랑이와 제비꽃 등의 종자를 재료로 사용하 다. 종자의 소독은 먼저 

70% EtOH에 1분간 소독하고 5% sodium hypochlorite 용액에 10-20분간 재소독 하 으

며 매 소독한 후에는 멸균수로 각각 3회 수세하 다. 맹아 여부 및 방사선의 감수성은 

0.8% agar를 Petri dish에 분주하여 각각의 종자를 파종한 다음 23±2℃의 생장상에 두어 

관찰하 다. 맹아여부는 식물체로부터 뿌리가 형성되는 것으로 판정하 다.

  돌연변이 유기를 위한 방사선의 종류로는 감마선을, 선원은 
60
Co을 이용하 다. 실험재

료별 선량은 0-800Gy 내에서 달리 조사하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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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화훼류 및 해외 도입식물의 돌연변이 형질개선

가. 방사선 조사 및 기내 배양법을 이용한 국화 육종

(1) 실험재료

 포장에 재배 중인 아네모네형 스프레이국 'Argus'의 줄기를 잘라 흐르는 수돗물에 수세

한 다음 Lu 등(1990)의 방법을 일부 수정하여 무균상에서 소독한 다음 약 0.5cm 길이로 

잘라 외식체로 사용하 다. Shoot는 NAA와 kinetin이 각각 1.0mg•L
-1
 포함된 MS 배지

(Murashige and Skoog, 1962)에 줄기를 배양하여 유도하 다.

(2) 방사선 조사

 한국원자력연구소 내의 저준위 감마선 조사시설(
60
Co)을 이용하여 계대배양 중인 유식물

체가 들어있는 배양병에 0, 30, 40, 50Gy의 선량으로 24시간 동안 조사하 다. 

(3) 배양실험

 MS 배지를 기본으로 하 으며, 방사선 조사 후 1차 계대배양은 방사선의 향을 검토

하기 위하여 BA를 다소 저농도(0.1mg•L
-1
)로 첨가하 으며, 이후 2차 계대배양은 뿌리 

발생정도와 신초의 증식을 함께 관찰하기 위하여 NAA(0.2mg•L
-1
)와 BA의 농도를 달리

하여(0, 0.1, 0.5, 1.0mg•L
-1
) 배양하 다. 3차 계대배양은 식물생장조절물질이 배제된 

MS 배지를 사용하 다. 상기의 모든 배양 기간은 4주간으로 하 다. 기내배양 환경은 온

도 25±1℃, 일장 16시간, 광도 27μmol•m
-2
•sec

-1
 형광조명 하에서 수행하 다.

(4) 순화 및 정식

 감마선 조사 후 3회 계대배양된 유식물체는 배지를 깨끗이 씻어내고 클라스만 상토

(KTS-2, Klasmann, Germany)에 삽목하고 습도를 유지시킨 다음 약 3주 후 발근된 식물

체를 온실에 정식하 다.

(5) 조사항목

 배양중인 식물체에서는 신초의 길이, 증식된 신초의 수, 뿌리 형성정도를, 기외로 옮긴 

후에는 순화 후 생존율을 관찰하 다. 그리고 개화 후에는 화색 및 화형 등 변이율을 2년

에 걸쳐 조사하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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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케나프 육종

(1) 수집유전자원의 평가

 농진청 유전자원은행 분양 품종 22개(C1-C22; IT No. 181213∼181220, 202789∼

202802)및 국내외 수집 품종 6개 등 총 28계통/품종을 5월 10일 100공 연결트레이에 파

종하여 비닐하우스에서 육묘한 다음, 6월 11일 포장에 30×30cm 간격으로 1본씩 정식 

재배하 다. 생육시기별로 초장, 엽수, 직경 및 개화 등 식물학적 및 생육 특성을 조사 

관찰하 다. 

(2) 방사선조사에 의한 돌연변이 계통 선발

 수집한 유전자원 중 만생종이 이면서 생육이 양호한 품종인 “진주수집종” 및 중국 "Auxu"을 

대상으로  케나프의 종자에 감마선 선량별(100, 200, 300, 400, 600, 800Gy) 감수성 조사를 실시하

다. 그 결과 반치사 선량은 500-600Gy로 보여져, 두 품종의 종자에 방사선을 조사하고 그 후

대에서 유용 변이체를 선발하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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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able 1. List of collected kenaf varieti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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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아피오스 증식기술 개발

(1) 식물재료

일본에서 도입한 Apios americana Medikus 1년생의 괴경, 줄기, 눈을 무균소독후 callus

유도를 위하여 배양하 다.

  

(2) 아피오스의 괴경, 줄기, 눈으로부터 callus유도및 식물체 재생

아피오스의 괴경, 줄기, 눈으로부터 callus 유도및 식물체 재생을 위한 조건을 찾기 위하

여 MS배지에 sucrose 30g/l와 Gelite 4g/l를 첨가하고, pH는 5.8로 조정하 다. 식물생장

조절물질인 Auxin (2,4-D, NAA, IBA, IAA) 과 Cytokinin (Kinetin, BA, TDZ)의 처리효

과를 알아보기 위하여 농도별로 (0, 0.1, 0.3, 1, 3, 5 mg/l) 처리하 다. 모든 배양은 25℃ 

광조건을 유지하 다.

5. 돌연변이체 활용 분자마커 개발 및 유용 변이체 보존 활용체계 구축

가. 벼 내염성 관련 분자마커 개발

(1) 제한효소 처리 및 ligation

내염성과 관련된 DNA marker의 개발을 위해 AZCA 저항성 계통에서 선발된 유망 내염

성 계통인 ST 2 계통(ST-13, 16)과 원품종 동안으로부터 추출한 DNA를 250 ng으로 정

량하여 제한효소 EcoR I 및 Mse I 10 unit 씩 넣고 1X PL buffer (10mM Tris-acetate, 

pH 7.5, 10mM magnesium acetate, 50mM potassium acetate, 5mM DTT, 50ng/ml 

BSA) 조건에서 반응액을 37℃에서 2.5시간 동안 반응시켜 DNA를 절단하 다. 이 반응

액에 EcoR I 와 Mse I adapter를 20℃에서 3시간 처리하여 제한효소 단편에 adapter를 

부착시켰다.

(2) Pre-amplication

Ligation된 DNA를 멸균수로 10배 희석시킨 후 5ul를 template로 사용하 다. 

pre-amplification primer (EcoR I primer + Mse I primer) mix를 이용하여 증폭과정을 

수행하 다. PCR 조건은 94℃ 30초, 56℃ 30초, 73℃ 1분간 총 30회 반응하 다.

(3) Selective amplification

Preamplification 반응이 끝난 산물을 50배로 희석하여 2ul 를 주형 DNA로 사용하여 

[EcoRI (+2)/ MseI (+3)] 19개의 조합 primer 증폭과정을 수행하 다. PCR 조건은 94℃ 

1분, 65℃ 1분(매회 -1℃), 73℃ 1.5분간 총 10회 반응한 후 94℃ 30초, 56℃ 30초, 72℃ 1

분간 총 33회 반응하 다.

(4) 전기 동과 silver staini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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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응이 끝난 증폭산물에 loading dye(98% formaldehyde) 동량을 첨가한 수 90℃에서 5분

간 변성한 후 0℃에 바로 방치하 다. 이 변성된 증폭산물을 6% polyacrylamide gel에 

6ml 씩 well에 주입하여 전기 동하 다. 전기 동이 끝난 gel은  silver staining 기법을 

이용 banding pattern을 확인하 다.

(5) STS 마커 개발

STS 마커를 개발하기 위해 operon primer 15개 (OPH-01∼OPH-15)를 이용하여 다음과 

같이 RAPD 분석을 수행하 다. DNA 증폭반응을 위하여 PCR 반응용액을 총 25 ㎕을 

기준으로 했을 때 DNA 15 ng, 10 X PCR buffer 2.5 ㎕, dNTP 200 ㎕, TAQ DNA 

polymerase 1 unit, promer 0.2 ㎕, MgCl2 2 mM를 가하여 혼합물을 만들었다. 

Themocycler는 Perkin Elmer 480을 사용하 으며, 증폭조건을 초기에 94。C에서 5분 동

안 denaturation을 시킨 후 94℃ (denaturation time) 5초, 36℃(annealing time) 30초, 7

2℃에서 5분 동안 반응시켰다. 반응 후 반응물 중 20 ㎕를 취한 다음 0.5 X TBE buffer

가 첨가된 1.5% agarose gel에서 전개하고 ehidium bromide (EtBr)로 염색 후 UV 

transilluminator에서 증폭된 DNA polymorlhism을 확인하 다. 내염성 계통에서만 나온 

밴드만을 추출하여 이것의 염기 서열을 분석한 다음에 내염성과 비내염성을 구별할 수 

있는 마커를 만든다. 

(6) 내염성 관여 유전자 선정 및 내염성 관련 QTL 탐색    

 Proline은 생체내에서 삼투 조절 물질로 작용하여 간척지와 같은 극한 상황에서 식물체

가 생존할 수 있도록 기능을 하는 물질이다. 이 이미노기 생합성에 관여하는 유전자가 

P5CS로 구명되었는데 여러 작물에서 내염성과 관계가 있음이 확인되었다. 또한 내염성과 

연관이 있는 QTL을 확인하 다 

나. 콩에서의 내습성 관련 분자 마커 개발

(1) AFLP 분석 및 STS marker 전환

습해에 강한 3계통(AS150-9, KAS170-9, KAS160-15)과 약한 3 계통(KAS160-14, 

KAS160-20, KAS201-6-1)으로부터 Genomic DNA를 추출하여 제한효소 EcoR I 과 Mse 

I을 이용하여 Genomic DNA 제한 절편을 만든 뒤, 제한 절편의 양쪽 말단에 각각 EcoR 

I 과 Mse I adapter를 붙 다. Adapter가 붙은 절편에 pre-amplification primer (EcoR I 

primer + Mse I primer) mix를 이용 전 증폭과정을 수행하 고, 증폭된 단편을 주형으로 

3’ 말단에 EcoR I과 Mse I 각 3개의 염기가 더 부가된 selective primer로 선택 증폭과정

을 수행하 다 (Table 1.).

증폭된 단편들은 6% denaturing polyacrylamide (sequencing) gel 상에서 분리시켜 silver 

staining 기법을 이용 banding pattern을 확인하 고, UPGMA 방법을 이용clustering 하

다. 또한 내습성 계통들의 특이 밴드는 분리, 동정, sequencing하여 sequence tagged 

sites(STSs) markers로 전환하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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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1. Sequence of primers and adapters used for AFLP analysis

Primers / adapters Sequences

EcoRI adapters
5’-CTCGTAGACTGCGTACC-3’

3’-CTGACGCATGGTTAA-5’

E (Universal primer) GACTGCGTACCAATTC

EcoRI + 1 mer E+A

EcoRI + 3 mer

E+AAC

E+AAG

E+ACA

E+ACT

E+ACC

E+ACG

E+AGC 

E+AGG

MseI adapters
5’-GACGATGAGTCCTGAG-3’

3’-TACTCAGGACTCAT-5’

M (universal primer) GATGAGTCCTGAGTAA

MseI + 1mer M+C

MseI + 3mer

M+CAA

M+CAC

M+CAG

M+CAT

M+CTA

M+CTC

M+CTG

M+CT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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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인삼 배 배양 유래 세포로부터 부정근 유도 및 ginsenoside 합성 변이 뿌리 선발

(1) Embryogenic callus유도와 gamma선 조사

 Embryogenic callus 유도를 위해 인삼의 성숙한 종자를 0.4% sodium hypochlorite 

solution에 20분 동안 소독한 후 멸균수에 3번 세척하 다. 성숙종자의 표면을 핀셋과 칼

을 이용하여 가른후 embryo를 채취하여 2,4-D 1 mg/l와 kinetin이 0.1 mg/l 포함된 

callus 유도배지에 치상하 다. 유도된 embryogenic callus는 증식을 위해 동종의 callus 

유도배지로 이동하 고, 4주간격으로 계대배양 하 다. 모든 배양은 25℃, 암상태에서 보

관되었다. 유도된 callus는 
60
CO source로부터 각각 다른 선량의 gamma ray [10, 30, 50, 

70, 100 Gy (1Gy = 1.00 X 10
2 
rad)]를 조사하 다. 방사선조사는 한국원자력연구소 방사

선 조사시설에서 수행하 다.  부정근형성에 방사선이 미치는 효과는 부정근 유도 배지에

서 40일후 유도된 뿌리의 형성률과 생체중을 측정하여 평가하 다.

(2) 부정근 형성과 액체배양

 부정근 형성에 auxin (IBA, NAA and 2,4-D)의 효과를 시험하기 위해 NH4NO3 가 포함

되지 않은 MS배지에 각각의 auxin을 다른 농도 (0, 0.1, 0.3, 1, 3 and 5 mg/l)로 처리하

다. 다섯 개의 Petri-dish에 20개의 callus를 처리하 고, 3반복 실험하 다. 부정근 형

성은 배양 4주후에 조사하 다. 형성된 부정근은 IBA 3 mg/l를 첨가된 NH4NO3가 포함

되지 않은 MS 액체배지로 이동하 고, 배양은 shaker에서 100 rpm으로 흔들어 주었다. 

뿌리는 4주 간격으로 계대배양 하 고, 배양 4주와 8주후 생체중의 증가를 측정하 다.

(3) HPLC를 이용한 ginsenoside 분석

동결건조한 부정근 100 mg은 80% MeOH에 180분간 담가두었다. MeOH 농축물을 날린

후 남아있는 농축물을 증류수로 녹인다. 증류수에 녹인 농축액을 다시 ethyl ether로 세

척한 후 수포화 n-부탄올로 추출한다. 부탄올 추출물은 농축하여 saponin을 생산한다. 각

각의 시료는 HPLC용 MeOH에 녹여 SepPak C-18 Cartridge (Waters, USA)로 필터하

다. Ginsenoside는 NovaPak C18 column (particle size 4um, 3.9 mm X 150 mm, Waters, 

USA)을 이용하여 HPLC로 분석하 고, 물과 acetonitrile은 9:1에서 1:1의 비율로 40분간 

1분당 1.0ml씩 흘려주었다. Ginsenoside는 203nm의 파장에서 검출되었다. ChromaDex 

Inc (California, USA)로부터 구입한 ginsenoside standard (Rb1, Rb2, Rc, Rd, Re, Rf 

and Rg1)의 retention time이 같은 sample과 peak area를 일치시켰다. Calibration curve

는 10-300ug mL
-1
 의 농도로 7가지의 ginsenoside standard를 분석하여 확립하 다.

(4) Hydroxyl 과 superoxide radical 분석

 동결건조한 sample을 막자사발로 갈아 80% MeOH에 넣어 50℃에서 sonication시킨다. 

농축한 추출물을 H20에 녹인다음 ethyl ether를 가하여 세척하고 수포화 n-부탄올로 감

압농축하여 100% MeOH 에 용해한다. Hydroxyl radical형성의 chemiluminescence 관찰

을 위해 reaction mixture (1mL of 3uM indoxyl-β-glucuronide (IBG), 0.1mL of 1m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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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eSO4, 1.6mL of 3% H2O2, and 0.05mL of 10mM EDTA)는 UWLA분석기기 (Novasis. 

LTD, USA) (Tsai et al. 2001)의 black box안에 투명한 round bottom cuvette안에 넣어 

섞는다. Superoxide radical의 reaction mixture는 1mL of 2mM lucigenin, 1mL of a 

phosphate buffered saline, pH 7.4, 28uM of 1M arginine 와 24uM of 1.4uM 

methylglyoxal (Tsai et al. 2003)등을 섞어 만든다. Calibration은 count 값이 2000-2500

범위안에 들도록 조정한다. 

라. 유용 유전자원 확보및 유전자원은행 기반구축

(1) 대두 유전자원의 증식

 한국원자력연구소 보유 4000여 우리나라 재래종 중에서 매년 1400여 재래종, 외국종 및 

돌연변이종 700여점을 이용 보존 및 활력재생을 위하여 계통별로 1.5m×60cm×10cm로 심

어 종자의 보존과 콩 유전자원 은행으로의 역할을 하기 위해 계속 보존, 증식, 관리해왔

다. 2006년 저온저장고(단기 및 장기)가 설립되면서 2005년 재배 및 증식된 유전자원 일

부를 저장고(4 °C 및 하 18 °C, 30% RH)에 넣어 관리하기 시작하 다.   

(2) 대두 유전자원의 분양 및 농진청 중복보존체계의 구축

 한국재래 및 유용 유전자원의 증식 보존을 통해 매년 2000여 계통을 증식, 평가하면서 보존되어

온 유전자원을 2004년부터 특성평가 자료 및 종자일부 (계통 당 250g)씩을 농촌진흥청 유전자원은

행에 기탁 등록하 다. 증식된 같은 계통의 일부는 단기저장고에 보관하기 시작하면서 분양을 위

한 종자은행 기반을 구축하기 시작했다. 2006년 1월 농촌진흥청으로부터 농업유전자원관리기관으

로 지정되면서 2005년 증식 콩 유전자원을 단기저장시설(4°C, 30% RH)에 보존하기 시작하 다.

(3) 해외도입 대두 유전자원의 특성 및 수량검정

 IAEA RCA 국제 공동연구의 일환으로 외국 돌연변이 선발계통을 정읍 방사선연구원에서 수량검

정 시험을 실시하여 결과를 보고하 다.수량검정은 3m×6열, 휴폭 60cm, 주간거리 10cm, 3반

복, 임의배치법으로 파종하여 수량 및 특성검정을 실시하 다. 특성조사는 중앙 4개열에

서 무작위로 선택하여 조사하 고 수량은 중앙열을 수확하여 ha당 수량으로 환산하 고 

수량, 백립중, 성숙일수, 개화일수, 결실일수, 경장, 분지수, 마디수, 미이라병 피해율, 생존

율, 배축색, 꽃색, 종피색, 제색을 조사하 다. 

마. 유용 유전자원 검색관리 시스템 구축

6. 첨단 방사선 육종기술 개발 및 홍보

 -대중매체, 전시회 및 인쇄물 제작을 이용하여 연구개발 성과물 및 방사선육종의 효용

성 홍보를 실시하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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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2 절 연구결과 및 고찰

1. 방사선조사 및 세포주 선발에 의한 고 양성 및 환경내성 돌연변이 품종 개발  

가. 양요구성 세포주 선발에 의한 고 아미노산 함유 벼 품종개발

(1) 5-methyltryptophan (5MT) 저항성 돌연변이 벼 육성 계통 주요 특성

(가) 5MT 저항성 돌연변이 M8 세대 18 계통의 수량 평가

 방사선 조사 및 아미노산 아나로그 5MT에 저항성인 세포주를 선발하여 육성한 고 아미노산 함

유 5MT 저항성 돌연변이 M8세대 18계통을 정읍, 청주 및 경기도 화성(일부 계통)의 시험포장에 

재배하여 특성 및 수량검정을 실시한 결과, 분얼수는 동안벼 11.8, 돌연변이 계통 13.1-16.4개, 수당

립수는 동안벼 84.7, 돌연변이 계통은 90-104개 사이었으며, 10a당 수량은 동안벼 625.2 ㎏ 비하여 

돌연변이 유망계통은 597.8-669.2㎏의 범위에 있었다 (Fig. 1). 

특히, 품종화 가능 유망계통 MR40-7과 MR110-6 계통을 시험 포장에 재배 평가한 결과, 원품종 

동안에 비교하여 MR40-7은 간장이 짧고 수량성이 높았으며, 두 계통 모두 도요식미치는 낮은 경

향을 나타냈음(Table 1). 

돌연변이 계통은 원품종 동안벼에 비교하여 단백질 함량은 17%-28.5%, 아미노산 함량은 2.4-3.5배 

증가하 음. 특히 목적 아미노산인 Tryptophan 함량은 원품종에 비해 1.5-6.4배 높았으며, Lysine 

함량은  1.6-6.2배 높게 나타났다 (Table 2).

선발된 유망돌연변이 계통은 현재 호남농업연구소와 돌연변이 육종시험장에서 지역 적응 시험 및 

수량 검정을 수행중이며 이중 일부 계통을 일반성분 분석 및 아미노산 분석을 수행아여 2007년 품

종 출원을 예정하고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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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1. Cultivating field of high amino acid accumulating rice mutant lines and two 

promising lines, MRI-40-7 and MRI-11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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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1. Agronomic traits of high amino acid accumulating rice mutant lines

     

품종명

출수기

(월.일

)

간장

(cm)

수장

(cm)

주당

수수

(개)

수당

립수

(개)

등숙

비율

(%)

도열병

백엽

고병

문고

병

도복
정조

천립중

(g)

정현

비율

(%)

수량(kg/10a)

아밀로스

함량

도요

식미치현미중 백미중잎 목

Dongan

(Wild)
8.8 77.7 20.4 14.8 85.7 94.5 o o o o o 26.0 81.2 548.1 499.3 15.0 66.6

MR40-7 8.5 70.3 19.8 14.4 94.7 96.5 o o o o o 26.4 82.3 585.1 533.0 14.2 57.3

MR110-6 8.5 76.2 21.5 15.6 95.7 97.1 o o o o o 25.9 83.6 540.7 492.1 14.2 57.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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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2. Protein and amino acid contents in the seeds of homozygous MR lines 
compared to those of the non-irradiated Donganbyeo 

Numbers given in amino acid contents are µmole/g fresh weight
a  ns

and 
*
 indicate nonsignificance and significance at the 0.05 level, respectively

b Ratio of the mean value of mutants to the original variety Donganbyeo

Lines Protein (%) Amino acid Trp Phe Tyr Lys

Donganbyeo 7.28 112.9 0.15 4.38 0.38 0.69

MRI-40-2 8.57*,a (1.2) 270.6 (2.4)b
0.81 

(4.3)
9.17 (2.1) 0.51 (1.3) 3.34 (4.8)

MRI-110-6 8.51 ns (1.2) 296.4 (2.6)
0.96 

(6.4)
10.18 (2.3) 0.63 (1.7) 3.80 (5.5)

MRII-8-1 9.32* (1.3) 389.1 (3.5)
0.37 

(2.5)
14.48 (3.3) 0.70 (1.9) 4.25 (6.2)

MRII-12-5 8.61* (1.2) 271.3 (2.4)
0.22 

(1.5)
13.23 (3.0) 0.72 (1.9) 1.13 (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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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5MT 저항성 돌연변이 벼의 anthranilate synthase(AS) enzyme 특성

MR 계통을 포장에서 자식하여 얻어진 M4 세대, MRⅠ-40-2, MRⅠ-110-6, MRⅡ

-8-1, MRⅡ-12-5를 다양한 농도의 5MT 용액 (0, 10, 50, 100, 500 uM)에 배양하고 생육

검정 및 anthranilate synthase (AS) 분석을 수행하 다. 생육조사에서 대조구와 돌연변

이 계통은 5MT가 없는 배양액에선 유사한 생육양상을 보인 반면, 대조구는 50 uM의 낮

은 5MT 농도에서도 심한 생육억제를 받았다. 특히 대조구와 돌연변이 계통간에 뚜렷한 

차이는 조사 항목 중 근수와 생체중에서 나타났다. 생체중의 50% 감소는 대조구는 50 

uM에서 돌연변이 계통은 320-370 uM 이었으며 MRⅡ-8-1 계통이 가장 좋은 생육을 보

다 (Fig. 2). 

5MT 저항성이 AS 효소의 변형에 의한 것이라면 활성에 차이가 있을 것으로 생각되

어 500 uM에서 생육된 대조구와 돌연변이 계통의 활성과 기질인 chorismate와 feedback 

억제제인 tryptophan의 첨가에 따른 kinetic activity 변화를 측정하 다. 대조구의 AS활

성은 3.54 nmol/min/mg 이었고 돌연변이 계통은 2.2-3 배의 높은 활성을 보 으며 특히 

MRⅡ-12-5 계통은 10.7 nmol/min/mg (P=0.0046)로 가장 높은 활성을 보 다 (Fig. 3). 

Chorismate의 첨가에 의해 대조구는 25 uM까지 약간의 활성 증가를 보인 반면, 돌연변

이 계통은 100 uM까지 계속된 증가를 보 고 (Fig. 4A), tryptophan 첨가에 의해서는 대

조구의 AS 활성은 50 uM에서 완전히 억제된 반면 돌연변이 계통은 200 uM까지 

tryptophan에 향을 받지 않고 꾸준히 증가하다가 500 uM에서 점차적인 감소를 보 다 

(Fig. 4B). 이러한 결과는 돌연변이 계통에서 5MT 저항성이 변형된 AS 효소의 향임을 

입증한다.

Anthranilate synthase alpha subunit (OASA2)의 돌연변이 계통 (MRⅠ-40-2, MRⅠ

-110-6, MRII-8-1, MRIⅠ-12-5)과 대조구에서 발현을 Northern blotting 방법을 이용 분

석하 다. 돌연변이 계통과 대조구를 0, 10, 50, 100 uM 5MT가 함유된 용액에서 배양한 

뒤, 이들로부터 RNA를 분리하여 OASA2 gene을 이용 Northern blotting을 수행한 결과, 

대조구는 5MT에 의해 OASA2 gene의 발현이 낮은 농도에서도 억제를 받은 반면, 돌연

변이 계통에선 10 uM 에서도 높은 발현 양상을 보 다 (Fig. 5). 특히 MRⅠ-110-6과 

MRIⅠ-12-5은 실험에서 처리된 농도 중 가장 높았던 100 uM의 농도에서도 높은 발현양

상을 보여 AS 효소의 활성 및 kinetic 분석과 동일한 결과를 얻을 수 있었다. 

또한 돌연변이 계통과 대조구를 500 uM 5MT, 200 uM αMT, 100 uM ABA, 200 

mM NaCl, 4℃ cold에 배양한 뒤, Northern 분석을 수행한 결과, 대조구는 2개의 

tryptophan analogs 처리에선 시간의 경과와 함께 OASA2 gene 발현이 감소한 반면 돌

연변이 계통은 꾸준한 발현 양상을 보 고 (Fig. 6), 200 mM NaCl, 4℃ cold 처리에선 

돌연변이 계통이 시간에 따라 감소를 보인반면, 대조구는 약간의 증가를 보 다 (Fig. 7). 

이는 5MT 저항성 돌연변이 계통의 유전적 변이에 의한 tryptophan 합성을 이끄는 주요

효소인 AS 효소의 변화를 의미하며 이러한 주요효소의 변화로 돌연변이 계통에서 5MT 

저항성을 보인다는 것이 입증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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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2. Growths of the control " Donganbyeo" and the four 5MT resistant lines in a 
nutrient solution containing various 5MT concentrations after 21 days. A, shoot 
length; B, root length; C, number of roots; D, fresh weigh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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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4. Kinetic analyses of the anthranilate synthase enzyme in the control and 
mutant lines. A Anthranilate synthase activities from 4-week-old control and mutant 
leaves, measured as described in "Material and Methods" with the stepwise addition 
of chorismate to 0, 2.5, 5, 10, 20, 25, 50, and 100 µM. B Feedback inhibition by 
tryptophan of the anthranilate synthase activity. Anthranilate synthase activity in the 
presence of tryptophan (0, 2.5, 5, 10, 20, 50, 100, 200, and 500 µM) with 10 mM 
glutamine and 100 µM chorismate as substrat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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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5. Northern-blot analysis of the transcription of putative OASA2 in the control 
and 5MT resistant mutant lines, MR I-40-2, MR I-110-6, MRII-8-1, and MRII-12-5, 
after a 0, 10, 50, and 100 µM 5MT treatment. Total RNAs (20 µg per lane) from the 
4-week-old leaves in the original variety Donganbyeo and the 5MT resistant M4 
mutants were fractionated on a 1 % denaturing agarose ge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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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6. Northern blot analysis of the transcription of putative OASA2 after a 500 µM 
5MT or 200 µM αMT treatment for the indicated time periods. Total RNAs (20 µg 
per lane) from the 4-week-old leaves in the control (the original variety, 
Donganbyeo) and the 5MT resistant M5 mutant (MRI-40-2) were fractionated on a 1 
% denaturing agarose ge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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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7. Northern blot analysis of the transcription of putative OASA2 after a 100 µM 
ABA, 200 mM NaCl, or a cold (4℃) treatment for the indicated time periods. Total 
RNAs (20 µg per lane) from the 4-week-old leaves in the control (the original 
variety, Donganbyeo) and the 5MT resistant M5 mutant (MRI-40-2) were fractionated 
on a 1 % denaturing agarose ge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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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5MT 저항성 벼의 ESTs (Expressed Sequence Tags) 분석

동안벼의 배배양을 통해 육성된 5MT 저항성 세포주로부터 자식을 통해 M2 종자를 

얻어 이들을 0.5 mM 5MT가 함유된 양액에서 배양하여 저항성 개체로 인정되는 M3 

식물체의 잎과 뿌리로부터 cDNA library를 구축하 다. 전체 RNA 분리는 Trizol 

reagent (GibcoBRL)를 사용하 고, 이들로부터 PolyATract mRNA isolation system 

(Promega)를 이용하여 Poly(A)+ mRNA를 분리하 으며 cDNA library는 ZAP-cDNA 

Gigapack Ⅲ cloning kit (Stratagen)를 이용 제안된 방법에 의해 구축하 다.

구축된 cDNA library에 대한 특성을 분석한 결과, primary library titer는 5 × 10
6
 

pfu (plaque forming units) 이었고 recombination 효율은 90% 이상이었으며, amplified 

library titer는 3.55 × 10
10
 pfu / ㎖로 증폭되었다. Mass excision을 통하여 얻어진 single 

clone들을 miniprep을 실시하 고, ESTs 분석을 위해 1,019개의 plasmid를 제한효소 

EcoR I과 Xho I 으로 절단하여 본 결과 삽입된 cDNA의 크기는 0.35 - 2.5 kbp 이었고 

평균 1.14 kbp 이었다. 분석된 ESTs clones 중 588개 unigens이 분리되었고, 389개의 

unigens이 NCBI non-redundant protein databases와 유사성을 가졌고, 199개의 unigens

은 unidentified genes으로 분리되었다. 

cDNA library를 구축한 소재인 돌연변이 계통은 고 아미노산을 함유한 계통이므로, 

아미노산 합성과 관련된 ESTs를 분리하여 분석하 다. 실험에 사용된 돌연변이 계통들

은 목적으로 하는 방향족 아미노산인 tryptophan, tyrosine, phenylalanine 뿐 아니라, cell 

charge, hydrophobic/hydrophylic 균형을 위해 종자 저장단백질에 모든 아미노산 함량이 

증가되는 것으로 확인되었는데, ESTs 분석에서도 glutamine synthase root isozyme, 

glutamine-dependant asparagine synthetase 1, plastidic cysteine synthase 1, 

S-adenosylmethionine synthetase 1 등 다양한 아미노산 metabolismdp 함유된 효소들을 

확인할 수 있었다 (Table 3). 

이들 unigens은 기능에 따라 13개의 그룹 (primary metabolism, protein synthesis 

and processing, cell wall structure or metabolism, defense and stress related, 

cytoskeleton, cell division cycle, chromatin and DNA metabolism, gene expression and 

RNA metabolism, membrane transport and intracellular trafficking, secondary 

metabolism and hormone metabolism, signal transduction, and miscellaneous)으로 나누

어 졌다 (Fig. 8). 분석된 ESTs 중 광합성을 포함한 primary metabolism에 포함된 ESTs

가 21.4%로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 defense and stress related ESTs가 13.7%로 높게 나

타났다. 이들 중 5MT 저항성과 관련이 있을것으로 생각되는 ESTs clone을 Table 4에 

정리하 다. 분석된 EST clones 중 중복된 ESTs는 methallothionein-like protein이 33개

의 clones, RuBisCO activase 20 clones, fructose-bisphosphate aldorase과 chloroplast 

precursor (ALDP)이 14 개의 clones이 중복되었다.

5MT 저항성 식물체와 비저항성 식물체간에 다른 발현 양상을 보이는 유전자들에 대

한 동정 및 분석을 위해 M2 종자를 0.5 mM 5MT가 함유된 양액에서 배양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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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ifferential hybridization을 수행하 다. Excised plasmid는 alkari method에 의해 추출되

어졌고, vaccum dot-blot apparatus (Gibco BRL)를 이용 positive nylon membrane에 

blotting 되었으며, probe 합성은 5MT가 함유된 양액에서 저항성을 보인 개체와 감수

성을 보인 개체로부터 이루어졌다. 이때 labelled probe의 양은 digoxigenin (DIG) 

labelling과 chemiluminescent detection system (Boehringer Mennheim)을 이용하여 결정

되었다. Target DNA로 blotting된 membrane을 standard hybridization 용액에서 68℃, 2

시간동안 pre-hybridization 후 제작된 probe (5-25 ng/㎖)와 68℃, 16시간동안 

hybridiation 되었으며 detection은 alkali phosphatase와 chemiluminescent substrate 

CSPD (Boehringer Mennheim)로 수행되었다. Randomly selected clones (R1-R223) 중 

26개의 클론이 5MT 처리 후 저항성 개체가 비저항성 개체보다 더 많이 발현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이 중 9개의 클론은 5MT에 특이적으로 발현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몇

몇 클론은 5MT를 처리하지 않은 저항성 개체가 5MT 처리 후 나타나는 발현보다 오히

려 더 강하게 발현하는 것으로 나타났는데, 이는 5MT에 향을 받지 않은 식물체가 상

대적으로 생육이 좋게 나타난 것으로 생각된다. (Fig. 9)

5MT 저항성 식물체에서 발현되는 유전자에 대한 생리적인 규명을 하고자 이들 26개

의 클론은 expressed sequence tags (ESTs) 분석을 실시하여 amino acid로 전환 뒤, 

NCBI의 BLAST algorithm program과 비교되었다(Table 5). 5MT에 특이적으로 발현하

는 유전자의 염기 서열 분석 결과, stress에 관여하는 유전자가 많이 발현됨을 확인할 수 

있었다. R7과 R127은 heat shock protein (HSP) 82 (벼)와 높은 homology를 갖는 것으

로 나타났으며, R42는 HSP와 관련된 단백질로 나타났다. 이러한 HSP는 열 저항성 대사

과정에 관여하여 고온에 대해 막 지방산 포화나 단백질 안정화에 관여한다. R129는 

metallothionein-like gene과 높은 유사성을 갖는 것으로 나타났는데, 이 유전자는 중금속

이나 고온, sucrose 부족, 노화된 잎 등에서 transcript의 양이 많은 것으로 보고된바 있

다. R72는 polyubiquitin과 99% identities, 411 bits score를 보 는데, ubiquitin은 건조 

조건에서 특정 단백질의 분해를 통해 건조해에 대해 세포가 repair 작용을 하는데 중요한 

역할을 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으며, 고온에 의해 발현양이 증가한다. R189는 peroxidase

와 유사성를 가지는데, peroxidase는 수분 부족, ABA 처리, 염분, 박테리아 phathogen, 

그밖에 기계적 스트레스에 관여하는 것이 알려져 왔다. 또한 R118은 세포벽을 구조적으

로 안정화시키는 hydroxyproline-rich protein과 유사성을 갖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스트레스에 대한 저항성과 관련된 유전자 외에도 식물체를 유지하는데 필요한 광합성이

나 해당과정에 관여하는 유전자들의 발현이 높게 나타났는데, 이는 5MT에 의한 식물체

내 손상이 저항성 개체가 비저항성 개체보다 적기 때문에 생육이 더 안정적인 결과로 생

각된다. R12는 aromatic 아미노산중 tyrosine과 phenylalanine 합성 경로에 있어 

chorismate로부터 prephenate로의 전환을 촉매하는 chorismate mutase와 80% identities, 

307 bits score를 갖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R54와 R151은 glycolysis 과정에서 

2-phosphoglycerate로부터 phosphoenolpyruvate (PEG)로의 전환을 촉매하는 enolase와 

높은 유사성을 보 는데, PEG는 chorismate로 전환되어 tryptophan 합성에 관여하는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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으로 알려져 있다. 그러나 분석된 26개의 클론 중 4개는 기능이 알려지지 않은 단백질로 

나타났다 (Table 5).

Differentially expressed genes 중 12개의 유전자, Putative chorismate mutase / 

prephenate dehydratase, ADP-ribosylation factor, Putative phophatidylinositol / 

phosphatidylcholine transfer protein, Unknown, Glycine-rich cell wall structural protein 

2 precursor, Polyubiquitin, Putative hydroxyproline-rich glycoprotein,  Heat shock 

protein 82, Type 1 rice metallothionein-like gene, Enolase (2-phosphoglycerate 

dehydratase) (2-phospho-glycerate hydrolyase) (OSE1), Unknown protein, Probable 

peroxidase의 돌연변이체와 대조구 사이에 발현 양상을 5MT 처리 후에 Northern 분석을 

통해 분석하 다. 대조구와 돌연변이 계통 모두에서 5MT 처리에 의해 대부분의 유전자 

발현이 무처리구에 비해 높게 나타났고, 발현양은 돌연변이 계통이 대조구에 비해 높게 

나타났다 (Fig. 10). 시간대별 처리에 있어서는 대조구는 5MT 처리 후 초기에 그 발현양

이 증가되었다가 24시간 이후 감소하는 경향을 보인반면, 돌연변이 계통에서는 48시간까

지 발현양이 계속 증가하는 차이를 보 다 (Fig. 11). 이는 대조구와 돌연변이 계통간에 

유전적 변이에 의한 differentially expressed genes의 발현 차이를 의미하며, 이들 유전자

들은 5MT 저항성 메카니즘과 관련이 있을 것으로 생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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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3. The putative identities of ESTs that may be relatedto amino acid biosynthesis. 
GeneBank accession, BlastX (Score and E-value), and Organism of rice EST with best match 
to database hit were recorded.

When more than 1 EST matched the same gene derived form different organism, we putatively 
identifiedthem as the clones encoding the protein with the lowest E-value (less than 10

-5
) or 

the highest similarity score (higher than 100) among the candidates.
a
Putative identification.; 

b
GeneBank accession number; 

c
The accession number for the putatively 

identified genes; 
d
Organism abbreviations: O.S., Oryza sativa A.T., Arabidopsis thaliana Z.M., 

Zea mays C.M., Cucumis melo S.T., Solanum tuberosum M.A., Methionine adenosyltransferase 
;
 e
Expect value (E-value) and its score by a BLAST search; 

f
The number of EST matches for 

the gene.

Example
a

EST ID
b

GeneBank 
accession 
number

c

Orgamism
d

BlastXe EST
clones
(n)

fScore E-value

3-dehydroquinate dehydratase / shikimate 

5-dehydrogenase
CO435797 NP_918761 O.S. 129 2E-29 1

3-phosphoshikimate

 1-carboxyvinyltransgerase
CD670761 BAB61062 O.S. 338 4E-92 1

alanine aminotransferase CD670949 NP_177215 A.T. 201 5E51 1

amino acid transporter-like protein CD670997 BAB28638 A.T. 140 1E-32 1

aminotransferase CO435852 NP_922630 O.S. 191 4E-48 1

aminotransferase 1 CD671033 AAL47679 C.M. 313 1E-84 1

anthranilate synthase alpha 2 subunit CD670874 BAA82095 O.S. 260 5E-69 1

arginine methyltransferase pam 1 CD670689 AAL36326 A.T. 225 2E-58 1

branched-chain amino acid aminotransferase CO435940 AAO06962 O.S. 299 2E-80 2

enolase CO435812 AAP94211 O.S. 268 4E-62 1

enolase 2 CD670685 P42895 Z.M. 244 2E-84 1

glutamate dehydrogenase (GDH) CD670826 Q43260 Z.M. 95.1 4E-19 1

glutamine synthetase root isozyme CD670947 P14654 O.S. 304 3E-82 2

glutamine-dependent asparagines synthetase 1 CD670834 AAK49456 H.V. 187 6E-51 1

glycine decarboxylase subunit CD670712 AAK39594 O.S. 241 5E-63 1

inorganic pyrophosphatase (pyrophosphate 

phospho-hydrodase)
CD671034 O48556 Z.M. 397 E-110 1

lysine decarboxylase CO435702 AAS79720 O.S. 139 1E-32 1

phosphoenolpyruvate carboxylase CO435611 AAG00180 O.S. 321 3E-87 1

phosphoglycerate dehydrogenase CD671018 NP_195146 A.T. 283 1E-75 1

plastidic cysteine synthase 1 CD670982 BAB20862 S.T. 187 1E-46 1

proline transport protein [imported] CO436073 T50690 O.S. 127 9E-29 1

S-adenosyl-L-methionine:salicylic acid 

carboxyl methyltransferase
CD670758 BAB39396 A.T. 122 3E-27 1

S-adenosylmethionine synthetase 1 CD670759 P46611 O.S. 311 4E-84 2

tryptophan synthase beta-subunit CO436068 BAD03061 O.S. 214 6E-55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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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8. Classification of the 931 5MT resistant rice ESTs by their various cellular 
roles. ESTs matching known proteins with a BlastX score > 100 were classified into 
functional categories (in parenthesis): primary metabolism, cell wall structure or 
metabolism, defense and stress related, cytoskeleton, cell division cycle, chromatin and 
DNA metabolism, gene expression and RNA metabolism, membrane transport and 
intracellular trafficking, secondary metabolism and hormone metabolism, signal 
transduction, function unknown or ambiguous and miscellaneou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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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4. Putative Identities of the ESTs that May Be Related to 5MT Resistance. 
GeneBank Accession, BlastX (Score and E-value), and Organisms that Best Match 
the Rice EST

Class of 
target

Example* EST ID†
GeneBank 
accession 
number‡

Orgamism§
BlastX‼ EST

clones
(n)¶Score E-value

Reactive 
oxygen 

scavengers

catalase CD670611 BAA34205 O.S. 434 1E-121 1

catalase isozyme B (CAT-B) CD670995 P55309 O.S. 476 1E-134 1

L-ascorbate peroxidase CD670877 T03595 O.S. 216 SE-56 1

metallothionein CD671066 AAD02475 O.S. 496 2E-49 1

Metallothionein-like protein CD670794 BAB44010 O.S. 490 9E-48 20

Metallothionein-like protein type 
2 CO435847 P93433 O.S. 496 9E-50 8

monodehydroascorbate reductase CD670660 BAA77282 O.S. 429 E-119 4

oxidase-like CO435796 BAD10558 O.S. 239 1E-62 1

oxygen-evolving complex protein 2 
precursor CO435027 NP_911136 O.S. 240 8E-63 1

peroxidase CO435644 T02067 O.S. 295 2E-79 4

peroxidase 1 precursor CO435937 P37834 O.S. 198 1E-50 1

peroxisome type ascorbate 
peroxidase CO435769 BAD08951 O.S. 118 3E-26 1

Stress 
proteins

abscisic acid-and stress-inducible 
protein CD670609 AAB96681 O.S. 253 2E-66 1

acid phosphatase CD670586 CAB71336 H.V. 170 6E-42 1

aminotransferase CO435646 BAD08917 O.S. 244 3E-64 1

caffeine-induced death protein 1 CO435738 BAD07610 O.S. 238 2E-62 1

cold-induced protein CD670864 CAC81268 O.S. 283 7E-82 3

cytokinin inducible protein CO435994 AAQ56453 O.S. 275 5E-73 1

cytokinin oxidase CO435706 NP_913145 O.S. 235 2E-61 1

dehydration-responsive element 
binding protein 3 CO435865 BAD15561 O.S. 176 1E-43 1

DNAJ protein homolog 2 CO436021 P42824 O.S. 234 4E-61 1

DNAJ-like protein CO435606 CAC39071 O.S. 255 2E-67 2

EDS1-like protein CO435970 AAL85347 N.B. 102 2E-21 1

ferredoxin CD670754 BAA06436 O.S. 232 1E-61 1

ferredoxin [2Fe-2S] I precursor CD671064 FERZ O.S. 278 4E-74 1

ferredoxin I, chloroplast 
precursor (Anti-disease protein 1) CO436035 P11051 211 3E-54 1

ferredoxin III, chloroplast 
precursor (Fd III) CD670789 P27788 Z.M. 213 1E-57 1

ferredoxin-NADP+ reductase leaf 
isozyme, chloroplast precursor CD671059 P41344 O.S. 352 1E-98 1

gibberellin-stimulated transcript 
1 like protein CD670821 JE0159 O.S. 187 5E-47 1

glutathione S-transferase CO436003 NP_922482 O.S. 287 5E-76 1

glutathione S-transferase II CO435715 NP_916246 O.S. 313 7E-85 1

glycolate oxidase CD670846 NP_188060 A.T. 184 6E-46 1

late embryogenesis abundant 
protein CD670844 BAB19059 O.S. 100 5E-32 1

ORF CO435951 BAA04837 L.L. 149 1E-35 1

ORFX CD670911 AAF74286 L.E. 118 4E-26 1

osmotin-like protein CD670899 BAB67891 O.S. 273 7E-73 1

OsNAC6 protein CD670638 T52345 O.S. 390 E-108 3

oxidation protection protein-like CO435938 BAD15574 O.S. 313 9E-85 2

pathogenesis-related protein 1 CO435648 AAM45439 O.S. 244 4E-64 1

stress-induced protein OZI1 
precursor CD671004 NP_191995 A.T. 103 2E-21 1

wali7-wheat (fragment); AI induced 
protein CO435707 TO6984 O.S. 288 2E-77 1

YLP CD670965 BAB85263 O.S. 156 2E-37 1

zinc inducible protein CO436022 TO3383 O.S. 176 1E-46 7

Membrane 
transport 
and Ion 

homeostasis

AAA-type ATPase family protein CO435712 NP_567238 A.T. 182 2E-45 1

ABC transporter CD671043 BAB10100 A.T. 104 7E-22 1

amino acid transporter-like 
protein CD670997 BAB08638 A.T. 140 1E-32 1

aquaporin TIP-type 1 CO435759 P50156 O.S. 227 5E-59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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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a2+/h+ antiporter CD670791 BAB61725 Z.M. 216 1E-55 1

chromaffin granule ATPase II 
homolog

CO435598 NP_921451 O.S. 206 9E-53 1

copper-exporting ATPase / 
responsive-to-antagonist 1 / 
copper-transporting ATPase (RAN1)

CO435984 NP_199292 A.T. 219 2E-56 1

H+transporting ATP synthase CD670805 BAB39419 O.S. 167 6E-41 1

H+-transporting ATP synthase chain 
9-like protein CO435908 AAO72579 O.S. 189 2E-47 1

MDR-like ABC transporter CO436018 CAD59577 O.S. 227 7E-59 1

plasma membrane H+ATPase CO436034 CAD29313 O.S. 254 5E-64 1

vacuolar H(+)-ATPase subunit-like 
protein

CD670601 NP_189791 A.T. 127 6E-42 1

water channel protein CO435786 BAA24016 O.S. 105 3E-22 1

water channel protein (aquaporin) CD670855 BAA24016 O.S. 284 4E-76 1

water channel protein RWC3 CD670592 BAA81820 O.S. 276 8E-74 2

lipid transfer protein CD670629 CAG28937 O.S. 182 2E-45 3

lipid transferprotein LT1 CO435698 AAP97429 O.S. 226 1E-58 2

omega-3 fatty acid desaturase (EC 
1.14.99.-) FAD8 CO435726 T01696 O.S. 226 1E-58 1

omega-6 fatty acid desaturase CO435572 NP_913078 O.S. 323 1E-87 1

Cell wall 
fortificatio

n

hydroxyproline-rich glycoprotein CD670880 BAB01784 A.T. 116 2E-25 1

hydroxyproline-rich glycoprotein 
DZ-HRGP CD671002 CAB62280 V.C. 452 E-126 3

proline-rich protein CD670681 AAK14416 O.S. 290 2E-81 2

proline-rich protein RiP-15 CD670925 AAF32367 O.S. 270 1E-71 1

Signaling 
components

calmodulin CO435891 AAC36058 O.S. 272 1E-72 1

calmodulin 4 CO435678 AAQ63461 D.C. 136 1E-31 1

CIPK-like (CBL-interaction protein 
kinase) protein

CO435686 AAP82174 O.S. 239 4E-79 1

EF-1-alpha-related GTP-binding 
protein CO435641 BAD19995 O.S. 197 4E-50 1

MAP kinase CD670755 AAF67262 N.T. 106 2E-22 1

OSK1(protein kinases) : related to 
SNF1

CD670597 BAA36298 O.S. 101 3E-21 1

polyubiquitin CO435944 AAF31707 E.E. 290 1E-77 2

polyubiquitin / ribosomal protein 
CEP52 CO435860 UQUTRC T.C. 186 2E-46 1

polyubiquitin 6 CD670648 S38669 O.S. 250 8E-66 1

protein kinase CO435999 NP_910092 O.S. 311 3E-84 3

protein kinase AFC1 CD670842 BAB67874 O.S. 283 5E-76 1

protein kinase C inhibitor CO435630 S45368 231 4E-60 2

protein kinase interactor 1 CD670718 AAC61805 L.E. 219 6E-72 1

protein phosphatase 2A regulatory 
subunit B

CO435889 CAC09487 O.S. 300 5E-81 1

receptor protein kinase CO435978 AAO72646 O.S. 306 6E-83 1

S-adenosylmethionine decarboxylase 
2 CO435626 CAB64600 O.S. 313 5E-85 1

S-domain receptor-like protein 
kinase

CD670602 CAA09029 Z.M. 260 3E-69 1

Ser/Thr protein kinase CD670873 CAB51836 O.S. 176 2E-46 1

Ser/Thr protein phosphatase BSL1 
(BSU1-like protein 1) CO435666 Q8L7U5 O.S. 258 4E-71 1

Ser/Thr specific protein 
phosphatase 2A B beta isoform

CD670800 BAB63763 O.S. 354 4E-97 2

SNF1 related protein kinase-like 
protein CO435785 BAB08799 A.T. 201 3E-51 1

wpk4 protein kinase CD670736 BAA34675 T.A. 119 6E-30 1

Chaperon cytosolic chaperonin delta-subunit CO435662 BAD16520 O.S. 157 9E-38 1

Rar1 CO435767 AAF18432 H.V. 142 2E-33 1

Proteinase 
inhibitor

aspartic proteinase ORYZASIN 1 
precursor

CD670858 Q42456 O.S. 313 5E-85 1

aspartic proteinase CO435980 AAS98423 O.S. 194 4E-49

aspartic proteinase precursor CD670893 P42211 O.S. 192 2E-48 1

Bowman-Birk serine protease 
inhibitor CO435737 NP_910046 O.S. 253 7E-67 1

Transcriptio ARF GAP-like zinc CD670628 AAG17004 A.T. 144 1E-33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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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hen more than 1 EST matched the same gene derived from different organisms, we tentatively 
identified them as the clones encoding the protein with the lowest E-value (less than 10

-20
) or the 

highest similarity score (higher than 100) from among the candidates.

*Putative identification.

†GeneBank accession number of O. sativa EST form 5MT resistant mutant.

‡The accession number for the putatively identified genes.

§Organism abbreviations: O.S., Oryza sativa N.B., Nicotiana benthamiana A.T., Arabidopsis 
thaliana P.V., Phaseolus vulgaris H.V., Hordeum vulgare Z.M., Zea mays E.F., Euphorbia esula 
N.T., Nicotiana tabacum L.L., Lilium longiflorum L.E., Lycopertsicon esculentum Y.C., 
Yrypanosoma cruzi T.A., Triticum aestivum
‼
Expect value (E-value) and its score by a BLAST search.

¶
The number of EST matches for the gene.

nal 
regulators

finger-containing protein ZIGA3

GATA-1zinc finger protein CO435925 AAK98698 O.S. 207 7E-53 1

heat shock protein 70 CD670625 Q01899 P.V. 325 3E-88 1

heat shock protein 82 CD670928 P99126 O.S. 284 5E-76 2

heat shock protein 90 CO435697 BAD04054 O.S. 239 1E-62 1

heat shock protein CO435992 NP_909977 O.S. 144 4E-34 1

leucine zipper protein CO435954 NP_915306 O.S. 148 3E-35 1

myb family transcription factor 
(MYB59) CO436010 NP_200786 A.T. 114 8E-25 1

Myb-related transcription factor-I CO435688 NP_916974 O.S. 225 2E-58 1

PGPD14 protein CD670985 NP_197683 A.T. 393 E-108 1

small zinc finger-like protein CD670735 AAD40019 O.S. 153 6E-42 1

zinc finger (C2H2 type) family 
protein

CO435966 NP_566182 A.T. 150 8E-36 1

zinc finger (C3HC4-type RING 
finger) family protein CO435897 NP_188230 A.T. 209 1E-53 1

zinc finger (C3HC4-type RING 
finger)-like protein

CO435733 BAD17809 O.S. 224 3E-58 1

zinc finger protein CO435791 NP_915688 O.S. 268 6E-75 4

zinc finger transcription 
factor-like protein CD670934 NP_196789 A.T. 238 3E-62 1

zinc-finger protein CO435993 AAQ84334 O.S. 188 3E-47 1

zinc-finger protein S3574 CD670940 JE0113 O.S. 151 3E-36 1

Primary 
metabolism

cytoplasmic malate dehydrogenase CO435872 NP_921996 O.S. 282 1E-75 1

glutamate dehydrogenase (GDH) CD670826 Q43260 Z.M. 95.1 4E-19 1

glyceraldehydes 3-phosphate 
dehydrogenase, cytosolic

CD671048 Q42977 O.S. 284 1E-83 4

glyceraldehydes 3-phosphate 
dehydrogenase, cytosolic 3 CD670920 Q43247 Z.M. 281 2E-75 1

mitochondrial aldehyde 
dehydrogenase ALDH2a

CO435960 BAA96793 O.S. 293 8E-79 1

Secondary 
metabolism

1-aminocyclopropane-1-carboxylate 
oxidase CO436016 AAC05506 O.S. 269 2E-71 1

anthocyanin 
5-O-glucosyltransferase

CD670635 BAB07962 O.S. 416 E-115 1

cycloartenol synthase CO435854 BAD10254 O.S. 198 2E-50 1

cytochrome p450 CD670683 AAG46147 Z.M. 149 2E-35 3

glyoxalase I CD671061 NP_172291 A.T. 189 5E-58 1

Phenylpropha
noid 

metabolism

alcohol dehydrogenase homolog CO435874 BAC57400 O.S. 154 4E-56 1

caffeoyl-CoA O-methyltransferase 1 CO435814 BAD08719 O.S. 235 2E-61 1

flavonol synthase-like protein CD670656 AAF34802 E.E. 286 2E-76 1

phenylalanine ammonia-lyse CD670996 S06475 O.S. 416 E-125 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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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5. Identification of the highly expressed clones in the 5MT resistant rice 
mutants

Clone Sizea

(Kb) Identification Species Accession Lengthb Identitiesc

(%)
Scored

(bits)
RT/RNTe

(fold)
RT/STf

(fold)
RA07 0.5 heat shock protein 90 O.S. BAD04054 699 100 239 1.40 7.06

RA12 1.3 Putative chorismate mutase / 
prephenate dehydratase A.T. AAC73018 424 80 307 1.45 2.90

RB05 0.5 Acyl carrier protein H.V. P02902 149 96 103 1.67 3.83

RB08 0.35 ADP-ribosylation factor O.S. BAA04607 181 99 324 2.89 6.08

RB11 1.6 Putative glucosyltransferase A.T. AAP53973 253 65 233 1.78 3.23

RC04 1.5 Zn-induced protein O.S. AAA87049 218 75 166 1.73 2.02

RC07 0.5 Putative lipase O.S. BAB94238 372 57 103 2.82 7.09

RD03 1.4 Putative tetratricopeptide repeat 
(TDR) – containing protein O.S. BAD08177 408 70 106 1.70 2.87

RD07 1.3
Putative phophatidylinositol / 
phosphatidylcholine transfer 
protein

O.S. BAD07999 624 82 278 2.46 2.72

RE01 0.7 Unknown - - - - - 1.66 5.73

RE03 1.3
Enolase (2-phosphoglycerate 
dehydratase) (2-phospho-glycerate 
hydrolyase) (OSE1)

O.S. Q42971 446 71 315 1.99 5.06

RE07 1.2 Glycine dehydrogenase P protein O.S. AAS16361 892 42 57.8 1.97 4.55

RF02 1.1 Glycine-rich cell wall structural 
protein 2 precursor O.S. P29834 183 100 52.0 1.70 5.21

RF09 2.3 Polyubiquitin O.S. CAA53665 457 99 411 2.11 6.27

RF12 1.5 Fructose-bishosphate aldolase, 
chloroplast precursor (ALDP) O.S. Q40677 388 71 138 2.14 3.06

RJ05 0.8 Putative hydroxyproline-rich 
glycoprotein A.T. AAK92705 532 49 57.8 1.61 3.78

RK01 1.1 Harpin-induced protein 1 family 
(HIN1)-like O.S. BAD03295 227 47 94.7 1.49 7.55

RK02 1.6 Heat shock protein 82 O.S. CAA77978 699 88 272 1.56 5.56

RK04 0.7 Type 1 rice metallothionein-like 
gene O.S. AAD10376 74 65 81.3 1.69 2.71

RK05 1.5 Putative cytochrom c1 precursor O.S. BAB64199 304 48 111 2.02 3.77

RL03 1.5 GB protein S.B. AAL68853 1009 216 58 1.58 3.28

RM02 1.9
Enolase (2-phosphoglycerate 
dehydratase) (2-phospho-glycerate 
hydrolyase) (OSE1) 

O.S. Q42971 446 93 365 1.69 8.33

RM07 0.8 D - r i b u l o s e - 5 - p h o s p h a t e 
3-epimerase O.S. AAF01048 228 283 100 1.63 7.16

RO01 1.5 Unknown protein O.S. BAB64786 186 100 133 1.56 7.84
RP04 0.9 Probable peroxidase O.S. AAQ56548 367 51 91.7 1.59 8.64

a
Inserted cDNA size (kbp), 

b
Amino acid length, 

c
Amino acid identities, 

d
Amino acid homology score, 

eRelative expression levels of cDNA clones in 5MT resistant plants by 5MT treatment [5MT resistant 
plants with a 5MT treatment (RT) / 5MT resistant plants without a 5MT treatment (RNT)], fRelative 
expression levels of cDNA clones in 5MT resistant plants compared with 5MT sensitive (control) plants 
[5MT resistant plants with a 5MT treatment (RT) / 5MT sensitive plants with a 5MT treatment (ST)], 
Species abbreviations: A.T., Arabidoopsis thaliana H.V., Hordeum vulgare O.S., Oryza sativa S.B., 
Sorghum bicolo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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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9. Differential hybridization of the cDNA library from the leaves and roots of 
the 5MT resistant rice mutants. A positive nylon membrane containing randomly 
selected clones was hybridized with digoxigenin-labeled cDNA from A: 5MT resistant 
plants without a 5MT treatment, B: 5MT resistant plants with 5MT treatment, and 
C: 5MT sensitive plants with a 5MT treatmen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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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10. Northern blot analysis of the transcription of the differentially expressed 
genes after 0.5 mM 5MT treatment. Total RNAs (20 μg per lane) from 4-week-old 
leaves in the control (the original variety, Donganbyeo) and 5MT resistant M4 mutant 
(MRI-40) were fractionated on 1 % denaturing agarose ge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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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11. Northern blot analysis of the transcription of the differentially expressed 
genesafter 0.5 mM 5MT treatment for the indicated time periods. Total RNAs (20 µg 
per lane) from the 4-week-old leaves in the control and the 5MT resistant mutant 
(MRI-40) were fractionated on a 1 % denaturing agarose ge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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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아미노산 아날로그 저항성 메카니즘 규명

아미노산 아날로그 저항성은 그간의 보고에 의하면 목적하는 아미노산의 생합성에 관여하는 주요 

효소(key-enzyme)의 변화에 의한 목적 아미노산의 feed-back inhibition 억제에 기인하는 것으로 

알려져 왔다. 즉 아미노산 저항성 돌연변이 개체는 이러한 feed-back inhibition에 향을 받지 않

아 목적하는 아미노산을 계속 생성하여 생존할 수 있는 것이다. 그러나 이외에도 본 연구에서는 

아미노산 아날로그가 직접적으로 생체 내 reactive oxygen species (ROS) 생성을 유도하고 이들에 

의한 세포의 사멸이 일어나는 기작에 관하여 대조구와 돌연변이 벼 계통을 가지고 증명하 다. 

본 실험에서는 대조구 (동안벼), 5MT 저항성 (R) 돌연변이 계통 MRVII-9-1, 중저항성 (MR) 돌

연변이 계통 MRVII-11-5, 민감 (S) 돌연변이 계통 MRVII-31-1과 MRVII-39-2 계통을 이용하

다. 이들에 선발 농도인 5MT 0.5 mM을 처리한 후, 4주 후에 생육을 조사한 결과 R 계통인 

MRVII-9-1은 5MT 처리구와 무처리간에 생육에 차이를 보이지 않을 만큼 생육이 건전하 으나, 

다른 두개의 S 계통과 대조구는 5MT 처리구에서 전혀 뿌리 생육을 보이지 않았다 (Fig. 12). 

이들의 항산화 효소 반응을 검정한 결과, 검정된 4개의 항산화 효소 활성 중 peroxidase (POD)

와 superoxide dismutase (SOD) 활성에 대조구, R 계통, S 계통 간에 큰 차이가 남을 확인 할 수 

있었다. 특히 MRVII-9-1의 SOD 활성은 5MT 처리에 의해 다른 비교 계통과는 다르게 증가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Fig. 13). 

5MT 처리에 의해 생체 내에 생성되는 ROS의 양을 측정하기 위해 electron spin resonance 실험

을 수행한 결과, 5MT 처리 후 R계통과 MR계통에서 5MT 처리 후 ROS의 함량이 감소하는 것으

로 확인되었다 (Fig. 14). 

이들의 ROS scavenging activity를 확인하기 위하여 Ultraweak Chemiluminescence (UWLA) 분

석을 수행하 다. 이는 인위적으로 첨가된 라디칼을 소거하는데 필요로 되어지는 대상물질의 양을 

결정하는 방법으로 crude extract 첨가에 의한 superoxide와 hydroxyl radical 소거능 (50% 소거시 

필요로 되어지는 crude extract 양 = IC50)을 검사하 다 (Fig. 15). Figure 15에서 보는 바와 같이 

첨가된 라디칼에 따라 반응 곡선은 대조구, R, MR, S 계통간에 약간의 차이를 보 는데, 이를 IC50 

값으로 환산하여 정리하면 Table 6과 같다. 5MT 저항성 계통이 대조구 (72.4 ug/ml)에 비해 

superoxide radical 을 소거하기 위해 필요로 되어지는 IC50 값이 35 ug/ml로 약 2.1배 높은 

superoxide radical 소거능을 보인다. 반면에 두개의 S 계통들은 대조구에 비해 약 63% 소거능 만

을 보여 외부에서 주어진 superoxide radical을 소거하는 능력이 현저히 떨어짐을 확인할 수 있었

다. Hydroxyl radical의 경우도 이와 유사한 경향을 보 으나 그 양에 있어서는 큰 차이를 보이지 

않았다. 

생체 내 hydrogen peroxide 축적을 관찰하기 위해 대조구와 R 계통인 MRVII-9-1과 S 계통인 

MRVII-31-1의 5MT 처리 후 생체 조직을 Transmission Electron  Microscope (TEM) 분석을 수

행한 결과, S 계통에서 5MT 처리 후 잎의 mesophyll cell에 hydrogen peroxide가 많이 축적됨을 

확인하 다. 이는 5MT 처리에 의해 ROS가 많이 축적되는 것을 직접적으로 확인한 결과이다 (Fig. 

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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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12. The growth of control and four mutant lines treated with 
5-methyltryptophan. S, sensitive; R, resistant; MR, moderate resistan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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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13. Effects of 5MT on the antioxidant enzyme activities of the control and four 
mutant lines. A, CAT activity; B, POD activity; C, SOD activity; D, APX activity. 
Bars represent standard errors (n = 3). The mean values of the enzyme activity of 
control and mutants marked by the same letter are not significantly different at p ≤ 
0.05 as determined by Duncan’s multiple range tes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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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14. Electron Spin Resonance (ESR) analysis of the control and 4 mutant lines by 
treatment of 5M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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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15. Hydroxyl and superoxide radical scavenger abilities of the control and 4 
mutant lines. A sudden decrease of the chemiluminescence (CL) counts is noted when 
an 

•
OH and O2

-
 scanvenger is added. Two microliters of the extracts (1 mg ml

-1
) 

from each sample were added at a time. When CL counts stabilized, addition of an 
additional amount (2 μl) of the extract(scavenger) results in a further declineof the 
CL counts. Inhibition (%) versus concentration of the extracts (scavenger) can then 
be obtained. The IC50 of a sample is extrapolated from the standardized curv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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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6. IC50 of superoxide and hydroxyl radical scavenging activities by 5MT 
treatment on control and four mutant lines with UWLA

Sample

IC50 value (ug/ml)

Superoxide radical Hydroxyl radical

5MT (n)† 5MT (t) 5MT (n) 5MT (t)

Control 40.0 72.4 6.17 7.25

MRVII-9-1 47.5 35 9.82 6.68

MRVII-11-5 36.6 55.3 9.55 9.26

MRII-31-1 40.7 113.8 8.40 13.93

MRVII-39-2 48.8 114.2 9.35 13.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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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16. Localization of hydrogen peroxide in mesophyll cell of leaf in control and two 
mutant lines, MRVII-9-1 and MRVII-3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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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방사선조사 및 세포주 선발에 의한 내염성 벼 유전자원 개발

(1) 내염성 개체 선발을 위한 염분농도 선정 

내염성 식물을 선발하기 위해서는 외부 향이나 염분의 불균형 분포 등의 환경조건을 

배제할 수 있는 invitro 실험이 요구되므로, 식물 생육상 및 선발을 위한 적정 농도의 규

명이 필요하다. 적정 농도를 설정하기 위해 원품종인 동안벼 종자를 각기 다른 염농도를 

처리한 후 조사한 결과, 염분농도가 점차 증가함에 따라 신초길이, 뿌리길이, 뿌리수 및 

생체중 모두 감소하 다(Fig. 17). 조사한 모든 항목은 NaCl 처리와 함께 감소하기 시작

하여, 1% NaCl농도에서는 약 50% 정도의 생육억제를 나타냈다. 또한 NaCl 1.5%에서는 

발아 후 얼마 되지 않아서 모두 갈변하여 고사하 다 (Fig. 18). 생장이 50%로 억제된

NaCl 1% 농도에서는 생리적으로 염분에 적응하여 생존할 여지가 있어 염분에 강한 개체

를 선발하기 위해서는 이보다 높은 염농도인 1.5%를 선발농도로 결정하 다. 또한 

proline 은 환경 스트레스를 받는 식물에서 이온불균형, 이온독성 및 생리적 수분 스트레

스로부터 보호하는 것으로 보고되고(Igarashi et al., 1997), 본 실험에서 사용한 AZCA 저

항성 돌연변이 벼는 높은  proline 함량을 포함하여 내염성 개체선발을 위해 고농도의 염

분에서 선발하 다.

(2) AZCA 저항성 M3, M4세대에서 내염성 개체 선발

Pearson et al. (1960)은 벼에서 염분에 가장 민감한 시기가 유묘기이기 때문에, 이 시기

에 내염성 벼를 선발하는 것이 적당하다고 하 다. 따라서, 수확된 AZCA 저항성을 가진 

M3 종자 약 20,000 개를 염분 적정 선발 농도인 1.5% NaCl 이 포함된 1/2 MS 배지에 

치상하여 40일간 배양하여 내염성 개체를 선발하고자 하 다. 그 결과 대조구는 발아되지 

않거나 발아 후 바로 고사하 고 AZCA 저항성 후대 돌연변이 개체들은 염에 저항성을 

보이는 것과 민감한 것으로 분류되어 나타났다. 대조구와 돌연변이체를 지상부 및 뿌리의 

생육 상태를 비교하여 염에 강한 116 개체를 내염성 개체로 선발하 다(Fig. 19). 이런 

결과는 방사선에 의해 유도된 proline 함량이 높은 AZCA 저항성 세포주로부터 내염성 

벼 개체 선발이 가능함을 의미하며, 또한 AZCA 저항성 계통들에서 proline 증가가 유전

적으로 다음 세대까지 유지되었기 때문이라고 생각된다. 이러한 방사선 돌연변이 기술과 

기내배양 접목에 의한 선발방법은작물 육종에 유용한 방법으로 입증된 바 있다

(Ahloowalia, 1990). 이런 기술들을 활용하여 여러 작물에서도 환경스트레스 저항성 작물

들을 선발하 는데, 벼에서는 내염성과 Tryptophan 아날로그인 5MT 저항성 형질 등이 

시도된 바 있었다(Kim et al., 2004, Lee et al., 2002, Lee et al., 2000). 내염성 2차 선발

을 통하여 진정한 내염성 계통을 선발하기 위해서 1차 선발된 내염성 116계통으로부터 

자가수정을 통해 얻은 M4종자를 각 계통별로 내염성 1차 선발방법과는 다르게 염에 가

장 민감한 유묘시기에 생육과 생장상태를알아보기 위해 1/2 MS 배지에서 7일간 배양 후, 

선발 적정농도보다 한 단계 낮은 1.2% NaCl 농도에서 2차 선발하 다. 그 결과, 총 116 

계통 중에서 유묘기에 강한 염 저항성을 나타내는 33 계통을 선발할 수 있었고, 33계통 

중에서도 생육 상태가 가장 좋은 7 계통을 선정하여 줄기 및 뿌리의 생육상태를 대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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와 비교한 결과, 신초길이는 평균 1.5배, 뿌리길이는 1.3배, 생체중은 1.5배 증가하 고 뿌

리 수는 큰 차이를 보이지 않았다(Table 7, Fig. 20). 이와 같이 표현형의 생육상태를 대

조구와 비교하여 내염성을 선발하는 방법은 벼 (Zhang et al., 1995),  (Sadat Noori 

and McNeilly, 2000) 등 여러 작물에서 이용되었다. 이를 통해 본 실험에서 선발 육성한 

M4 세대는 염에 대한 저항성을 보여지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3) 내염성 계통 캘러스의 특징

식물체에서 내염성을 확인한 계통으로부터 다음세대로 내염성 특성이 유전되었는지를 확

인하기 위해 염에 가장 저항성을 보인 ST-13과 ST-16 계통의 종자로부터 염분 존재하

에서 캘러스 형성율과 생체중을 조사하 다. 그 결과 대조구, ST-13, ST-16의 형성율은 

각각 9%, 16%, 20%로 나타났다. 생체중은 대조구와 비교했을 때, ST-13은 1.6배, ST-16

은 2배 증가한 것을 관찰할 수 있었다(Table 8, Fig. 21). 본 실험에서 처리한 1.2% 염분 

농도는 캘러스 수준에서의 내염성 선발을 위해서는 높은 농도이기 때문에 대체로 대조구

와 ST 계통의 캘러스 생존율이 높진 않았지만 ST-13 과 ST-16 의 캘러스 생존율과 증

식율이 높은 것으로 보아, 선발 계통들로부터 자가수정에 의해 유도된 후세대의 선발계통

이 내염성을 유지하고 있어 내염성 특성이 유전됨을 확인할 수 있었다.

(4) 내염성 계통 아미노산 함량 분석

Proline 함량은 내염성 계통이 대조구보다 잎, 종자 및 캘러스에서 최대 20%, 100%, 20%

로 증가하 고, 필수아미노산함량도 대조구에 비해 각각 24~29%, 49~143%, 32~60%로 증

가된 것을 관찰할 수 있었다(Table 9). 이 결과로부터 선발된 ST-13와 ST-16 내염성 계

통은 전체적인 아미노산 함량이 높았으며, 특히 내염성 등 스트레스 저항성 대사와 관련

이 깊은 것으로 알려진proline의 함량이 높은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이 결과는, AZCA 

(proline 유사체) 는 단백질 합성 시에 proline과 경합적으로 결합함으로써 단백질 구조와 

기능을 변형시켜 염분내성이 증가한다는 것을 간접적으로 보여주고 있음을 알 수 있었다

(Takeuchi and Prockop, 1969). 다른 아미노산처럼Proline 생합성에서도 피드백 조절이 

관여하는데 염 스트레스 조건에서 주요 효소로 알려진 P5CS 단백질이 방사선 조사에 의

해 유전자 염기서열 변화로 구조가 변환되어 proline 이 P5CS에 결합을 못하므로 억제조

절 기능이 변화되어 proline 합성이 증가되고, 증가된 proline이 삼투압 보호물질로 작용

하여 염분 조건에서 저항성 기작을 보인 것으로 판단된다. 

(5) 이온함량 분석

이온함량 분석 결과, 잎에서 Na
+
/K

+
ratio은 대조구는 3.46으로 나타났고, 내염성 계통에서

는 이보다 낮은 평균 1.02-2.29 범위를 보 다(Table 10). ST-29는 대조구에 비해 

Na
+
/K

+
 ratio 이 높게 나왔는데 염 처리 배지에서 생육이 좋은 것으로 보아 염에 대한 다

른 메커니즘이 관계된 것으로 생각 되어진다. 뿌리에서는 Na
+
/K

+
 ratio 은 대조구는 32.9

으로 나타났고, 내염성을 보인 계통들은 11.5-28.5 범위에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Tab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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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 식물세포에서 Na
+
 이온은 액포막에서 H

+
-APTase 의한 pH차이를 통해 Na

+
/H

+
 

antiporter에 의해 액포안으로 분출되고, 결과적으로 식물체에서 Na
+
/K

+
 비율을 낮게 만

들기 때문에 내염성의 특성을 나타내는 것과 관련이 있다고 보고되었다(Garcia-Agustin 

and Primo-Millo, 1995). 또한, 염분 스트레스하에서 proline, glycin betaine, polyols 과 

같은 화합물들의 생합성 또는 흡수가 증가하여 삼투압보호 역할을 하여 스트레스 (Na
+
, 

Cl
-
)의한 손상을 줄이며, 세포질에 수분흡수를 용이하게 함으로써 삼투 포텐셜을 감소시

켜 단백질 구조를 안정화 시킴으로써 높은 염농도하에서 세포를 보호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Yancey, 2001). 본 실험에서 내염성이 강한 변이체에서 이전의 보고에서처럼 삼투압 

보호 역할을 하는 proline의 축적 증가와 잎과 뿌리에서 비교구로 사용된 동안벼보다 낮

은 Na
+
/K

+ 
비율을 보인 것은 내염성 기작에서 위의 현상이 적어도 관여함을 간접적으로 

말해주고 있고, 이들 형질을 조절하는 유전자의 관련성을 유추할 수 있었다.

(6) RT-PCR에 의한 유전자 발현 분석

위의 결과를 토대로 내염성과 관련된 유전자 중 proline합성과 Na
+ 

흡수를 조절하는 

P5CS와 NHX1 유전자를 이용하여 대조구와 내염성 계통간 전사체 발현 양상을 알아보

기 위하여, 염 처리 후 대조구 (0h, 12h, 24h, 48h)와 7 ST 계통(ST-9, ST-10, ST-13, 

ST-16, ST-29, ST-31, ST-88, 48h) 간 RT-PCR을 수행하 다. 그 결과, 대조구는 염처

리에 의해 NHX1과 P5CS의 발현차이를 보이지 않았으나, 돌연변이 계통에서는 NHX1

의 경우 M1(ST-9) 과 M2(ST-10) 를 제외한 M3~M7(ST-13, 16, 29, 31, 88) 계통은 발

현이 높게 나타났고, P5CS 유전자의 경우에는 M1-M6에서 발현이 대조구에 비해 높게 

나타났다(Fig. 22). 돌연변이 선발계통에서 내염성과 관련된 유전자로 알려진 NHX1, 

P5CS의 유전자 발현증가와 proline의 축적은 내염성과 상관관계가 있다고 보고 되었다

(Igarashi et al., 1997). 이후 Northern을 통해 발현양에 대한 차이를 살필 것이며 그 결

과로부터 proline 합성에 관여하는 P5CS와 Na
+
/H

+
 antiporter에 관여하는 NHX1의 양적 

변화를 검증 할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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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17. Effect of various NaCl concentrationson shoot length (A), root length (B), root 

number (C), and fresh weight (D) of seedlings (n=10) for 40 days after NaCl 

treatmen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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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18. Growth of Donganbyeo in 40 days on the media containing various NaCl 

concentrations. The numbers in the figure indicate NaCl concentration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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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19. Growth comparison of control (Donganbyeo) and AZCA resistant M3 plants 

cultured on 1/2MS medium containing 1.5% NaCl for 40 day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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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7. Growth comparison of Donganbyeo (control) and salt tolerant M4 rice seedlings
1
.

Plants
Shoot length    

 (mm)

Root length     

(mm)

Root number   

 (ea)

Fresh weight   

  (mg)

Control 60.9±2.6* 21.6±1.6 8.5±0.4 89.7±2.2

ST-09 93.6±6.3 25.0±2.2 9.2±0.4 135.9±7.2

ST-10 100.9±7.3 25.3±2.5 10.3±0.3 138.2±5.1

ST-13 71.8±4.3 34.9±2.7 10.3±0.3 146.5±8.4

ST-16 83.5±7.8 30.4±4.7 8.2±0.5 118.1±8.0

ST-29 100.5±5.6 26.7±2.1 10.0±0.3 161.6±4.1

ST-31 94.1±3.1 21.2±1.9 11.8±0.3 140.5±2.9

ST-88 103.5±6.3 33.2±4.2 7.4±0.4 121.5±5.8

1
Values=Means±SE

n=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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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20. Growth comparison of control and the selected mutants (M4 generation) after 

40 days  of culture on the medium containing 1.2 % NaCl. Plants that germinated on 

the NaCl-free medium were transferred to the medium with NaCl after 10 days of 

cultur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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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8. Survival rate and fresh weight of calli grown in the medium 

        containing 1.2 % NaClfor 30 days.

Callus no. 

inoculated 

(ea)

Callus no. 

survived 

(ea)

Survival rate 

of callus 

(%)

Fresh weight of  

5 calli 

(mg)
Control 

(Donganb

yeo)

200 18 9 44.2±5.8

ST-13 200 32 16 71.2±4.0

ST-16 200 34 20 89.8±6.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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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21. Callus growth of control, ST-13, and ST-16 transferred onto the medium 

with 1.2% NaC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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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9. Comparison of the amino acid contents in the leaf, seed and callus of the salt-tolerant ST-13 and ST-16 mutants grown in 

the 1.2% NaCl with non-salt treated Donganbyeo
1,2
.

Amino 

acid

Leaf Seed Callus

Control

(Donganbyeo)

ST-13 

(Ratio*)

ST-16 

(Ratio)

Control

(Donganbyeo)

ST-13 

(Ratio)

ST-16 

(Ratio)

Control

(Donganbyeo)

ST-13 

(Ratio)

ST-16 

(Ratio)
His 13.2** 17.2 (1.3) 15.5 (1.2) 4.1 6.2 (1.5) 9.9 (2.4) 24.5 29.3 (1.2) 35.8 (1.5)
Thr 30.8 40.3 (1.3) 40.9 (1.3) 6.8 10.6 (1.6) 16.5 (2.4) 53.1 62.6 (1.2) 76.3 (1.4)
Lys 9.9 12.8 (1.3) 16.3 (1.6) 2.2 3.4 (1.6) 5.8 (2.7) 8.5 21.9 (2.6) 27.9 (3.3)
Tyr 2.1 3.1 (1.5) 4.7 (2.2) 0.3 0.4 (1.4) 0.7 (2.7) 11.7 14.0 (1.2) 15.3 (1.3)
Val 42.0 51.2 (1.2) 53.3 (1.3) 11.1 16.6 (1.5) 28.2 (2.5) 59.7 83.1 (1.4) 101.5 (1.7)
Met 4.0 5.9 (1.5) 6.0 (1.5) 1.0 1.5 (1.6) 2.5 (2.7) 10.1 14.7 (1.5) 18.0 (1.8)
Ile 26.3 31.5 (1.2) 34.5 (1.3) 5.9 9.1 (1.5) 16.1 (2.7) 33.2 52.8 (1.6) 64.6 (1.9)

Leu 49.4 59.7 (1.2) 62.1 (1.3) 12.4 18.0 (1.5) 32.7 (2.6) 53.1 90.3 (1.7) 110.0 (2.1)
Phe 19.9 24.8 (1.2) 27.8 (1.4) 5.0 7.7 (1.6) 13.2 (2.7) 35.9 42.9 (1.2) 52.4 (1.5)
Trp 0.6 0.8 (1.3) 0.7 (1.2) 0.1 0.2 (1.1) 0.2 (1.4) 0.8 1.1 (1.4) 1.5 (1.9)
Pro 44.9 54.1 (1.2) 52.2 (1.2) 16.5 23.5 (1.4) 33.1 (2.0) 99.3 103.4 (1.0) 121.3 (1.2)

Total 243.1 301.4 (1.2) 314 (1.3) 65.3 97.0 (1.5) 159.0 (2.4) 390.0 516.2 (1.3) 624.4 (1.6)
         1

Values in the parenthesis indicate the ratio of the mean value of ST-13 and ST-16 to the Donganbyeo.
         2

Numbers given are umole/mg dry weigh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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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10. Comparison of the ion contents in the leaves and roots of the control and 

ST M4 lines.

Plants
Leaves Roots

K+ (%) Na+ (%) Na+/K+ ratio K+ (%) Na+ (%) Na+/K+ ratio 

Control 3.58 12.4 3.46 0.26 8.57 32.9

ST-9 3.03 6.96 2.29 0.24 6.77 28.2

ST-10 2.84 4.9 1.72 0.62 7.14 11.5

ST-13 3.04 3.11 1.02 0.22 6.28 28.5

ST-16 2.57 3.27 1.27 0.26 4.83 18.5

ST-29 1.45 5.44 3.75 0.37 7.47 20.1

ST-31 3.25 4.87 1.49 0.40 7.84 19.6

ST-88 3.58 4.84 1.35 0.28 5.71 2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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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22. RT-PCR analysis of Donganbyeo, control and ST lines with nhx1, p5cs and 

actin. Lane C; Donganbyeo, Lane C1-C3; control treated with 1.5% NaCl for 12, 24, 

and 48 h, respectively, Lane M1-M7; ST-lines treated with 1.5% NaCl for 48 h (M1; 

ST-9, M2; ST-10, M3; ST-13, M4; ST-16, M5; ST-29, M6; ST-31 and M7; ST-8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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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방사선 조사를 이용한 벼 내염성 계통 선발 및 품종 등록

(1) 비 염분포장에 정식에서 작물학적 특성 조사 

 동진 1호에 방사선을 처리하여 M2세대 3,200 계통을 정식 한 결과 대조구인 동진 1호보

다 출수가 이주 빠른 계통이 10개 발견되었고 일주 빠른 계통은 114개로 확인되었다. 또

한 무분얼하는 계통도 12계통 확인되었는데 이들 계통은 분얼과 연관있는 유전자의 분리

에 활용할 계획이다. 돌연변이율을 자세하게 나열하면 albino체를 포함한 엽록소 전체 변

이율은 10%로 조사되었고, 왜성 2개체, 잎 폭이 좁은 1개체를 포함하여 전체 돌연변이 

율이 13.3%로 조사되었데 Predieri 와 Zimmerman (2001)도 비슷한 결과를 보고하 다. 

분얼은 수량 구성요소의 중요한 부분으로 국내외 여러 연구 기관에서 집중적으로 연구하

고있는 주제이기도 하다. 

 양질 미 육종을 위하여 M7 세대 380계통을 3 반복으로 정식하여 현재까지 조살 할 수 

있는 농경형질을 조사한 결과 조숙 계통은 13개로 조사되었고 대조구인 동진벼보다 만숙

인 계통은 약 10계통으로 판명되었으며 나머지는 대조구와 비슷하게 출수 하 다. 조수계

통 중 133과 136번 계통은 무려 대조구보다도 약 한달 일찍 출 수 하 는데 수발아가 뚜

렷하여 직접적으로 품종으로 사용하기에는 문제가 있을 것으로 생각되나 교배 모본으로 

활용 할 것으로 생각된다. 

 내염성 육종을 위하여 전년도에 내염성으로 조사된 24계통을 앞에서와 같이 3반복으로 

정식하 는데 그 결과 ST-49, 50, 51은 대조구보다 18일 일찍 추수 되었고, ST-17은 약 

10일 일찍 추수하 다. 그 중 ST-54은 약 일주 정도 늦게 추수한 특징을 나타내었으며, 

대조구 및 다른 변이체보다도 목 도열병 및 이화명충에 약한 것으로 조사되어 이들 유전

자의 CLONING에 이용 될 수 있을 것으로 생각된다. 24계통 중 130-4계통은 출수기가 3

일 정도 빨랐고 잎이 진한 녹색을 띠며 간장이 대조구보다 10 cm 작은 왜성으로 도복에 

강한 것으로 판단되었다. 수장은 2 cm 정도 크고, 주당수수는 2개가 많으며 수당립수는 

약 20개 증가하 다. 130-4 계통의 10a 당 정조중은 13% 증가하 고 현미중과 백미중은 

각각 10%증가하여 대조구보다 내염성, 단간화 및 수량성등이 개량되었다.    

  

(2) 염분용액 및 염분포장에서 내염성 평가 

    내염성은 식물에서 양적형질로 작용하므로 어느 특정 시기에만 염분 스트레스를 주

어 내염성을 판단하는 것보다 간척지와 같은 포장에 유묘기에 정식하여 수확시기까지 관

찰하면서 내염성 여부를 판단하는 것이 합리적이고 진정한 내염성 계통을 선발 할 수 있

을 것으로 생각한다. Pearson and Ayers (1960)에 의하면 벼는 유묘시기가 염분에 가장 

민감한 시기로 이 때에 내염성을 선발할 경우 선발효과가 있음을 보고하 다. 그러나 본 

연구에서는 앞에서 언급한 것처럼 내염성은 양적형질이므로 다른 연구자들과 다르게 먼

저 발아시기부터 유묘 3-4매 시기까지 염분 용액에서 생육한 결과 10일 쯤에서 내염성을 

확실히 구분 할 수 있었지만, 최종 내염성 판결은 30일에 실시하 다. 내염성 정도는 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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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에 따라 다양하여 발아를 전혀 못한 계통부터 생육이 우수한 계통까지 다양하게 분포

하 다. 그 중 49계통과 130-4계통은 모품종와 비교 할 경우 모품종은 이들 계통보다 백

화현상이 빨리 진행되었는데 백화현상을 양적으로 측정하기가 어려워서 초장, 근장 및 근

수로 내염성을 평가하 다. 초장의 생육은 2배 이상 증가하여 높은 유의성 (p<0.001)을 

보 으며, 근장은 각각 29% 및 23% 증가하여 5% 신뢰구간에서 유의성이 인정되었고, 또

한 근수도 증가하여 유의성 (p<0.05)이 인정되었다 (Table 11). 

이들 계통은 실제 염분 포장에서도 생육이 우수한 함을 관찰 할 수 있었다.  이로서 기내

배양과 방사선기술의 접목에 의해 캘러스 수준에서 나타난 내염성 형질이 식물체로 유전

되어 내염성 계통의 선발이 가능함을 보여 주고 있으며, 또한 이러한 형질은 자가 수정에 

의해 다음세대로 유전 된 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으나 내염성의 정확한 유전양상을 분석

하기 위해서는 모품종과 교배가 이루어져야 할 것으로 생각하며, 내염성 캘러스로부터 유

도된 재분화체 후대에서 돌연변이의 발생은 캘러스 단계에서 제시한 원인에 의한 것으로 

생각 할 수 있다. 본 연구에서 내염성을 선발하기 위하여 표현형 특성을 대조구와 변이체

를 비교하 는데, 이런 표현형 특성조사를 통하여 벼 (Zhang et al. 1995) 및 담배 

(Sumaryati et al. 1992)등에서 내염성 계통이 선발되었다. 본 실험에서와 같이 방사선기

술과 기내배양 기술을 접목하여 에서 aluminum 저항성 (Tulmann Neto et al. 2001) 

및 내건성 (Khan et al. 2001)계통이 선발되었고, 감자에서는 내고온성 계통이 선발되었

다 (Das et al. 2000). 또한 Carlos et al. (2000)는 의 aluminum 저항성 계통을 교배모

본으로 이용하여 aluminum 저항성은 단일 우성 유전자에 의해 조절된다고 하 다. 수량

구성요소는 현재 조사 할 수 없으므로 본 중간 보고서에는 첨부 할 수 없었다.

   내염성 계통을 육종하기 위해서는 염분용액에서 평가와 함께 염분포장에서의 성체검

정이 필수적이므로 계화도 및 도비도 간척지에 정식하 다. 염분포장에서 많은 계통이 대

조구보다 생육이 우수하 지만 그중 130-4 계통은 염분포장에서 출수가 4일 빨랐고 주당

수수는 평균 4개 정도 증가하 고 수당립수는 20-40개 정도 증가하 다. 10당 정조중, 현

미중 및 백미중은 약 30 - 40% 증가하 다. 이계통의 특이할 만 한 것은 비 염분포장에

서 간장이 약 10cm 정도 작으면서도 대조구보다 내염성을 띠는 것은 염분을 뿌리에서부

터 받아들이지 않은 체계가 갖추어진 것으로 사료 된다 (Table 12).

(3) 품종등록

 여러 개의 내염성 계통 중 내염성을 띠면서 형질이 우수한 계통을 품종화 하기위해 3개 

지역에 재배 되고 있는 벼의 농경형질을 조사한 결과는 앞 Table 12와 같다. 또한 이 계

통의 미질을 평가하기위해 도요 식미치와 아 로스 함량을 조사한 결과 Table 13과 같은 

결과를 얻었다. 도요식미치는 130-4가 대조구 보다 정읍 및 도비도에서 약 8정도 높게 

나타났고 계화도에서는 비슷한 수치를 보 다. 이 130-4 계통은 2005년 1월 원해벼로 품

종등록 되었다 (Fig. 23 and Fig. 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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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11. Performance of salt tolerant M7 isolines cultured in the 1% NaCl

solution for 30 days

Entries Plant height Root length No. of roots

Dongjinbyeo 
(Cont.)

3.9 ±0.2 4.1 ±0.3   6.6 ±0.8

ST-49     8.1 ±0.3 ***   5.6 ±0.5 *   9.0 ±0.7 *

ST-130-4     8.0 ±0.4 ***   5.3 ±0.3 *   8.2 ±0.7 *
 

   *, ***: Significant at 5 and 0.1% leve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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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12. Comparison of agronomic traits for Dongjinbyeo and 130-4.

 

품종명
지역    

연도

출수기

(월.일)

간장

(cm)

수장

(cm)

주당

수수

(개)

수당

립수

(개)

등숙 

비율

(%)

백미
천립중
(g)

정현 

비율

(%)

10a당 수량
개량된

형질정조중 현미중 백미중

동진벼

정읍  ‘04 8.20 89.4 20.6 19.0 72.3 79.1 21.6 82.7 631.0 522.2 466.7

 

 

도비도 

‘04
8.23 68.5 18.4 15.9 63.4 92 21.9 83.3 466.7 388.9 348.9

계화도 

‘04
8.16 69.9 19.6 12.1 75.2 92.7 21.3 84.0 479.9 403.5 362.8

평      

균
8.19 75.9 19.5 15.6 70.3 87.9 21.0 83.3 525.9 483.2 392.8

130-4

정읍  ‘04 8.17 78.4 22.4 21.1 96.2 57.7 19.9 81.2 711.1 577.7 511.1

 내염성 

 단간화

 수량성

 개량

도비도 

‘04
8.19 62.5 22.8 14.5 100.3 81.9 20.0 82.1 726.6 596.8 541.7

계화도 

‘04 
8.12 62.0 21.8 14.5 95.0 86.7 20.3 83.6 624.4 522.1 473.3

평  균 8.16 67.6 22.3 16.7 97.1 75.4 19.5 82.3 687.3 565.5 508.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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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13. Comparison of eating quality factors for control and salt          

tolerant line, 130-4. 

22.222.523232223AMY

62.6

130-4 
(원해)

63.6

동진

계화도

74.6

130-4 
(원해)

동진
130-4 
(원해)동진

68.0

도비도

76.668.3

정읍

TY

22.222.523232223AMY

62.6

130-4 
(원해)

63.6

동진

계화도

74.6

130-4 
(원해)

동진
130-4 
(원해)동진

68.0

도비도

76.668.3

정읍

T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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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Fig. 23. Comparison of growth pattern for control and Wonhaebyeo..    

   

Dongjinbyeo

Wonhaebyeo (13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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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Fig 24. Certificate note for registr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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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품종 특성표

 ○ 식물의 종류       :  벼    
 ○ 출원품종의 명칭  :  원해 (原海)
 ○ 출원인의 성명    :  한국원자력연구소  소장  장 인 순
 ○ 특성 조사자 성명 :  강시용, 김 동 섭
 ○ 특성 조사 년도   :  2004년
 ○ 특성 조사 장소   :  정읍시, 부안군, 당진군
 ○ 대조품종(제일 유사한 품종)의 명칭 : 동진벼

No 형     질
표  현  형  태 출 원 품 종 대 조 품 종

1 2 3 4 5 6 7 8 9 No 실 측 치 No 실 측 치

1 유묘엽초기부 
안토시아닌색 분포 

없
다
옅
다
진
하
다

1 없다 1 없다

2 분얼개도 폐
형
약
간
폐
형

보
통
약
간
개
형

개
형
와
형

3 보통 3 보통

3 잎의 녹색정도 연
하
다

중
간

진
하
다

5 중간 5 중간

4 잎색 : 안토시아닌
      색소분포 

없
다
잎
끝
만

잎
가
장
자
리

잎
부
분
얼
룩 

잎
전
체

1 없다 1 없다

5 잎모용성 매
끄
럽
다

약
간
매
끄
럽
다

보
통

꺼
끄
럽
다

매우 
꺼끄
럽다

5 보통 5 보통

6 잎 두께 얇
다

보
통

두
껍
다

5     보통 5 보통

7 잎귀 안토시아닌 
색소유무

없
다 

있다 1 없다 1 없다

8 지엽 자세 직
립

반
직
립

수
평

굽
음

3 반직립 3 반직립

9 잎 직립성 직
립

반
직
립

보
통

반
하
수

하수 3 직립 3 반직립

10 출수기 극
조
생 

조
생 

중
생 

만
생 

극만
생 

5 8. 16 9 8. 19

11 외  안토시아닌색소
분포

없
다

옅
다

보
통

진
하
다

매우
진하
다

1     없다 1     없다

12 외 부선아래 안토
시아닌색소 농도 

없
다

옅
다

보
통

진
하
다

매우
진하
다

1     없다 1     없다

13 부선 안토시아닌
색소 농도 

없
다 

옅
다 

보
통

진
하
다

매우
진하
다

1     없다 1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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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o 형      질
표  현  형  태 출 원 품 종 대 조 품 종

1 2 3 4 5 6 7 8 9 No 실 측 치 No 실 측 치

14 주두색 흰
색
담
록
황
색
담
자
자
색

1 흰색 1 흰색

15 줄기굵기 가
늘
다

보
통

굵
다

5 보통 5 보통

16 간장 단
간

준
단
간

중
간

준
장
간

장
간

7 78.4 cm
(평야지)

9 89.4 cm
(평야지)

17 줄기 안토시아닌 
색소 분포 

없
다

옅
다

보
통

진
하
다

매
우
진
하
다

1 없다 1 없다

17.1 줄기마디의 안토시아

닌 색소

없

다

있

다

1 없다 1 없다

17.2 줄기마디의 안토시아
닌 색소의 강도

약
하
다

중
간

진
하
다

3 약하다 3 약하다

18 유효분얼수(이삭수) 소
얼

보
통

다
얼

7 21개 5 17.6개

19 잎길이 짧
다

보
통

길
다

20 잎 폭 좁
다

보
통

넓
다

5     보통 5     보통

21 이삭의 추출정도 불
량

보
통

양
호

5     보통 5     보통

22 수장 짧
다

보
통

길
다

7 22.4cm 5 20.6cm

23 이삭 주경만곡성 직
립

반
직
립

굽
음

심
하
게 
굽
음

5 굽음 5 굽음

24 외  모용성 없
거
나
드
물
다

드
물
다  

보
통

심
하
다

매
우
심
하
다

5 보통 5 보통

25 외  모용길이 없
다

짧
다

보
통

길
다

매
우
길
다

3     짧다 3     짧다

26 부선색 흰
색
노
랑
갈
색
적
색
자
색
흑
색

2     노랑 2     노랑

27 까락길이 없
거
나
매
우
짧
다

짧
다

보
통

길
다

매
우
길
다

3     짧다 1 없거나
매우짧다

28 이삭까락분포 없
거
나 
이
삭
끝
만

이
삭
상
위
부¼

이
삭
상
위
부½

이
삭
상
위
부
⅔

이
삭
전
체

1 이삭상위부
1/4

없거나 
이삭끝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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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o 형     질
표  현  형  태 출 원 품 종 대 조 품 종

1 2 3 4 5 6 7 8 9 No 실 측 치 No 실 측 치

29 이삭지경의 자세 개
방

보
통

조 5 보통 5 보통

30 성숙기 매
우
빠
르
다

빠
르
다

보
통

늦
다

매
우
늦
다

5 보통 5 보통

31 현미 천립중 매
우
가
볍
다

가
볍
다

보
통

무
겁
다

매
우
무
겁
다

3 21.5 g 3 22.7 g

32 벼알길이 매
우
짧
다

짧
다

보
통

길
다

매
우
길
다

3 7.29 mm 3 7.55 mm

33 벼알 폭 매
우
좁
다

좁
다

보
통

넓
다

매
우
넓
다

5 3.34 mm 5 3.45 mm

34 현미길이 짧
다

보
통

길
다

3 5.06 mm 3 5.11 mm

35 현미 폭 좁
다

보
통

넓
다

5 2.87 mm 5 2.90 mm

36 현미모양 원
형
단
원
형

중
원
형

장
원
형

세
장
형

2 단원형 2 단원형

37 현미 색 흰
색
담
갈
색

갈
색
얼
룩
갈
색

농
갈
색

적
갈
색

자
갈
색

자
색
흑
자
색

담갈색 담갈색

38 백미심백정도 없
거
나
매
우
작
다

작
다

보
통

크
다

매
우
크
다

1 없거나
매우작다

1 없거나
매우작다

39 배유형태
(아 로스함량)

아
주
낮
다

낮
다
중
간
높
다

3 중간
(22.0)

3 중간
(22.96)

40 백미 복백정도 없
거
나
매
우
작
다

작
다

보
통

크
다

매
우
크
다

3 작다 3 작다

41 향취성 없
다

있
다

1 없다 1 없다

※ 작성요령

 - 계급(No)란에 해당되는 표현형태의 계급번호를 기입

 - 실측형질의 경우 계급(No)란에 계급을 기록하고 실측치란에 정확한 수치기입



라. 방사선 처리에 의한 의 제초제 저항성 돌연변이체 선발

(1) 유전적으로 고정된 제초제 저항성 돌연변이체의 선발 및 변이 개체 획득

- 본 연구진이 확보하고 있는 제초제 저항성 돌연변이  M3, M4 에서 유전적으로 고정

된 제초제 저항성 돌연변이 개체를 강선발(제초제 기준 15배 농도)을 통하여 계통을 선

발하기 위하여 M3 11 계통, M4 11 계통에 대하여 germination을 위하여 본 연구진이 자

체 개발한 4℃ cold room 에서의 4주간 처리로 vernalization의 효과를 같이 볼 수 있다. 

4℃ cold room에서 4주간 생육한 돌연변이 개체를 12000 Lux에 (16h/8h)에서 순화 시킨 

후, transplanting 하여 green house에서 (25℃/20℃) 4주간 생육시킨다 (Fig 25).

- 확보된 제초제 저항성 돌연변이  M3, M4 에서 유전적 고정된 제초제 저항성 돌연변

이 개체를 강선발을 통하여 계통을 선발하기 위하여 M3 11 계통, M4 11 계통에서 저항

성 개체 식물을 생육시켜  식물체의 잎 조직에서 저항성 확인한다.

(2) 제초제 저항성 계통의 환경 재해 stress 관련 유전자의 발현 양상 검정

- 제초제 저항성 계통의 제초제 저항성 돌연변이 의 각 부위별 조직을 fresh한 70% 

paraformaldehyde에서 vacuum을 이용하여 infiltration 시킨다. infiltration 된 조직을 저

농도의 ethyl alcohol에서 고농도로 올리면서 조직에 있는 수분을 탈수 시키고, 탈수된 조

직은 다시 xylene으로 치환한다. Xylene은 paraplast로 제거한 뒤 mold를 이용하여 

embedding을 실시한다. Embedding 된 조직은 microtome를 이용하여 10㎛로 section 한

다.

- 제초제 저항성 돌연변이 에서 DII protein degradation 관련 protease인 FtsH 유전자  

에 관하여 조직 특이적으로 발현하는 양상을 검정하기 위하여 , deparaffintion과 탈수 과

정을 거쳐 probe가 없는 hybridization buffer를 대조구로, dig-labling된 probe가 있는 

hybridization buffer로 incubation 한 뒤, BCIP, NTP로 detection 한다 (Fig. 26). 

- In situ hybridization결과 제초제 종실부분을 transverse 방향으로 section하 을 때 

(Fig. 26 A, B), 제초제 저항성 개체에서는 종실의 lodicule 부분에서 FtsH protease가 강

하게 발현하 으나, wild type에서는 약하게 발현한다.

- 의 잎 부분의 경우는 (Fig. 26 C, D) 제초제 저항성 개체의 경우는 vascular bundle 

에서 강하게 발현되었으나, wild type에서는 발현되지 않았다.

- 본 연구진이 발굴하여 보유하고 있는 다른 환경 재해 stress 관련 유전자에 대한 제초

제 저항성 돌연변이 의 발현 양상을 검정하기 위하여 제초제 저항성 계통의 식물체 잎

에서 Trizol reagent를 이용하여 total RNA를 extraction 한 뒤, nylon membrane에 



transfer한다. 기존의 FtsH protease 외에 본 연구진이 보유하고 있는 환경 재해 stress관

련 유전자로 SOD (Superoxide Dismutase)와 wheat-rye translation계통에서 drought에 

대하여 저항성이 있다고 알려져 있는 LTP (Lipid Transfer Protein) 유전자들을 biotin이 

labling 된 dCTP를 이용하여 probe를 합성하 다. hybridization 뒤에 유전자의 

expression을 detection하 다. 

- Northern bloting결과 FtsH protease의 경우는 제초제 처리 초기 (처리후 15h)에 발현

이 되었으나, SOD, LTP 1,2는 제초제 처리 후기(처리후 48h)에서 강하게 발현하 다 

(Fig. 27).

- FtsH protease와 기타 다른 환경 재해 stress 관련 유전자와는 다른 발현 양상을 나타냈

다.

- LTP 1, 2 는 2RL translocation line에 대하여 specific 하게 발현된다고 보고된 유전자

임에도 불구하고 제초제 저항성 개체에서도 발현되는 양상이 나타난다.

(3) 고품질 계통과의 교배조합 형성과 계통증식

- 제초제 저항성 방사선 돌연변이의 품질 향상을 위하여 wildtype의 금강 과 올그루

을 이용하여 교배를 실시하 다. 

- 금강  / R16∼23, 금강  / R24∼32, 금강  / R33∼38, 올그루  / R39∼43, 올그루

 / R44∼49, 올그루  / R50∼51, 올그루  / R52∼54, 올그루  / R55, 올그루  / 

R56∼59, 올그루  / R60∼63, 올그루  / R64∼66(M3-올그루 -A162)을 교배 모본으로 

사용하 다.

- 교배 결과 얻은 F1 seed를 중심으로 57개 계통에서 F2 seed를 확보하 다. F2 seed 57

개 계통 중 교배 모본에서 강한 제초제 저항성을 나타낸 31개 계통에 대하여 

segregation을 확인하 다.

- 4℃ cold room에서 germination 시켜서 vernalization의 효과를 얻은 뒤 4주후 순화 과

정을 거쳐서 green house에 transplanting 한다. 본 실험실에서 개발한 bentazone 

resistant 검정 방법을 이용하여 저항성 개체를 선발하 다.

- 선발 결과 최종적으로 207개의 저항성 line을 구축하 다.

(4) 제초제 저항성 특이적 발현 유전자 pool 구축

 - 지속적 강선발과 변이체 증식을 위하여 4℃ cold chamber를 이용하여 금강, 올그루 

저 항성 계통 (M4-5 stage)에 대하여 vernalization 실시하 다.

 - Vernalization 후 12-15℃에서 acclimation 처리후 glass house (25℃/20℃)로 

transplant 실시 하 다.

 -1년차 선발 data를 바탕으로 선발된 계통에서 207 line에서 추천농도 20배의 고농도 



(32,000 ppm)의 강선발 실시 하 다.

 -M5 stage 저항성 개체의 5엽기에 추천농도 (1,600 ppm)의 bentazone을 처리한 후 24h 

후 primary sampling을 실시하고, 48h 후에 secondaty sampling을 실시하여 wild type과 

저항성 개체에서 분석 sample 확보 하 다.

 -분석 sample에서 저항성 개체와 wild type을 control로 하여 mRNA를 추출하여 oligo 

dT로 SSH (Suppression Subtractive Hybridization) cDNA 합성하 다 (Fig. 28).

-Tester cDNA와 driver cDNA를 Rsa I digestion 후, tester cDNA를 adapter 1과 

adapter 2R을 ligation 시켰다.

-Ligated adaper 1 tester cDNA와 driver cDNA를 68℃에서 primary hybridization 시킨 

후 (동일한 방법으로 ligated adapter 2R도 hybridization), adapter 1과 adapter 2R을 6

8℃에서 hybridization 실시 하 다.

-Hybridization product를 nested PCR을 이용하여 amplification 시킨 후, PCR 산물 (Fig. 

29)을 pGEM vector에 ligation 시켜 SSH library 구축하 다.

-돌연변이 계통의 leaf 조직에 추천농도 (1,600 ppm)의 bentazone을 처리한 후 Poly A+ 

mRNA를 추출하여 CDS oligo dT primer와 GGG linked Oligo NT primer로 cDNA를 

합성한 후 fraction 을 분리하여 yeast II hybridization pool을 구축하 다 (Fig. 30).

(5) 저항성 계통의 엽록소 함량 분석 

- 강선발 207개 line에 대하여 엽에 sampling 실시하여 Sampling 된 3엽 0.1g을 Ethyl 

alcohol solution으로 마쇄한 후 incubation을 통하여 Chlorophyll을 추출하고, centrifuge 

후 664nm와 648nm에서 흡광도를 측정하여 chlorophyll 함량을 측정하 다 (Table 14).

-희석배수를 적용하여 0.1g 당 chlorophyll 함량을 분석하고, wild type의 함량과 비교 분

석하고, 분석 상수 값을 달리하여 total chlorophyll 과 chlorophyll a, b 값을 비교 분석 

실시하 다. 

- 분석 결과 207개중 204개 line에서 total chlorophyll 분석을 했으며, chlorophyll 함량과 

32,000 ppm의 bentazone 강선발로 선발된 저항성 12 계통은 금강, 올그루  wildtype과 

비교하여 모두 control보다 높은 chlorophyll 함량을 함유하고 있었다.

-Backcross를 통한 교배 계통의 분리비에 따른 선발 과정에서 wild type 과의 생육 정도

를 비교한 결과 1개 계통에서 저항성을 나타내면서 생육이 우수한 계통 확보 하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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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25. Proceeding of herbicide resistant wheat mutant. A was germination and 

vernalization step in 4℃, B was milk-ripenness stage, C was transplanting st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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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26. In situ hybridization of FtsH protease like gene mRNA in grain and leaf. A, 

B were transverse section of the grain. C, D were transverse section of leaves. L; lodicule , V; 

vascular bundle. 



LTP1

LTP2

SO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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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RNA

C1    C2      3h      6h C1    C2      3h      6h 9h    12h     15h  18h9h    12h     15h  18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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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RN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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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27. Northern hybridization of FtsH protease and other stress related genes after 

bentazone treatment. LTP was Lipid transfer protein, SOD was Superoxide Dismutas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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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28. cDNA synthesis and 

enzyme digestion for SSH 

library. lane 1 was cDNA 

synthesis of mRNA, lanr 2 was 

after Rsa I diges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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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29. PCR amplification of SSH library. lane 2 was secondary amplification with 

nested adapter primer, lane 2 was primary amplification of SSH library with adapter 

prim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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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30. Secondary strand synthesis of yeast II hybridization for herbicide resistant 

wheat. Lane 1& 2 were Mating methods, lane 3&4 were Cotransform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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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14. Chlorophyll content of bentazone resistant mutated wheat 

    항 목 

sample
총엽록소량

Chlorophyll 

a

Chlorophyll 

b

    항 목 

sample
총엽록소량

Chlorophyll 

a

Chlorophyll 

b

    항 목 

sample
총엽록소량

Chlorophyll 

a

Chlorophyll 

b

1 104.2416 43.4548 98.3276 71 111.72448 41.24192 94.65656 142 77.306 46.3282 101.2957

2 111.27784 42.95026 98.04738 72 115.07912 41.12988 94.78154 143 91.18496 45.56844 101.21672

3 116.09984 41.50416 95.64128 73 102.05344 42.33216 95.84008 144 96.68928 42.76732 96.15536

4 107.27184 43.50596 98.74708 74 97.18464 44.40166 99.49568 145 105.94536 43.96134 99.52482

5 105.00152 45.63988 102.80374 75 110.29808 40.69982 93.41676 146 112.27408 41.40532 95.04276

6 113.39144 41.40706 95.16298 76 78.87096 46.60464 102.01542 147 101.5316 45.458 102.0753

7 103.3364 43.8702 99.0689 77 80.90096 45.34344 99.68972 148 96.69096 46.23764 103.13842

8 85.04976 47.87514 105.21732 78 84.36576 45.75984 100.88952 149 113.54352 42.04238 96.45724

9 116.27752 40.96688 94.57874 79 86.9484 45.5363 100.7095 150 90.37968 46.98132 103.97556

10 117.03768 43.64772 100.05246 80 86.71552 45.56148 100.73584 151 107.65328 42.25032 96.26036

11 80.53536 46.88704 102.75752 81 93.51144 45.92966 102.18658 152 95.078 44.1058 98.6803

12 110.36752 43.60018 99.26004 82 105.58552 41.18708 93.90494 153 84.14568 45.19872 99.73746

13 79.204 48.0727 105.0042 83 107.9928 40.8878 93.5542 154 77.40032 46.56868 101.78944

14 104.77816 43.70874 98.89462 84 103.2232 42.4675 96.2346 155 100.39488 43.30252 97.61936

15 103.44632 43.90288 99.14614 85 102.5064 42.8681 96.9658 156 112.588 41.2154 94.6934

16 70.03408 46.47942 100.84036 86 104.33336 43.81254 99.05702 157 121.05432 38.04388 89.19614

17 72.02872 47.85138 103.80934 87 86.97984 45.61646 100.87408 158 105.61952 41.14998 93.83384

18 132.67344 39.44476 93.22868 88 111.806 42.0687 96.3287 159 117.34736 40.10474 92.95572

19 118.23416 39.51864 91.86902 89 92.67096 44.90084 100.02862 160 109.08944 41.33186 94.56228

20 123.52496 38.89644 91.16972 90 94.32744 45.03926 100.48018 161 112.85768 41.53162 95.35786

21 88.49824 47.01206 103.84088 92 96.13112 46.54328 103.69494 162 99.96056 43.43304 97.83662

22 114.63432 41.23368 94.94394 93 74.20008 46.70302 101.72546 163 115.89744 39.62646 91.84188

23 87.97008 47.89362 105.55956 94 103.61936 44.59164 100.55012 164 106.708 40.9543 93.5538

24 104.7332 42.7276 96.9157 95 111.1656 43.5306 99.2034 165 112.06704 40.75366 93.70988

25 120.82728 39.32182 91.74386 96 90.46 45.3293 100.6598 166 105.76344 41.14556 93.83998

26 114.14736 40.73484 93.88932 97 106.5024 43.2772 98.2064 167 118.05904 39.93866 92.69588

27 118.71064 39.99076 92.86878 98 128.03472 41.11058 96.09604 168 94.88704 44.23786 98.92608

28 101.13152 46.04718 103.21904 99 96.23496 44.82744 100.25322 169 74.25528 47.21512 102.76166

29 119.3648 39.9256 92.806 100 99.01112 44.35458 99.59174 170 101.01064 44.99626 101.09178

30 118.99944 41.96496 96.87138 101 88.46192 47.66218 105.14524 171 100.86856 43.39614 97.85722

31 116.94568 42.79422 98.32546 102 84.0188 47.9699 105.3003 172 101.57304 44.57336 100.29958

32 108.35216 42.67054 97.17892 104 87.7356 50.0191 109.8119 173 103.83848 43.16972 97.71186

33 122.07088 40.63572 94.51756 105 105.95448 46.58412 104.80326 174 86.06648 45.39212 100.32726

34 107.69824 43.23146 98.23928 106 98.07104 48.39466 107.62288 175 94.10384 42.61236 95.57348

35 105.95376 45.09684 101.81052 107 78.5696 45.7125 100.1888 176 83.40792 45.54588 100.35894

36 122.72248 40.68782 94.69046 108 106.96672 40.25228 92.16824 177 93.73752 42.66868 95.64854

37 88.78744 44.40716 98.62958 109 81.646 49.2236 107.5751 178 82.47408 46.25962 101.69756

38 117.9696 38.9679 90.7332 110 91.50352 44.15248 98.40084 179 106.29184 40.75976 93.11888

39 102.6056 42.3783 95.9906 111 78.09128 46.84492 102.41746 180 105.10904 40.71496 92.90518

40 113.94008 39.58742 91.55886 112 108.242 42.1421 96.1041 181 91.39848 43.38952 96.85466

41 119.67008 38.10442 89.17336 113 81.77216 44.96514 99.01952 182 70.71432 46.23318 100.41594

42 116.96264 39.99036 92.68538 114 91.9432 44.2832 98.7098 183 68.2856 45.4875 98.6618

43 93.7848 43.0368 96.3942 115 112.30504 40.49396 93.21218 184 113.394 41.2898 94.9273

44 113.92192 39.91248 92.21104 116 96.44104 43.49606 97.59578 185 100.60472 44.33268 99.71414

45 120.10464 38.46966 89.95368 117 48.1108 35.6419 76.7433 186 80.71656 48.21554 105.44962

46 121.19568 38.15672 89.43796 118 117.63776 39.97864 92.73232 187 90.03336 45.10804 100.17002

47 107.67608 40.69922 93.14166 119 105.9388 41.2213 94.0107 188 84.39744 46.33576 102.05168

48 107.83328 41.10002 93.96456 120 91.81024 45.30586 100.75368 189 84.80032 46.12508 101.66984

49 118.45704 40.45826 93.78298 121 99.25656 43.24734 97.38942 190 67.4824 45.7916 99.1898

50 152.79552 45.86934 100.27752 122 102.86504 43.16356 97.59778 191 100.01392 45.54968 102.10124

51 106.3168 43.6705 98.9784 123 96.50112 43.27788 97.16304 192 107.43976 44.42924 100.62242

52 75.03984 46.24456 100.89068 124 83.1592 45.2831 99.8042 193 99.38256 44.06374 99.04532

53 116.29312 40.75908 94.16224 125 87.64216 46.19104 102.09942 194 108.40528 44.29142 100.44596

54 117.80592 41.39768 95.60524 126 81.30992 46.88128 102.82684 195 97.01464 44.58716 99.85118

55 114.0016 42.3438 97.1116 127 87.71528 45.88232 101.48586 196 104.45816 42.15014 95.72502

56 106.83496 43.75374 99.20002 128 112.1788 39.1818 90.5587 197 92.67888 45.04482 100.31916

57 95.99392 44.21288 98.99144 129 110.72704 40.30806 92.67328 198 96.95016 46.52714 103.74802

58 112.77384 41.31786 94.91898 130 87.20456 44.95154 99.55962 199 97.94872 44.36918 99.51014

59 90.04432 46.12628 102.22004 131 98.81616 41.62934 94.08772 200 182.622133 42.01706 90.26858

60 107.30536 42.47734 96.68082 132 118.61584 38.75876 90.37988 201 95.15648 44.05832 98.59296

61 99.0004 43.8321 98.5393 133 107.33584 40.57446 92.85508 202 105.10648 40.83222 93.14086

62 110.87216 42.78244 97.66732 134 96.64528 43.76922 98.16676 203 101.44656 42.76544 96.64852

63 121.296343 45.77926 100.98518 135 99.87952 43.59778 98.15964 204 110.19024 39.55836 91.10868

64 113.62176 41.49914 95.37232 136 103.3536 41.5621 94.4264 205 82.07608 45.74002 100.61046

65 122.5916 40.6017 94.5035 137 107.09016 41.18594 94.05982 206 91.08992 43.84068 97.73024

66 124.6712 39.0956 91.6902 138 62.9496 44.6328 96.3846 207 89.7632 43.8003 97.5104

67 98.39608 44.14812 99.11206 139 104.42672 42.06998 95.56044 올그루 C 85.28328 43.76662 96.97466

69 107.22736 43.51634 98.76332 140 94.95712 43.05488 96.55304 금강 C 104.11 41.8814 95.1479

70 122.32632 38.56368 90.37494 141 93.74824 43.19116 96.7009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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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 내습성 콩 유전자원 선발 및 품종 육성

(1) 포장 실험

재래종 400계통 발아 및 생육에서 습해에 대해 다양한 반응을 나타내었다. 발아율의 경우 

평균 54.6%를 나타내었으며 습해 처리 후 생존율은 33.0%를 나타내었다. 400 계통 중에

서 50 ~ 80% 범위의 발아율에 가장 많은 계통이 분포되어 있었으며 (219계통), 생존율의 

경우 20 ~ 50%의 범위에 가장 많은 계통이 분포하 다 (187계통) (Table 15.). 습해 지수

의 경우 400계통 중 349계통이 2에 분포해 있었다 (Table 16). 발아율과 생존율, 그리고 

습해 지수를 종합하여 400계통 중에서 습해에 강한 10계통과 습해에 약한 10계통을 선발 

하 다. 습해에 강한 10계통의 평균 발아율은 84.5 % 으며 생존율은 92% 다. 그에 비

해 습해에 약한 10계통의 경우 발아율이 42.6% 으며 생존율은 0% 다 (Table 17).

(2) Chlorophyll, glucose and MDA 분석

 습해에 강한 3계통과 약한 3계통 모두 습해 처리 시간이 지날수록 총Chlorophyll의 함량

은 감소하 다 (Fig. 31). 습해 처리 2일째의 경우 습해에 S3를 제외한 5계통에서는 습해 

처리 전과 차이를 보이지 않았다. 그러나 4일째에는 습해에 강한 3계통은 10 ~ 20% 정도

의 감소를 보인 반면 습해에 약한 3계통은 약 30 ~ 40%의 감소를 나타내었다. ANOVA 

분석표에서도 chlorophyll의 함량이 습해에 의해서 감소한 것을 볼 수 가 있다(Table 18). 

Makhmudoy (1983)에 의하면 에서도 비슷하게 chlorophyll이 감소한다고 보고를 하

는데 그는 chlorophyll a의 합성이 수분 스트레스에 의해서 저해되므로 인해 총 

chlorophyll의 함량이 감소한다고 보고 하 다. 토양 침수에 의해서 식물체의 기공이 폐쇄

가 되고(Kozlowski, 1984), chlorophyll의 감소와 기공의 폐쇄로 인해 광합성량이 감소하

게 되고 광합성의 감소는 식물의 생장과 생체중에 향을 준다고 한다(Chen et al., 

2002).

Chlorophyll의 감소에 비해 glucose의 함량은 증가를 하 으며 습해에 약한 계통들에서 

보다 많이 증가를 하 다(Fig. 32 과 Table 18). 습해 처리 4일 후, 습해에 약한 3계통은 

137 ~ 173% 정도 증가를 하 고(Fig. 32) 습해에 강한 3계통의 경우 T1을 제외하고는 변

화지 않았다. 습해를 받으면 광합성이 감소되지만 soluble sugar와 starch는 잎에서 증가

된다고 보고되어 있다(Gravatt and Kirby, 1998). 해바라기에서도 이와 비슷한 결과가 보

고되어있다(Wample and Davies, 1983). 광합성에 의해 만들어진 산물이 잎에서 뿌리로 

전달되는데 습해 상태의 뿌리에서 carbohydrate의 요구량이 감소를 하게 되며 그로 인해 

뿌리로 전달되는 양이 제한을 받아 잎에 축적이 되는 것으로 뿌리로 이행되는 양의 제한 

비율이 광합성의 감소보다 크기 때문에 잎에 축적이 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Geiger 

and Savonick, 1975; Saglio, 1985). 

습해 처리 후 MDA는 습해에 약한 3계통에서 31 ~ 54% 증가한 모습을 보인데 비해 습

해에 강한 3계통은 변화가 없는 것을 볼 수 있다(Fig. 33). MDA는 지질 과산화물로 산

화 피해의 지표로 알려져 있다 (Janero, 1990). 식물에서 과산화에 의한 피해는 잎의 노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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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손상과 관련이 있다고 보고되어 있어(Tompson et al., 1987) 수분 피해에 민감함의 결

정(Moran et al., 1994)이나 산소에 의한 스트레스의 민감성(Hunter et al., 1983) 등에 이

용할 수 있다. 우리의 실험에서 습해에 약한 3계통의 경우 4일이 지난 후에 MDA가 증가

를 하 고 이것은 습해에 민감한 반응을 보이는 계통이라는 것을 알 수 있다.



- 103 -

Table 15. The germination and survival range in 400 Korean soybean landraces

   Range
a
 (%)

No. of 

germinated plants (%)

No of

survival plants
b
(%)

0~20 12 (3.0) 124 (31.0) 

20~50 148 (37.0) 187 (46.75) 

50~80 219 (54.75) 85 (21.25) 

80~100 21 (5.25) 4 (1.0) 

Total 400 (100) 400 (100)

a
 The range was grouped according to the percentage of germinated plants among 31 seeds 

and bnumber of survival plants in the number of germinated plant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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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16. Waterlogging tolerance scores for 400 Korean soybean landraces

 Waterlogging injury score a Number of line (%)

0 2 (0.5)

1 11 (2.75)

2 349 (87.25)

3 24 (6.0)

4 14 (3.5)

Total 400 (100)

 

a Score based on: 0, no injury 1, about 30% chlorosis 2, about 50% dead and chlorosis of 

survival plants 3. about 80% dead and chlorosis 4,  100% dead plant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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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17. Germination and survival rates of the 10 waterlogging tolerant and 

susceptible lines from 400 Korean soybean landraces

aScore based on 0 (no injury) to 4 (100% dead plants).
b
 % = number of plants / 31 x 100.

Line No.

No. of

germinated plants 

(%
b
)

No. of

survival plants (%)
Injury scorea

Tolerant lines

KAS160-15 27 (87.1) 27 (100) 2

KAS170-9 27 (87.1) 26 (96.3) 1

KAS200-17-2 27 (87.1) 25 (92.6) 1

KAS134-6 28 (90.3) 25 (89.3) 2

KAS131-1 26 (83.9) 24 (92.3) 2

KAS200-15 25 (80.7) 24 (96.0) 2

KAS150-9 28 (90.3) 23 (82.1) 0

KAS201-7-6 28 (90.3) 23 (82.1) 2

KAS134-4 22 (71.0) 22 (100) 2

KAS201-11 24 (77.4) 22 (91.7) 2

Susceptible lines

KAS160-14 23 (74.2) 0 (0) 4

KAS174-4 21 (67.7) 0 (0) 3

KAS160-20 21 (67.7) 0 (0) 4

KAS201-6-1 17 (54.8) 0 (0) 4

KAS130-5 14 (45.2) 0 (0) 4

KAS200-24-1 13 (41.9) 0 (0) 2

KAS200-22 12 (38.7) 0 (0) 3

KAS174-3 12 (38.7) 0 (0) 4

KAS200-42 11 (35.5) 0 (0) 2

KAS200-2 9 (29.0) 0 (0)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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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31. Change of chlorophyll contents during flooding treatment in the tolerant (T) 

and susceptible (S) lin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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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Fig. 32. Change of glucose contents during flooding treatment in the tolerant (T) and 

susceptible (S) lines.



- 108 -

Fig. 33. Change of MDA contents during flooding treatment in the tolerant (T) and 

susceptible (S) lin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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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18. The analysis of variance (ANOVA) of chlorophyll, glucose and MDA 
contents

Variables Sources F-test

Chlorophyll a + b Cultivar(C) ns
a

Flooding duration(D) **

C x D ns

Glucose Cultivar(C) *

Flooding duration(D) **

C x D ns

MDA Cultivar(C) ns

Flooding duration(D) *

C x D ns

a 
ns means non-significant

 *, ** means significant at 95% and 99% levels, respectivel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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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고품질 형질개선 변이체 품종실용화 및 응용기술 확보

가. 방사선 육종 품종의 보급 실용화 

 본 중장기 연구개발 사업을 통하여 총 10개(원평, 원광, 원미, 원청, 원추, 흑선찰, 흑광찰, 

원품, 녹원찰 및 원해벼)의 벼 신품종이 개발되었다. 그중에서 모두 국립종자관리소에 품

종보호권 및 국가품종목록등재 신청을 하여, 흑광찰벼가 국가품종목록등재가 기각되고, 

원해벼는 2년간의 품종심사를 끝내고 곧 등록이 될 예정이이며, 나머지 품종은 모두 품종

보호권 및 국가품종목록등재를 마쳤다. 품종 등록이 완료된 품종은 자체적으로 종자를 증

식하여 매년 80-120여 농가 및 농업관련 기관에 보급하 다. 2003년∼‘06년 사이에 분양

한 방사선 육종 벼 종자의 총재배면적은 12,000ha 이상으로 추정되며, 1ha당 농가조수익 

900만원 기준으로 볼 때 경제적 효과는 총 1,080억원, 연간 300억원 정도 발생한 것으로 

추산된다. 특히, 원청벼는 내도복성, 양질 다수성을 나타내는 우수한 품종이며, 흑선찰벼 

및 녹원찰벼는 기능성 유색찰벼로 고창군, 천안시, 칠곡군, 해남군, 김제시 등에서 지역 

특산 브랜드미로 개발되어 고가에 상품화되고 있다. 그리고 품종 심사중인 원해벼가 품종

등록 되어 보급되면 간척지를 중심으로 보급 확대가 기대된다. 앞으로도 자체적으로 종자를 

보급함은 물론 각 시군 농업기술센터, 농협 및 종자보급소 등과 연계하여 종자 보급을 확대해 나

갈 예정이다. 벼의 경우 우수한 품종은 20-30년간 재배가 지속되기 때문에 지속적으로 농가 소득

창출에 기여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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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1 . 중장기연구개발사업을 통하여 개발된 방사선 돌연변이 벼 품종 특성 (2000년 

이후 등록품종)

품종명 원평벼 원광벼 원미벼 원청벼 원추벼 흑선찰 흑광찰 원품벼 녹원찰벼

원농번호  원농1호 원농3호 원농5호 원농6호 원농7-5호 원농10호 원농12호
원농14

호
원농17호

원품종 화성벼 섬진벼 추청벼 추청벼 추청벼
상해향혈

나

상해향혈

나
일품벼

재래종 

녹미

(생동찰)

출수기

(월,일)
7. 28 8. 12 7. 27 8. 12 8. 5 8. 2 8. 13 7. 26 8. 15

간장

(cm)
76 81 77 70 78 67 66 78 89

수장

(cm)
21 20 20 20 20 21 18 20 19

주당수수

(개)
19 18 19 20 18 17 19 18 17

수당립수

(개)
83 86 86 82 87 98 86 89 90

천립중 

(g)
20 19 20 20 20.5 23 17.3 21.0 17.0

등숙률

(%)
92 93 88 87 87.6 78 76.2 86.1 85.7

수량

(kg/10a)
550 558 550 562 556 560 476(현미)

565(현

미)
467(현미)

개량된 

형질

조생종,

단간,

내도복,

복합내병

중생종,

중간장,

복합내병,

다수성,

미질개량

(복백제

거)

조생종,

중간장,

내도복,

다수성

중생종,

단간,

내도복,

복합내병,

다수성

준조생중,

내도복성,

복합내병

조생종,

단간,

내도복,

다수성,

목도열병

약

중생종,

단간,

내도복성,

내염성, 

립형개량 

(단원형)

조생종,

숙색개량

,복합내

병

중생종, 

숙기개량, 

등숙향상, 

현미녹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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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1.  방사선육종 벼 신품종의 식물체, 종자 및 상품화 사례 사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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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유망계통의 품종화 및 신형질 벼 돌연변이체 선발 육성

(1) 고품질 벼 유망 계통의 품종화 

  2003년도에  돌연변이 육성계통 M7-8세대 30계통을 논산 시험포장에서 생산력검정

을 실시하여, 일본 품종 유래 돌연변이 JLM-1-2506, JLM-3-6007 등 유망계통을 선

정하 다. 고품질 벼 선발 유망계통의 지역적응성 시험을 실시하여 최종 품종선정 및 

품종출원에 필요한 자료를 확보하기 위하여, 생산력 검정결과를 토대로 최종 선정한 5

계통(JLM-1-6059, JLM-1-2506, JLM-3-6007, JLM-3-6003,  MC-2-EM) 및 대전, 예

산, 평택시, 화성 등 4개 지역에서 지역적응성 시험을 실시하 다(Table 2). 그중에서 

성적을 비교 검토한 결과, 하여 JLM-3-6003, JLM-1-2506을 품종출원예비 품종으로 

선정하 다. 이들 계통을 대상으로 2006년도에 정읍 시험포장에서 최종 특성평가 및 

수량검정을 실시하 는데, 전체적인 생육 및 수량특성이 좋지 않아 2007년도에 최종 

시험을 거쳐 선발된 계통을 신품종 출원할 예정이다. 

(2) 고품질 벼 육성을 위한 신 유망계통 선발   

  2003년도에 국내 주요 8품종(신동진, 세계화, 운봉21호, 동진1호, 일미벼, 주남벼, 화

벼, 상남밭벼)의 단점을 개량하기 위한 목적으로 종자를 감마선 300Gy을 처리하여 

M2종자 (3∼5kg)씩을 생산하 다. 

 2004년도에 M2종자를 500개체씩 이식하여 재배하여, 유용 형질변이 250계통의 M3종

자를 생산하 다. 그 후 M4-M5세대에서 250계통을 1수 1열법으로 포장재배하여 특성

평가를 실시하여, 농경특성이 양호하거나 생육특성이 특이한 분리 계통을 세대진전을 

시키면서 특성평가 및 재선발을 실시하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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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2. 벼 유망계통의 지역적응성 시험

계통 지역 출수기
간장

(cm)

수장

(cm)
수수

수당

립수

등숙

비율
천립중

정현

비율

(%)

현미 수량

(kg/10a)
식미

JLC-1

대전 8.13 85.8 20.3 18 95 83.5 20.9 81.4 577

예산 8.13 80.3 20.8 16 88 88.4 21.8 80.4 644

평택 8.16 75.9 15.6 21.4 768(조곡)

화성 8.13 81 20 13.4 33.1 91.2 81.8 574 63.3

JLM-1-

2506

대전 8.17 83.3 20.5 19 95 70.6 20.1 80.6 570

예산 8.13 80.3 20.8 16 88 88.4 21.8 80.4 644

평택 8.15 80.4 15.3 21.1 744(조곡)

화성 8.13 81.0 21 12.8 96 90.2 81.8 587 65.0

JLM-1-

6059

대전 8.10 89.4 21.3 19 82 68.7 22.8 80.0 600

예산 8.10 86.3 21.2 17 84 87.8 25.4 82.5 676

평택 8.8 76.7 17.2 23.1 798(조곡)

화성 8.5 82 21 14.3 95.0 87.1 81.9 593 52.3

JLC-3

대전 8.21 82.6 197 18 99 86.9 19.3 77.3 569

예산 8.19 80.0 20.6 15 83 85.6 19.4 82.0 777

평택 8.14 71.9 13.2 21.5 726(조곡)

화성 8.21 79 20 12.8 100 90.8 82.3 555 79.3

JLM-3-

6003

대전 8.11 83.0 20.6 20 77 89.6 22.3 83.6 617

예산 8.10 78.2 20.3 16 81 96.3 23.4 82.4 614

평택 8.3 71.9 14.3 21.1 651(조곡) 63.3.

화성 8.9 79 20 14.0 79 93.5 83.6 499

JLM-3-

6007

대전 8.10 83.3 20.8 19 80 93.6 22.3 83.6 648

예산 8.08 77.4 20.5 18 78 96.2 23.1 84.4 645

평택 8.3 73.7 13.9 21.5 714(조곡)

화성 8.7 77.0 20 13.4 84 91.4 83.4 541 67.0

MC-2

대전 8.25 103.3 21.5 14 118 73.6 19.6 77.0 475

예산 8.23 100.5 23.8 13 102 73.0 20.3 80.9 571

평택 8.19 91.2 11.1 21.5 681(조곡)

화성 8.22 97 23 11.3 139 87.9 82.2 568

MC-2-

EM

대전 8.03 94.8 20.9 15 98 78.2 21.0 81.5 510

예산 8.01 89.9 21.5 12 109 92.2 22.8 80.3 583

평택 7.30 84.1 14.8 13.9 22.3 606(조곡)

화성 7.28 84 21 11.2 87 93.4 81.4 49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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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3. 최종 선정계통의 수량검정 시험

계통(품종)명
출수기

(월.일)

간장

(cm)

수장

(cm)

주당

수수

(개)

수당

립수

(개)

등숙 

비율

(%)

도복

(0-9)

현미

천립중

(g)

정현

비율

(%)

10a당 수량

정조중 현미중 백미중

KSHM-6003 8.16 61.8 18.8 18.9 69.3 87.0 1 19.9 74.0 582.0 423.3 328.4

고시히카리 8.9 72.3 18.1 15.9 56.5 74.0 20.4 79.5 416.0 328.1 235.1

남평벼 8.19 72.4 17.2 16.2 70.4 81.1 18.9 80.4 550.1 442.2 349.2

JLC-3 8.25 66.2 17.9 15.9 76.9 91.4 18.1 81.1 471.0 381.6 309.9

JLM-3-6003 8.14 63.8 18.3 18.6 60.2 73.8 19.2 80.0 443.3 354.2 295.3

신선찰 8.14 80.0 19.8 16.6 82.2 76.5 20.1 83.8 564.6 491.7 391.3

원농15호 8.16 81.1 26.9 11.5 125.5 6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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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방사선육종 선발 유망 콩 계통의 품종화 및 후대검정

(1) 밥밑용콩 신품종 “조생서리” 품종 개발 및 품종출원

 재래종 서리콩의 성숙기를 빠르게 하고, 콩알의 크기를 작게 하기 위하여 재래 수집종  (94서리)

에 방사선을 조하여 육성 선발한 94서리-A-111 계통을 2005년도에 지역적응시험 및 최종 특성평

가를 통하여 “조생서리”라 명명하고 품종보호권 및 국가품종목록등재 신청을 실시하 다 (2005. 

12. 23) (Table 4). 

 신품종 “조생서리”의 개화기는 7월 28일경으로 일반콩과 비슷한 중생종이며, 성숙기는 원품종이 

11월 7일경이나 조생서리는10월 5일경으로 원품종보다 약 1개월 빨리 성숙되는 중생종이다. 백립

중은 32.8g 으로서 원품종인 94서리의 40.1g 보다 20%나 작아 어린이들이 밥밑용으로 좋아하는 중

립종 서리콩이다. 밥밑콩으로 가장 좋은 평가를 받고 있는 서리태 중 종피색은 검정색이며 

자엽색은 녹색을 띄는 “서리태 94”의 종자에 방사선 250Gy를 처리한 후대에서 선발한 것

으로, 원품종이 극만숙종이기 때문에 서리가 내리는 10월 중순까지도 종자가 완전히 성

숙되지 않기 때문에 조숙계통을 선발하고 또한 다수성 계통을 선발하기 위함이다 (Table 

5, Fig 2).

(2) 미이라병 저항성 돌연변이 계통 선발 및 예비시험

 재래 수집종 KAS360-22에 감마선을 조사(250Gy)하여 미이라병(pod & stem blight)에 

저항성이고 조숙계통인 KAS360-22-45-1, KAS360-22-45-9, KAS360-22-45-9-1 계통을 

선발하 고 그 중 갈색콩 KAS360-22-45-1을 이용하여 수량 및 지역적응 시험을 실시하

다. 미이라병(pod and stem blight: Diaporthe phaseolorum var sojae Wehm)은 1920년 

미국의 North Carolina에서 처음 나타났으며, 1923년 Lehman에 의하여 최초로 보고되었

고, 이 병은 대두의 원산지인 한국과 중국을 비롯한 일본, 대만, 태국, 인도, 세네갈, 이집

트, 아르헨티나, 브라질, 캐나다, 미국, Guyana 등에 세계적으로 분포하고 있다고 보고되

고 있고, 병균 침입시기는 R7부터인데 성숙기의 높은 습도와 높은 온도에서 미이라병의 

종자 감염이 매우 잘 된다고 알려졌다.

 돌연변이 후대 검정시 성적에 의하면 원품종에 비해 돌연변이체들이 수량성도 높았고, 

또한 미이라병 감염률을 보면 조사당시 원품종인 KAS 360-22는 14.5%가 감염되었고 교

배후대인 903-8-1도 14.5%, 감염률이 낮은 것으로 알려진 황금콩은 17.5%로 가장 높은 

감염률을 보여 주었다. 2006년 수량 및 지역적응 시험을 통해 나온 결과에 의하면 미이라

병 감염율이 4배나 낮은 것으로 재확인 되었고, 수량도 원품종 (KSA 360-22)에 비하여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Table 6). 

 조숙계통인 이들 선발계통은 2006년 성적에 의하면 원품종에 비하여 숙기가 늦어져 다

시한번 확인해 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된다. 특히 이들 품종들은  7월 하순부터 계속되는 

장마와 많은 비로 인하여 이병될 수 있는 각종 조건들이 충족되면서 8월 초순의 많은 비

로 인한 토양의 지하수위가 높아져 식물체 뿌리부분이 약화되면서 이차적으로 식물체의 

각종 기관이 나약해져 이 병이 쉽게 이루어졌으며 또한 이병된 식물체는 병원성의 급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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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증식으로 종자에까지 쉽게 번져 그 피해정도가 매우 높아지기 때문에 특히 선발계통

들이 유망하게 활용될 수 있다고 하겠다.

(3) 나물용 및 장류용 다수성 콩 돌연변이 선발 및 예비시험

 나물용 및 장류용으로 활용하기 위하여 육성한 선발 돌연변이 계통 중 앞선 실험에서 

CB 27-15-52 을 원품종인 방사콩 및 태광콩과 비교 시험한 결과 성숙, 개화 및 성숙일

수는 비슷했지만 수량성이 우수하다는 것을 알 수 있었다. 특히 미이라병에 대한 내성이 

원품종에 비해 뛰어나기 때문에 나물용보다는 장류용 콩 품종으로 CB 27-15-52가 유망

할 것으로 여겨졌다 (표 3). 앞선 실험에서 특히 이 계통은 내건성 지수가 가장 높았었기 

때문에 다수성 품종으로의 직접 품종화하거나, 내건성이 강한 것으로 판단됨으로 앞으로 

내건성 육종시 교배 모본이나 부본으로 활용할 수 있을 것으로 보여진다.

(4) 중소립종 밥밑용 검정콩 돌연변이 계통의 선발 및 예비시험

 국내에서 가장 수확량이 많은 품종인 팔달콩을 선택하여 제색이 검으면서 종실의 모양

이 납작하고 중소립종의 단점 형질을 개량하기 위하여 10,000립의 종자에 γ-선 300Gy를 

조사하여 육성 선발한 후대에서 20계통 중 중립검정의 다수성 변이계통 900-326을 팔달

콩과 함께 재배하 다 (표 3). 원품종에 비해 수량성이 뛰어나고 팔달콩의 단점인 제색이 

개량된 점으로 보아 반찬용 또는 밥밑용으로 활용이 가능할 것으로 여겨진다. 

(5) 특수성분 개량용 돌연변이 후대 계통의 유지 및 수량검정 

 지금까지 밝혀진 바에 의하면 콩 성분 중 “phytic acid”는 환경오염을 시키는 즉, 물의 

부 양화를 공여하는 성분 중의 하나로 알려져 있다. 콩 속에는 들어있는 phytic acid는 

동물사료로 사용된 후 가축의 분뇨로 강이나 호소로 유입되어 부 양화를 시키는 조류의 

양분으로 공급되고 있기 때문이다. 동물사료용으로 이용되는 콩 속에 phytic acid가 소

량인 콩을 개발하고자 우리나라에서 가장 많이 재배되고 있는 “황금콩”에 250Gy의 방사

선으로 처리하여 얻은 돌연변이 후대를 육성하 고, 이들 변이계통의 종자를 강원대학교

에 의뢰하여 phytic acid 함량이 비교적 낮은 11계통의 특성을 조사하 다. Phytic acid 

함량이 20% 정도 낮아진 계통으로는 황금-22, 38, 78, 144, 165, 219, 260, 267, 328, 343, 

457이며 이들 계통은 phytic acid의 함량분석 시험을 다시 한번 검정하고 있다. 

 또한 약 콩으로 한약방에서 사용중인 KAS 523-7, KAS 523-38의 비린내나는 성분인 

lipoxigenase 1, 2, 3이 없는 변이체를 육성하고자 이들 종자에 250Gy의 방사선을 처리하

여 유망계통으로 선발한 계통의 특성을 검토하 고 이들 계통 중 lipoxigenase 성분이 감

소한 523-7-102, 523-7-135, 523-7-137, 524-38-12, 524-38-29를 선발할 수 있었다. 그러

나 선발된 이들 계통들은 lipoxigenase 성분이 완전하게 소멸된 것이 아니기 때문에 생식

용으로 사용하기에는 콩 비린내가 나기 때문에 더 많은 연구가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또

한 변이계통 중 수량성이 2,000kg/ha 이상으로 높은 계통은 KAS 523-7-14, 17, 19, 79, 

114, KAS 524-38-15, 76이며 이들 계통은 다수성 품종으로 개발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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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4. 조생서리의 생육특성

품종명 지역/연도
수량

(㎏/10a)

백립중

(g)

성숙기

(일)

개화기

(일)

성숙

일수

(일)

경장

(㎝)
마디수 분지수

꼬투리

수

내재해성 내병충성

내도복

(0-9)

협개일성

(1-9)
괴저병

모자이크 

병

미이라병

(%)

콩나방

(%)

검정콩 

1호
정읍/‘05 90 33.5 79.3 50.7 130 34.3 3.6 12.8 84.8 5 6 0 0 29 0

조생서

리
정읍/‘05 179 32.8 73.0 57.0 130 74.4 3.9 14.7 89.3 4 4 0 0 7 0

94 

서리
정읍/‘05 74 40.1 98.0 66.0 164 62.4 5.5 16.7 111.5 6 6 0 0 5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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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생서리(신품종)               94서리(원품종)

10월 4일                     11월 7일

Fig 2. 원품종 서리태와 변이품종 조생서리의 성숙시기 및 종자크기 차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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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5. 조생서리 품종특성표 

 ○ 특성 조사 장소  : 전라북도 정읍시 신정동 1266.

                      한국원자력연구소 방사선육종시험장 시험포장

 ○ 대조품종(제일 유사한 품종)의 명칭 : 94서리(서리태)

No 형      질
표  현  형  태 출 원 품 종 대 조 품 종

1 2 3 4 5 6 7 8 9 No 실 측 치 No 실 측 치

1 배축색 없
거
나
매
우
약
하
다

약
하
다

중
간

강
하
다

매
우
강
하
다

5 5

2 신육형 유
한
신
육
형

중
간
무
한
신
육
형

 1  1

3 생육습성 직
립

반
직
립

중
간 

반
포
복

포
복  1  1

4 경장 매
우
작
다

작
다

중
간

크
다

매
우
크
다

 3     45.1  5    62.4

5.1 모용색 회
색
갈
색

 2  2

5.2 모용모양 곱
슬
모
양

반
곱
습

곧
은
모
양

 2  2

5.3 모용자세 서
다
중
간
눕
다

 1  1

6 엽모양 피
침
형

피
침
능
형
중
간

능
형
난

형

타
원
형  3  3

7 엽색 담
록

녹
색

농
록

 3  3

8 엽의 크기 작
다

중
간

크
다

 3  3



- 121 -

No 형      질
표  현  형  태 출 원 품 종 대 조 품 종

1 2 3 4 5 6 7 8 9 No 실 측 치 No 실 측 치

9 화색 백
색
담
자
색

농
자
색

 3  3

10 협색 회
색

담
갈

갈
색

농
갈

흑
색
 5  5

11 종실크기 작
다

중
간

크
다

 5  7

12 종실모양 구
형
편
구
형

장
형
편

장

형

 2  2

13.1 종피색 황
색
녹
황
녹
색
갈

색

흑
색

 5  5

13.2 종피의 2차색 형태 줄
무
늬

얼
룩
반
점

 _  _

13.3 종피의 광택 약
하
다

중
간

강
하
다

 5  3

14 제색 회
색
황
색
갈
색
농

갈

흑
색  5  5

15 개화시 매
우
빠
르
다

매
우
빠
름
과
빠
름
중
간

빠
르
다

다

소

빠

르

다

중
간
다
소
늦
다

늦
다
늦
다
와
매
우
늦
다
중
간

매
우
늦
다
 5
    57일
(5/27~7/22)  9

    67일
 (5/27~8/1)

16 성숙기 매
우
빠
르
다

비
교
적
빠
르
다

빠
르
다

다

소

빠

르

다

중
간
다
소
늦
다

늦
다
비
교
적
늦
다

매
우
늦
다
 3     75일
(7/22~10/4)

 9    99일
(8/1~11/7)

17 종실자엽색 황
색
녹
색

 2  2

※ 작성요령

 - 계급(No)란에 해당되는 표현형태의 계급번호를 기입

 - 실측형질의 경우 계급(No)란에 계급을 기록하고 실측치란에 정확한 수치기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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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6. 선발 유망 돌연변이 계통의 특성평가 (2006년 시험성적)

품종명 지역 수량 
백립중

(g)

성숙기

(일)

개화기

(일)

성숙일
수

(일)

경장

(cm)

마디수

(n=6)

분지수

(n=6)

꼬투리
수

(n=6)

내병충성(%)

(g/주) (kg/ha) 자반병 미이라

360-22 정읍 4.7 806.1 22.2 62.0 44.0 106.0 32.3 3.5 10.8 39.8 1.3 4.3 

360-22-45-1 정읍 61.9 5326.5 29.6 71.7 54.0 125.7 41.2 4.3 12.8 65.4 0.0 0.0 

팔달 정읍 34.3 2955.6 15.7 70.0 46.0 116.0 36.5 2.8 11.4 48.4 0.0 0.3 

900-326 정읍 77.2 6645.6 30.1 69.3 57.7 127.0 45.6 5.4 15.0 75.2 0.0 0.0 

방사콩 정읍 45.7 3932.2 15.8 73.0 54.0 127.0 49.3 4.9 14.5 90.2 0.3 3.0 

CB27-15-52 정읍 64.9 5588.6 19.5 72.3 57.0 129.3 55.6 5.8 16.3 113.4 0.0 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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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유망 야생 식물의 고부가가치 농림실용화

가. 무궁화 품종 개발

□ 품종 특성표

○ 식물의 종류     :  무궁화

○ 출원품종의 명칭 :  창해(滄海, Changhae)

○ 출원인의 성명   :  장 인순 

○ 특성조사자 성명 :  송 희섭

○ 특성조사 장소 : 경기도 남양주시 호평동 168-14 한국원자력연구소 원자력시험           

           농장 무궁화 육종 시험포

○ 특성조사 연도   : 1999-2002

○ 대조품종(제일 유사한 품종)의 명칭: 각창(모본)

No 특  성
표    현    형    태 출원품종 대조품종

1 2 3 4 5 6 7 8 9 10 11 12 No 실측기 No 실측기

1. 식물체 초
본
성

목
본
성

2 2

2. 배수성 2
배
체

4
배
체

2 2

3. 수고:생육적온하에
서 노지에 식재된 
약 3년생을 관찰

왜
성

관
목

소
교
목

교
목

3 3

4. 가지 : 밀도 성
김

중
간

조
밀

5 5

5. 가지 : 방향 상
향

수
평

하
향

3 3

6. 가지 : 색 황
녹
색

녹
색

녹
갈
색

갈
색

기
타

3 3

7. 엽신 : 전체 모양 방
추
형

타
원
형

광
타
원
형

난
형

광
난
형

원
형

심
장
형

신
장
형

기
타

2 2

 8. 엽연 : 모양 전
연

파
상

둔
거
치

예
거
치

치
아

이
중
거
치

결
각

기
타

3 3

9. 잎 : 길이 단 중 장 5 5

10. 엽신 : 너비 협 중 광 5 5

11. 잎 : 잎의 너비/
잎의 어깨너비

아
주
좁
다

좁
다

중
간

넓
다

아
주
넓
다

5 5

12. 잎 : 두께 얇
다

중
간

두
껍
다

5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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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o 특  성
표    현    형    태 출원품종 대조품종

1 2 3 4 5 6 7 8 9 10 11 12 No 실측기 No 실측기

13. 잎 : 광택 약
하
다

중
간

강
하
다

5 5

14. 엽맥 : 모양 뉴
호
우
세
이
형

중
간
형

당
상
맥

기
타

2 2

15. 화관 : 열린모양 나
팔
형

깔
대
기
형

평
개

내
곡

외
곡

기
타

3 3

16. 화관 : 모양 홑
-1

홑
-2

반
겹
-1

반
겹
-2

겹 기
타

1 1

17. 꽃잎 : 겹침정도 겹
치
지
않
음

조
금
겹
침

완
전
겹
침

5 5

18. 꽃 : 화경 극
소

소 중 대 7 5

19. 화색 순
백

백
단
심

홍
단
심

자
단
심

청
단
심

아
사
달
계

노
란
색

기
타

5 3

20. 꽃 단심 : 분포 무 퍼
지
지
않
음

퍼
짐

조
금
퍼
짐

아
주
퍼
짐

3 3

21. 꽃 단심 : 색 적 청 황 1 1

22. 꽃 무늬(띠) : 위치 무 좌
아
사
달

우
아
사
달

상
아
사
달

1 1

23. 꽃수 : 개화수의 

만고 적음

적
음

중
간

많
음

3 3

24. 꽃수 : 계절 차

가 많고 적음 : 

계절에 따라 개

화수의 변화가 

많고 적음

적
음

중
간

많
음

5 5

25. 개화기 : 생육적

온하에 재배한 

경우의 개화기

여
름
개
화

겨
울
개
화

사
계
화

3 3

26. 임실성 : 결실의 

정도

낮
음

중
간

높
음

5 5

  * 출원․대조품종의 No란에 표현형태의 해당하는 계급치를 숫자로 기재하고 실측치가 있는 

경우에는 함께 기재하여 주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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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종특성 기술

 1. 종명 및 학명 : 무궁화 (Hibiscus syriacus)

 2. 품종명 : 창해(滄海)

 3. 식물체의 주요 형태적 특성

  3.1 .꽃색 : 꽃잎의 크기가 모본보다 크고 꽃잎색은 보라색에 푸른빛을 띠어 

밝은 색상을 나타내며  단심부분은 진한 붉은 단심이며 가느다란 

방사맥이 있음. 

  3.2. 단심색 : 진한 붉은색  

 4. 출원품종이 대조품종과 구별되는 특성

  4.1.  꽃색 :  창해: (꽃잎은 보라색에 푸른빛을 띠움)

               각창: (붉은보라색임)

  4.2. 단심색 : 창해 : (붉은색), 

               각창 : (붉은색) 

 5. 출원품종의 균일성과 안정성을 기술 (대조품종 포함)

  - 방사선을 이용한 돌연변이육종으로 육성된 년생 양번식 품종으로 균일  

성과 안정성 확보 

 6. 출원품종을 구별하는데 도움이 되는 추가 정보

   - 꽃색은 보라색에 푸른색이 들어있어 밝은 색상이며 꽃이 대형임

    (직경: 12~14cm).  

 7. 품종육성에 관한 정보

  7.1 위 품종은 유전적 변형기술을 이용하여 육성된 품종(GMO)입니까?

         예(   ), 아니오( 0  )

  7.2 유전적변형기술에 의한 품종(GMO)인 경우 보건복지부고시 1997-12호의 

“유전자 재조합체 실험지침”이나 농촌진흥청의 “농림축산업 관련 유전자 

재조합체 실험 및 취급지침(연협51800-42(‘99. 1. 28)” 또는 국제규정에 의

해 실험을 실시하 습니까 ? 

         예(  ), 아니오(  ) 

  7.3 관련규정에 의해 실험을 실시한 경우 안전성 결과를 첨부하 습니까?

         예(   ), 아니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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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종의 육성경과

1. 육성목표.

   나라꽃인 무궁화의 아름다운 색상을 지닌 무궁화 품종 육성.

2. 육성내역 

 가. 방사선처리 연도 :1994년

 나. 채종년도 : 1993년 

 다. 모  본    : 각창 

 라. 1차 선발 : 1996년

 마. 최종선발  : 1998년

 바. 품종특성조사: 1999 - 2000

3. 육성계보도 

  o  각창 종자 채종 ----------- 감마선(100Gy)처리 후 파종  --------- 

      (1993년 가을)                       (1994)                             

       

     각창 S-10-1 ------------ 원농11호 -----------  ‘창해’로 명명

     1차선발(1996)             최종선발(1998)               (2003. 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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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들잔디 조직배양체계 확립 및 제초제 저항성 변이체 선발

(1) 성숙 종자에서 캘러스 유도 및 배양

잔디 캘러스 유도 조건을 알아보기 위해 들잔디 성숙종자를 2,4-D와 BA가 다양하게 조합된 

MS배지에서 캘러스를 유도하 다. 2,4-D의 농도가 증가할수록 캘러스 형성율이 높아지다가 

4mg/L에서는 감소하는 경향을 보 다. BA에 의한 효과는 뚜렷이 나타나지 않았다. 전체 호르

몬 조합 중에서 2mg/L 2,4-D와 0.02mg/L BA조합에서 캘러스 형성율이 46.7%로 가장 높은 

효과를 보 고 성숙종자를 이용한 캘러스 유도에 적정 호르몬 조합으로 생각된다. 이는 

Toyama et al. (2003)에 보고한 재분화율이 높은 캘러스가 많이 나타나는 호르몬 조합과 일치

하는 결과를 나타냈다. 일반적으로 Poacea (Bhaskaran and Smith, 1990)뿐만 아니라 들잔디

(Al-Khayri et al., 1989; Asano, 1989; Asano et al., 1996; Inokuma et al., 1996; 1998) 캘러스 

재분화를 위한 배지 조성에는 2,4-D가 제외되어 있다. 이를 바탕으로 본 실험에서는 재분화 배

지에서 2.4-D를 제외하고 cabohydrate의 향을 알아보고자 하 다. Cabohydrate로 maltose와 

sucrose를 이용한 결과 3% sucrose를 사용한 배지에서 재분화율이 26.7%로 maltose를 사용한 

것에 비해 높은 결과를 보 다. 

(2) 들잔디 캘러스 감수성 조사

잔디 캘러스에 감마선을 조사하여 인위적으로 제초제 저항성 개체를 유도하기 위한 실험의 일

환으로 우선 잔디 캘러스의 감수성을 조사하기 위하여 캘러스에 감마선을 조사하여 생체중을 

조사한 결과 Fig. 2. 와 같았다. 선량이 높아짐에 따라 생체중은 감소하여 30Gy에선 대조구와 

큰 차이를 보이진 않았으나 50Gy에서 급격히 감소하여 70Gy에선 대조구에 대해 43% 정도로 

생육이 감소하 으며 100Gy의 선량에선 대조구에 비해 25% 정도로 감소하 다. 방사선 조사 

후 재분화율을 조사한 결과 캘러스 생육과 마찬가지로 방사선을 조사하 을 때 재분화율이 급

격히 감소하는 것을 볼 수 있었고 30Gy 선량으로 조사했을 경우 생육에서는 큰 차이가 없었으

나 재분화율은 대조구에 비해 급격히 감소하는 것을 관찰하 다(Fig. 3). 결론적으로 방사선이 

캘러스 형성에 부정적인 향을 준다는 것을 알 수 있었고 생육 감소와 재분화율을 고려해볼 

때 잔디 캘러스의 LD50은 50, 70Gy 정도인 것으로 판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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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제초제 저항성 캘러스 선발 적정 농도 결정 

제초제 저항성 캘러스를 선발하기 위하여 캘러스가 어느 수준의 제초제 농도까지 생존할 수 

있는지 알아보기 위해 먼저 캘러스를 액체배양한 후 0, 0.5, 1.0, 2.5, 5.0, 7.5, 10mM 

glyphosate가 포함된 액체배지에 치상하여 30일 후에 생존율을 조사한 결과 Fig. 4.와 같았다. 

Glyphosate에 대한 캘러스의 생존율은 제초제 농도가 증가할수록 감소하 고 LD50은 약 

2.0mM로 나타났다 (Fig. 4,5). 

(4) 제초제 저항성 캘러스 선발

감마선을 이용한 기내돌연변이의 과정을 거쳐 제초제 저항성 캘러스를 선별하기 위해 Fig 2에

서와 같이 방사선(30, 50, 70, 100Gy)와 Fig 4.에서 약 LD70인 2.5mM glyphosate를 처리하여 

40일 후의 생존율에 대한 결과는 Fig 6.와 같다. 제초제 저항성 캘러스 선발 효율은 방사선을 

조사하지 않은 대조구에 비해 방사선을 조사한 처리구에서 증가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고 

방사선 처리구 중에서는 70Gy에서 저항성 캘러스 선발효율이 가장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방

사선을 처리했을 때 대조구에 비해 저항성 캘러스의 선발효율이 증가함으로써 제초제 저항성 

캘러스 선발에서 방사선 처리가 효과적이라는 것을 알 수 있었다.

(5) 저항성 식물체 선발농도 결정

식물체에 glyphosate를 처리하여 제초제 저항성 개체를 선발하기 위하여 우선 glyphosate에 대

한 식물체의 감수성을 조사해 보기로 하 다. 시중에 판매되고 있는 근사미를 이용하여 0, 0.1, 

0.3, 0.5, 1.0, 2.0, 5.0%의 농도로 처리하 다. 처리 후 1, 3, 5, 7, 10, 15일이 되었을 때 sample

을 취해 분석에 이용하 다. 

(6) 제초제 처리후 생리적 변화  

Glyphosate를 처리한 후 Electrolyte leakage를 조사한 결과 Fig. 7.과 같다. 제초제 처리 농도

가 높을수록 처리일수가 길어질수록 electrolyte leakage값이 증가하 다. 처리 일수별로 비교해

볼 때 제초제 농도가 0.5%일 때 electrolyte leakage값이 급격히 증가하는 것을 확인하 다. 

Electrolyte leakage 값은 식물세포의 피해정도를 예측하는 지수로서 세포막의 손상정도를 간접

적으로 측정하는 방법이다. 피해를 받은 세포는 세포막의 구조적 변화로 세포 내용물의 투과성

을 높여 결과적으로 EC값을 증가시키는데 근거를 두고 있다. EC 값의 변화는 식물 세포가 파

괴 전에 활력 상실이 선행되기 때문에 전기전도도의 경미한 증가도 활력 저하의 징후로 볼 수 

있다. 식물내 malondialdehyde (MDA) 함량은 생물계에서 지질의 과산화 정도를 간접적으로 

측정하는 TBA test로 측정하 다. 실험 결과 처리 7일까지는 제초제 농도에 따른 큰 변화가 

나타나지 않았으나 10, 15일후에는 처리농도에 따라 MDA 함량이 급격히 증가하는 것을 알 수 

있었다 (Fig. 8). 물질대사의 중요한 역할을 하는 엽록소와 카로티노이드 함량을 조사한 결과 

glyphosate 처리 농도가 높아질수록 엽록소와 카로티노이드 함량이 감소하는 결과를 보 다 

(Fig. 9). 제초제 농도와 처리시간에 따른 proline의 변화는 Fig. 10.과 같다. 제초제 처리 농도

가 증가할수록 proline의 함량은 증가하는 결과를 보 다. 그러나 제초제 처리 초기에는 농도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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따라 큰 차이를 보이지 않다가 처리 시간이 길어질수록 농도에 따라 급격히 proline 함량이 증

가하는 것을 관찰하 다. 위의 결과를 종합해 볼 때, 제초제 저항성 들잔디를 선발하기 위해 

적정한 농도는 0.5%인 것으로 확인되었다.

(7) 제초제 저항성 개체 선발

포장에서 M1 식물체를 육성하여 얻은 M2 종자를 파종하여 약 80일을 재배하여 비닐하우스에

서 0.5% glyphosate를 처리하여 재배한 결과 방사선을 처리하지 않은 처리구는 고사하 으나 

생육이 왕성하거나 제초제 피해를 받지 않은 저항성 계통을 선발할 수 있었다 (Fig 11). 

(8) 제초제 저항성 식물체의 특성 조사

식물세포의 피해정도를 예측할 수 있는 electrolyte leakage값을 측정하여 세포막의 손상정도를 

간접적으로 측정할 결과 그림 12와 같았다. 제초제를 처리하기 전에는 저항성 개체와 비저항성 

개체간에 차이가 없으나 처리 15일 후 측정결과 저항성 개체의 electrolyte leakage값은 

20-30% 사이로 대조구에 비해 현저히 낮은 결과를 보 으며 비저항성 개체의 경우에는 대조

구와 마찬가지로 80% 이상의 값을 나타냈다. 물질대사의 중요한 역할을 하는 엽록소 a, b 및 

전체 엽록소 양과 카로티노이드 함량을 조사한 결과 제초제 처리 후 엽록소 a 함량은 제초제 

무처리구에 비해 처리구에서 감소하 는데 대조구 및 감수성 계통은 94, 90, 92, 90% 감소하

지만 저항성 계통의 경우는 각각 60, 49, 33% 감소로 제초제 저항성과 감수성 계통간에 큰 차

이를 나타냈다. 엽록소 b 에서도 제초제 처리구에서 감소하 는데 저항성 계통에서 각각 60, 

53, 37% 감소하 지만, 대조구나 감수성 계통에서는 95, 91, 93, 90% 감소하 다. 카로티노이드 

함량의 경우도 엽록소 함량과 비슷한 결과를 나타냈다. 제초제 처리후 대조구와 감수성 계통은 

각각 63, 57, 73, 65% 감소하 고 저항성 계통은 44, 43, 30% 감소하 다 (Fig 13). 

제초제 처리시 잎의 노화를 일으키는 엽록소 함량의 감소는 일반적인 스트레스의 양상으로 본 

실험에서는 제초제 저항성과 감수성 계통간의 차이를 분명하게 구분하여주고 있다. 지질의 과

산화 정도를 간접적으로 측정하는 MDA를 측정하여 제초제에 의한 피해 정도를 측정하 다. 

대조구와 저항성, 감수성 모두 제초제를 처리했을 때 MDA값이 증가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

다. 그러나 앞에 수행한 electrolyte leakage나 엽록소 함량을 측정한 결과와는 달리 저항성 계

통과 감수성 계통간의 큰 차이는 보이지 않았다 (Fig 14). 제초제 처리후 proline의 함량변화를 

측정한 결과 Fig 15와 같았다. 제초제 처리구에서 무처리구에 비해 proline 함량이 4배 이상 크

게 증가하는 결과를 보 고 제초제 저항성인 개체에 비해 감수성을 가진 개체의 경우 proline 

함량이 더 많이 증가하는 것을 관찰하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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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1. Effect of hormon combination of 2,4-D and BA on callus induction from 

zoysiagrass seed. 

BA

0 0.01 0.02 0.2 0.5

2,4-D

0.0 - - - - -

0.5 16.7±8.8 13.3±5.8 18.9±9.6 10.0±3.3 15.6±6.9

1.0 17.8±3.8 11.1±5.1 18.9±1.9 22.2±5.1 14.4±1.9

2.0 30.0±6.7 27.8±5.1 31.1±1.9 46.7±3.3 36.7±8.8

4.0 32.2±5.1 42.2±8.4 25.6±5.1 27.8±6.9 24.4±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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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2. Effect of carbohydrates on regeneration of callus derived from zoysiagrass seed.

Carbohydrates
Frequency of 

green spot (%)

Frequency of

 regeneration (%)

No. of shoots 

per callus

Maltose 23.33±3.82 15.83±3.82 5.20±1.99

Sucrose 19.17±7.64 26.67±5.20 7.10±2.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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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1. Tissue culture system of zoysiagrass. A: callus induction (MS+2ppm 2,4-D, 0.2ppm 

BA), B: callus propagation (MS+4ppm 2,4-D, 0.01ppm BA), C: regeneration (M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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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2. Relative growth of callus grown for 30 days after irradiation with various doses of 

gamma ra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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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3. Comparison of regeneration frequency of zoysiagrass by irradiated gamma-ray dos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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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4. Relative growth of callus grown for 30 days on media containing various 

concentrations of glyphosat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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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5. Growth comparison of callus on MS liquid media supplemented with various 

glyphosate concentration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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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6. Percentage of the callus survived on the medium containing 2.5mM glyphosate. The 

calli were irradiated with gamma ray of 0, 30, 50, 70, 100 G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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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7. Change of electrolyte leakage according to glyphosate concentration in zoysiagras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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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8. Change of malondialdehyde (MDA) according to glyphosate concentration in 

zoysiagras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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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9. Change of chlorophyll and carotenoid contents according to glyphosate concentration 

in zoysiagras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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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10. Change of proline contents according to glyphosate concentration in zoysiagras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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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Fig. 11. Growth responses of zoysiagrasses at 0.5% glyphosat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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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12. Comparison of the electrolyte leakage in tolerant and sensitive M2 seedlings after 

0.5% glyphosate treatmen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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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13. Comparison of carotenoid contents in tolerant and sensitive M2 seedlings after 

0.5% glyphosate treatmen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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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14. Comparison of malondialdehyde(MDA) contents in tolerant and sensitive M2 

seedlings after 0.5% glyphosate treatmen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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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15. Comparison of proline contents in tolerant and sensitive M2 seedlings after 0.5% 

glyphosate treatmen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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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국내 자생 버뮤다 래스 자원 수집

(1) 형태적 변이 특성

 자생 버뮤다그래스는 한반도 북위 34-36 °N, 동경126-129 °E 에 주로 분포하며, 형태적 특성 중 

화서형성 (6배 차이), 생체량 생산 [25배 생체중 및 15배 건물중 차이), 포복경 길이 (6배 차

이), 그리고 잎 길이(8배 차이)에 있어 생태종간 큰 차이를 보 다 (Table 3). 생육속도가 빠르

거나 포복경 마디가 많을수록 잎이 세엽이거나 짧은 형태의 미세잔디를 보여 주고 있었다.

(2) 핵 DNA양 및 염색체 관찰

 수집된 자생 버뮤다그래스의 핵 DNA양은 1.42-2.85 pg/2C로 나타났고, 평균 2.12 pg/2C 다. 

이 결과를 토대로 한국자생 버뮤다그래스 생태종의 배수성을 조사한 결과 3, 4, 5, 6배체가 모

두 존재하 고 (Table 5 및 Fig. 16), 대부분은 4배체 (81%)임을 확인하 다 (Assefa et al., 

1999; Wu et al., 2006). 핵 DNA양은 다른 논문에서 발표된 것과 매우 유사하 다 

(Arumuganathan et al., 1999; Wu et al., 2006). 염색체 관찰결과 3배체 생태종 (B24)은 

2n=3x=27, 4배체 생태종은 사바나 품종과 유사하게 2n=4x=36, 5배체 생태종은 (B16) 

2n=5x=45, 그리고 6배체 (B22) 생태종은 2n=6x=54개의 염색체 수를 관찰할 수 있었다 (Fig.16 

& 17 ). 핵 DNA양 또는 배수성은 포복경의 길이 및 포복경 마디수와 음의 상관관계를 보 고

(각각 r = -0.43 and -0.50), 반면에 포복경 직경, 엽폭, 잎의 길이와는 양의 상관성 (각각 

r=0.56, r=0.44, r=0.48)을 나타내었다 (Table 4). 이 결과를 토대로 볼 때 한국 자생 버뮤다그래

스의 제놈 크기는 3, 4, 5,그리고 6배체 각각 1460, 1980, 2490, 그리고 2770 Mbp라고 추정된다 

(Bennett et al., 2000). 

(3) AFLP 및 유전 다양성 분석

 29개의 EcoRI 과 MseI 조합을 통해 유전적 다양성을 조사한 결과 총 2256 개의 밴드를 생성

하 고 평균 조합 당 78개의 밴드를 형성하 다. 그 중 1982 밴드에서 유전자원간 다형성(87.8 

%)을 보 다. 유전 다양성을 나타내는 유사계수는 0.42-0.94로 평균 0.64 를 나타내었다. 이는 

한국자생 버뮤다그래스간에 상대적으로 높은 유전적 다양성을 보인다는 것을 설명하고 있다 

(Karaca et al., 2002; Wu et al., 2006). 클러스터 분석결과 한국 자생 버뮤다그래스는 6개의 유

전 다양성 그룹으로 분류되었고 (Table 5 & 6),  principle coordinate analysis (PCA) 결과 

PCA 1과 PCA 2의 변이율은 각각 21.1 와 11.6%를 보여, 3배체 두개 그룹인 Group 3와 

Group 5가 다른 배수체들과 유전적으로 다르다는 것을 증명해 주었다 (Fig.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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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3. Morphological features of the Korean bermudagrass ecotypes used in the diversity analysis

 ans: not significant at the 0.05 level for the parameter

Parameter Minimum Maximum Mean ±SD   LSD (0.05)a

Seedhead 0 5 3.0 ± 1.3 3.6ns

Fresh weight (g) 0.3 7.6 3.2 ± 1.8 4.0ns

Dry weight (g) 0.1 1.5 0.6 ± 0.3 1.1ns

Stolon length (cm) 11 67 38.6 ± 16.1 25.5

Stolon node (ea) 2 10 5.8 ± 2.3 5.2

Stolon diameter 

(mm)

Greenhouse 0.4 1.9 1.2 ± 0.4 0.5

Field 0.9 3.3 1.8 ± 0.6 0.2

Leaf texture (mm)
Greenhouse 1.0 4.8 2.9 ± 0.8 1.1

Field 1.7 4.7 3.1 ± 0.7 0.8

Leaf length (cm)
Greenhouse 1.5 12.0 6.4 ± 2.9 4.3

Field 1.1 5.9 2.9 ± 1.3 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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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4. Pearson correlation coefficients among the observations in the greenhouse condition

***, **, * significant at the 0.001, 0.01, and 0.05 levels, respectively. ns=not significant.

Parameter Fresh wt. Dry wt.
Stolon 
length

No. of 
stolon node

Stolon 
diameter

Leaf 
texture Leaf length

DNA 
content 

Seedhead 0.14 ns 0.24 ns 0.55 ** 0.58 *** -0.40 ** -0.35 * -0.40 ** -0.03 ns

Fresh wt. 0.93 *** 0.43 ** 0.32 * 0.19 ns 0.24 ns 0.02 ns 0.03 ns

Dry wt. 0.57 *** 0.39 * 0.06 ns -0.07 ns -0.04 ns -0.04 ns

Stolon length 0.84 *** -0.51 ** -0.44 ** -0.49 ** -0.43 **

No. of stolon 
node -0.58 *** -0.58 *** -0.71 *** -0.50 **

Stolon diameter 0.84 *** 0.67 *** 0.56 ***

Leaf texture 0.75 *** 0.44 **

Leaf length 0.4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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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5. Mean nuclear DNA content (pg/2C) determined by a flow 

cytometry

Accessio

n 

no.

DNA content 

(pg/2C)a

Inferred 

ploidy

Levelb

Accession 

no.

DNA content 

(pg/2C)a

Inferred 

ploidy

levelb

B1 2.00 ± 0.05 4x B23 2.03 ± 0.07 4x

B2 1.98 ± 0.02 4x B24 1.42 ± 0.04 3x

B3 2.00 ± 0.03 4x B25 2.19 ± 0.09 4x

B4 2.02 ± 0.03 4x B26 1.95 ± 0.09 4x

B5 2.16 ± 0.03 4x B27 2.08 ± 0.07 4x

B6 2.00 ± 0.07 4x B28 2.04 ± 0.07 4x

B7 2.04 ± 0.05 4x B29 1.94 ± 0.10 4x

B8 1.98 ± 0.10 4x B30 2.80 ± 0.16 6x

B9 2.00 ± 0.07 4x B31 2.77 ± 0.05 6x

B10 1.56 ± 0.09 3x B32 1.97 ± 0.02 4x

B11 2.00 ± 0.05 4x B33 1.96 ± 0.05 4x

B12 2.00 ± 0.08 4x B34 2.85 ± 0.03 6x

B13 1.98 ± 0.10 4x B35 1.95 ± 0.04 4x

B14 1.95 ± 0.11 4x B36 2.10 ± 0.05 4x

B15 2.79 ± 0.15 6x B37 1.95 ± 0.07 4x

B16 2.54 ± 0.16 5x B38 2.15 ± 0.05 4x

B17 2.82 ± 0.10 6x B39 2.00 ± 0.09 4x

B18 2.08 ± 0.09 4x B40 2.02 ± 0.05 4x

B19 2.15 ± 0.08 4x B41 1.98 ± 0.10 4x

B20 2.00 ± 0.08 4x B42 2.10 ± 0.11 4x

B21 2.00 ± 0.04 4x B43 1.99 ± 0.11 4x

B22 2.94 ± 0.06 4x Savannah 1.95 ± 0.02 4x

a 
Mean ±SD

b 
Calculated value based on the nuclear DNA (1.95pg/2C) of the cultivar ‘Savannah’ 

(2n=4x=36) as an internal standar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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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6. Twenty nine combinations of the EcoRI and MseI primers used for the 
DNA profiling of an AFLP analysis

Primer pair
No. of 

total band

No. of 

polymorphic band

Polymorphism

(%)
E-AAC/M-CAA 63 55 87
E-AAC/M-CAT 46 44 96
E-AAC/M-CTA 91 74 81
E-ACA/M-CAA 102 84 82
E-ACA/M-CAG 56 50 89
E-ACA/M-CAT 68 59 87
E-ACA/M-CCA 65 61 94
E-ACA/M-CTA 68 60 88
E-ACG/M-CAA 71 57 80
E-ACG/M-CAG 95 81 85
E-ACG/M-CCA 113 100 88
E-ACG/M-CTA 103 92 89
E-AGA/M-CAG 74 67 90
E-AGA/M-CAT 111 101 91
E-AGA/M-CCA 50 48 96
E-AGA/M-CGA 53 46 87
E-AGA/M-CTA 50 41 82
E-AGG/M-CAG 58 52 90
E-AGG/M-CAT 104 94 90
E-AGG/M-CAC 88 82 93
E-AGG/M-CCA 72 63 88
E-AGG/M-CGA 71 68 96
E-AGG/M-CTA 81 68 84
E-ATA/M-CAG 96 82 85
E-ATA/M-CAT 128 120 94
E-ATA/M-CAC 64 55 86
E-ATA/M-CCA 93 79 85
E-ATA/M-CGA 33 29 88
E-ATA/M-CTA 89 72 81

Total 2256 1982 -
Mean 77.8 68.3 88.0



- 152 -

Fig.. 16. Flow cytometric histogram of the four representatives exhibiting the ploidy 

level from the Korean bermudagrass collection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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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17. Mitotic chromosome preparations showing the genotypes of triploid B24 (A), 

tetraploid ‘Savannah’ (B), pentaploid B16(C) and hexaploid B22 (D). Bars in all 

cases indicate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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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18. Dendrogram for the Korean bermudagrass ecotypes derived from a cluster 

analysis (UPGMA) based on the genetic similarity estimates from the AFLP marker 

analysi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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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19. A principle coordinate analysis (PGA) based on the genetic similarity 

coefficient obtained from the 1982 polymorphic AFLP data for the 43 Korean 

bermudagrass ecotypes. The cytotypes of tri-, penta-, and hexa-ploidy were 

indicated in the parenthesis and the others are tetraploid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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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 자생화 돌연변이 육종

(1) 방사선처리에 의한 남부지역 자생화훼 신품종 육성

(가) 층 꽃(Caryopteris incana)

① γ-ray 조사선량이 발아에 미치는 향 

 시험 1년차의 종자발아는 대조구가 발아시에서 발아기까지 16일이 소요된 반면 γ-ray

조사선량이 높은 120Gy는 30일이 소요되어 조사선량이 증가할 수록 발아가 지연되었

다. 초기 발아율은 대조구에서 60Gy까지는 80%이상으로 발아율이 높은 반면 80Gy는 

61%로 급격히 떨어지기 시작하여 100Gy에서 58%로 γ-ray에 대하여 가장 민감한 반

응을 나타냈다. 생존율은 초기 발아율에 비하여 60Gy까지는 별 차이가 없었지만 80Gy

에서 56%로 떨어지기 시작하여 100Gy는 51%까지 떨어졌다(Table 7).

 시험 2년차의 경우는 대조구의 발아시에서 발아기까지 4일이 소요된 반면 160Gy는 

26일로 많이 지연되었다. 초기 발아율은 80Gy에서 73%로 가장 높고 160Gy는 28%로 

매우 낮았으며 감수성을 나타내는 생존율은 대조구가 65%이고 100Gy가 50%로 층꽃 

종자의 γ-ray에 대한 반치사선량(LD50)은 시험 1,2 년차를 종합한 결과 100Gy가 γ-ray

에 대한 적정조사선량으로 판단된다(Table 8).

② γ-ray조사선량이 변이와 생육에 미치는 향

 시험 1년차의 경우 식물체 왜성화에 향을 미치는 초장은 조사선량이 증가됨에 따라

서 짧아지는 것을 알 수 있었으며 대조구가 10cm인 반면 120Gy는 5cm로 초장이 매우 

짧았다. 또한 엽장도 초장과 함께 짧아지는 경향을 보인 반면 엽폭은 차이가 없었던 

것으로 보아 γ-ray에 대한 반응이 초장에 비하여 적게 향을 미쳤던 것으로 생각된

다.

 일반적으로 방사선 이용돌연변이 육종의 경우 M1세대에서 변이체를 선발하지 않은 

것이 보통이지만 본 시험에서는 식물의 경시적인 변화를 보기 위하여  변이체를 선발

하 다. 대조구에서 40Gy까지는 없었으며 60∼120Gy까지는 1∼2개의 변이체를 선발할 

수 있었다(Table 9). 

 시험 2년차의 경우도 초장은 1년차와 같이 선량이 증가됨에 따라서 작아지고 엽장도 

초장과 함께 짧아지는 경향을 보 다. 변이체는 140Gy가 34개로 가장 많은 반면 대조

구는 8개로 적었다(Table 10).

③ M2세대의 왜성변이계통 선발

시험 1년차 처리의 M2세대에서 왜성변이계통을 8계통 선발하 다. 대조구의 초장이 

62cm로 매우 길었으며 선발된 8계통 중에서 4계통인 CA20-03-001, CA020-03-005, 



- 157 -

CA100-03-002 그리고 CA100-03-003계통은 초장이 매우 짧아서 왜성화 가능성이 높

은 계통이다(Table 11). 

(나) 털머위(Farfugium japonicum)

① γ-ray조사선량이 발아에 미치는 향

 시험 1년차의 종자 발아는 대조구가 4월 30일에 처음 발아하여 가장 빠른  반면 γ

-ray조사구에서 선량이 높아질수록 발아가 지연되었다. 30Gy에서 4월11일로 대략 11일 

차이가 있었으며 발아기는 더 지연되어 대조구가 5월12일, 30Gy가 6월 16일로 35일 차

이가 있었다.

 발아율은 대조구에서 81%로 높게 나타난 반면 γ-ray조사구인 10Gy에서 30Gy로 높아

질수록 발아율도 떨어져 30Gy가 43%로 대조구보다 약 40%까지 떨어지는 것을 알 수 

있었다. 또한 생존율에서는 대조구가 71%로 높았고 25Gy에서 51%, 30Gy는 35%로 매

우 낮았다(Table 12). 

 시험 2년차의 경우는 조사선량별로 발아시에서 발아기까지 약 7일이 소요되었다. 초

기 발아율은 10Gy조사구에서 77%로 가장 높고 30Gy로 선량이 증가할수록 발아율이 

떨어지는 경향 이 다. 생존율은 대조구가 68%로 가장 높고 30Gy는 16%로 매우 낮았

다.

털머위 종자의 γ-ray에 대한 반치사선량(LD50)은 시험 1,2년차를 종합한 결과 15∼

25Gy가 적정조사선량으로 판단된다(Table 13).

② γ-ray조사선량이 변이와 생육에 미치는 향

 시험 1년차에 γ-ray의 향에 따른 변이체는 10Gy에서 30Gy까지 고르게 분포하여 

총 57개의 변이체를 얻을 수 있었다. 왜성화 가능성을 추측할 수 있는 초장은 대조구

와 10Gy는 비슷한 경향을 보이고 있지만 20Gy와 25Gy는 뚜렷하게 초장이 짧아지는 

경향을 알 수 있었다. 엽장도 초장에서와 비슷한 경향을 보이고 있었으며 엽폭은 10Gy

가 2.9cm로 대조구의 2.6cm 보다 넓은 반면 20Gy에서 2.2cm로 좁았던 결과를 얻을 수 

있었다(Table 14). 

 시험 2년차의 경우 초장은 처리간에 유의성이 없었으며 엽장, 엽폭도 큰 차이를 보이

지 않았다. 변이체는 20Gy, 25Gy에서 42개로 가장 많았으며 총 170개의 변이체를 얻을 

수 있었는데 이것은 M1세대의 선발개체로 큰 의미는 없으며 M2세대에 변이체 선발의 

참고자료로 활용하 다(Table 15). 

③ M2세대의 변이계통 선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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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험 1년차 처리의 M2세대에서 변이계통은 9계통을 선발하 다. 9계통 중에서 점무늬

왜성계통이 F10-03-001이며 나머지 8계통은 왜성계통으로 초장이 10cm이내로 대조구

에 비하여 매우 짧아서 왜성화 가능성이 높은 계통으로 판단된다(Table 16). 

(다) 원추리(Hemerocallis fulva)

① γ-ray 조사선량이 발아에 미치는 향

 시험 1년차의 종자발아는 대조구가 5월 3일에 처음 발아한 반면 γ-ray조사구은 방사

선의 향으로 선량이 높아질수록 발아가 지연되었다.

150Gy에서 5월13일로 대조구의 5월 3일에 비하여 10일 차이를 보이고 있으며 발아기

는 대조구가 발아시에서 발아기까지 29일이 소요되었으며 γ-ray처리구의 대부분이 약 

30일 소요되는 것으로 보아 선량이 높아질수록 발아시는 늦어지는 경향 이 다.  

 발아율은 대조구에서 87%,γ-ray조사구인 30Gy에서 120Gy까지 80%이상으로 발아율

이 높게 나타났지만 150Gy는 57%로 현저하게 발아율이 떨어졌다.

생존율은 발아율에 비하여 다소 떨어지는 경향이지만 큰 변화는 없었으며 150Gy가 

55%로 가장 낮았고 반치사선량에 가장 가까운 생존율을 나타내고 있다(Table 17).     

 

 시험 2년차의 경우 발아시에서 발아기까지 대조구는 16일 소요된 반면 190Gy는 56일

로 γ-ray조사구에서 종자발아가 많이 지연되었다. 초기 발아율은 대조구가 83%로 가

장 높았고 190Gy는 35%로 매우 낮았다. 생존율은 초기발아율과 거의 변화가 없었

다.150Gy가 반치사선량에 가까운 45%의 생존율을 나타냈다. 원추리 종자의 γ-ray에 

대한 반치사선량(LD50)은 시험 1,2년차를 종합한 결과 150Gy가 적정조사 선량으로 판

단된다(Table 18).

② γ-ray조사선량이 변이와 생육에 미치는 향

 시험 1년차에 γ-ray의 향에 따른 변이체는 120Gy가 22개로 가장 많고 30Gy는 하

나도 없었지만 전체적으로 57개의 변이체를 얻을 수 있었다. 초장은 방사선 선량이 많

을수록 초장이 짧아지는 경향 이 으며 150Gy는 13cm로 대조구에 비하여 초장을 6cm

까지 단축시켰다. 엽장은 대조구의 18cm에 비하여 조사선량이 많아질수록 짧아져서 

150Gy가 12cm로 가장 왜화가 많이 진행되었으며 엽폭은 큰 변화가 없었다(Table 19). 

 시험 2년차의 경우 초장은 처리간에 차이가 있었으며 조사선량이 높을수록 초장은 짧

았다. 엽장도 초장과 같은 경향을 나타냈으며 엽폭은 큰 차이를 보이지 않았다. 변이체

는 190Gy에서 11개로 가장 많았으며 총 25개의 변이체를 얻을 수 있었다(Table 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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③ M2세대의 변이계통 선발

 시험 1년차의 M1세대에서 획득한 변이 57개체 중 M2세대까지 변이를 유지하는 개체

는 하나도 없었는데 이것은 시험처리 7개 화종 중 유일한 식물이다.

(라) 술패랭이(Dianthus superbus var. longicalycinus)

① γ-ray조사선량이 발아에 미치는 향

 시험 1년차의 종자발아의 경우 발아시에서 발아기까지 대조구는 13일 소요된 반면 

150Gy가 16일로 다소 늦게 발아가 진행되었다. 또한 발아율는 대조구가 83%로 높았지

만 120Gy는 72%로 떨어지기 시작하여 150Gy에서 56%까지 낮아지는 경향 이 다. 생

존율은 대조구와 γ-ray처리구에서 초기발아율보다 10%이상 떨어졌다. 이것은 발아는 

정상적으로 진행되다가 재배 환경에 적응하지 못하고 고사가 되는 것으로 생각된다. 

술패랭이 종자의 반치사선량은 생존율이 52%인 150Gy로 생각된다(Table 21).   

  

 시험 2년차의 경우 발아시에서 발아기까지 조사선량 90Gy에서 4일, 가장 늦게 진행된 

190Gy에서 8일이 소요되어 처리 간에 큰 차이는 없었다. 초기 발아율은 90Gy와 

120Gy가 77%로 가장 높았고 150Gy와 190Gy는 65%로 낮았다. 생존율은 초기발아율과 

거의 변화가 없었다. 술패랭이 종자의 반치사선량(LD50)은 시험 1,2년차를 종합한 결과 

150∼190Gy가 γ-ray에 대한 적정조사 선량으로 판단된다(Table 22).

② γ-ray조사선량이 변이와 생육에 미치는 향

 시험 1년차에 γ-ray조사의 향으로 획득한 변이체는 30Gy가 1개로 적은 반면 90Gy

는 6개로 가장 많았다. 총 17개로 상대적으로 다른 자생화훼종에 비교하여 변이 발생

이 적었다. 왜성화 가능성을 추측할 수 있는 초장은 대조구가 9.3cm, 90Gy가 9.5cm로 

큰 반면 120Gy가 8.9cm, 150Gy가 6.9cm로 γ-ray의 향이 클수록 초장이 짧아지는 경

향이었다. 엽장도 초장과 같이 저선량에서 엽장이 긴 반면 고선량으로 갈수록 엽장이 

짧아져서 150Gy는 5.5cm로 대조구 6.7cm 보다 1.2cm가 짧았다. 엽폭은 처리 간에 차

이가 없었다(Table 23).  

 시험 2년차의 경우 초장은 처리 간에 유의 차이가 있었으며 조사선량이 높을수록 초

장은 짧았다. 엽장도 초장과 비슷한 경향이며 엽폭은 큰 차이를 보이지 않았다. 변이체

는 190Gy에서 30개로 가장 많았으며 총 101개의 변이체를 얻을 수 있었다(Table 24).

③ M2세대의 변이계통 선발

 시험 1년차 처리의 M2세대에서 4개의 변이계통을 선발하 다. 4계통 중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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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i090-03-002계통은 화색변이만 일어났으며 나머지 3계통은 화색과 화형변이가  발생

했다. 특히 Di150-03-001계통은 대조구에 비하여 꽃이 작고 관상가치가 높은 계통이다

(Fig. 20.Table 25). 

(마) 옥잠화(Hosta plantaginea)

①  γ-ray조사선량이 발아에 미치는 향

시험 1년차의 종자발아는 10Gy가 대조구 보다 1일 빠른 4월 25일이며 25Gy가 4월 29

로 15Gy는 2일, 20Gy보다는 1일이 더 지연되었다. 발아기는 대조구가 10일이 소요된 

반면 30Gy는 16일로 조사선량 높을수록 늦어지는 경향 이 다. 초기 발아율은 대조구

가 83%, 10Gy가 90%로 아주 높은 경향을 보 지만 30Gy는 77%로 가장 낮았다. 생존

율은 대조구가 초기발아율에 비하여 3%만 떨어진 반면 γ-ray의 향으로 30Gy는 가

장 민감한 반응을 보여 27%가 고사하 다. 생존율이 50%까지 떨어진 30Gy가 γ-ray을 

이용하여 옥잠화 종자에 처리할 경우 가장 적정한 조사선량으로 생각된다(Table 26).   

  

시험 2년차의 경우 발아시에서 발아기까지 10Gy가 5일로 가장 빠르고 25Gy와 30Gy는 

11일이 소요되어 가장 늦게 발아되었다. 초기 발아율은 대조구가 89%로 가장 높았고 

조사선량이 많은 30Gy가 57%로 낮았다. 생존율은 초기발아율과 거의 변화가 없었으며 

30Gy에서 52%로 가장 낮았다. 옥잠화 종자의 γ-ray에 대한 반치사선량(LD50)은 시험 

1,2년차를 종합한 결과 30Gy가 적정조사선량으로 판단된다(Table 27).

② γ-ray조사선량이 변이와 생육에 미치는 향

시험 1년차의 γ-ray조사에 의한 변이체는 10Gy가 12개로 가장 적고 30Gy에서 56개로 

가장 많은 수의 변이개체를 얻을 수 있었다. 왜성화 가능성을 가늠할 수 있는 초장은 

대조구가 4.5cm,10Gy가 4.4cm로 선량증가에 따라서 초장이 짧아지는 경향이며 30Gy는 

3cm까지 왜성화가 진전 되었다. 엽장도 초장과 비슷하게 γ-ray의 향이 클수록 엽장

이 짧아지고 엽폭도 대조구의1.9cm보다 훨씬 좁았던 결과를 얻을 수 있었다(Table 

28).  

시험 2년차의 경우 초장은 처리 간에 유의 차이가 있었으며 조사선량이 높을수록 초장

은 짧았다. 엽장은 대조구의 5.6cm보다 30Gy가 2.9cm 더 작았다. 변이체는 25Gy에서 

106개로 가장 많았으며 총 401개의 변이체를 선발할 수 있었다(Table 29).

③ M2세대의 변이계통 선발

시험 1년차 처리의 M2세대에서 왜성변이계통은 H10-03-001, H10-03-006 그리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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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25-03-012 등 3계통이며 무늬계통은 H20-03-001, H25-03-001, H25-03-003, 

H25-03-004, H30-03-001 그리고 H30-03-005 등 6계통이다. 또 한 잎 변이와 동시에 

왜성일 가능성이 높은 계통이 H15-03-001, H25-03-005, H30-03-002 등 3계통으로 옥

잠화에서는 총 12계통을 유망계통으로 선발하 다(Fig.21, & 22,. Table 30,). 

(바) 황 근(Hibiscus hamabo)

① γ-ray 조사선량이 발아에 미치는 향

시험 1년차의 종자발아는 대조구가 5월 23일, 30Gy가 5월 24일로 선량이 증가함에 따

라서 발아가 지연되었으며 150Gy는 대조구에 비하여 7일이 늦었다. 황근은 화목류로 

초화류에 비하여 상대적으로 발아가 장기간 소요되었는데 대조구의 발아기는 발아에서 

발아기까지 73일이 걸렸고 150Gy는 이 보다 훨씬 많이 소요된 89일로 나타났다. γ

-ray조사구의 경우 선량의 향으로 조사선량이 증가될수록 지연되었다. 또한 발아율

은 전체적으로 낮은 경향이며 대조구가 61%인 반면 150Gy는 45%로 대조구에 비하여 

16%가 낮은 경향이었다. 생존율은 황근 자체가 목본류로써 초기발아에서 생존까지 큰 

변화가 없어 발아율과 생존율이 같은 결과를 얻을 수 있었다. 종자에 γ-ray을 조사하

여 변이체를 선발하고자 할 경우 적정치사선량은 생존율이 51%인 120Gy로 판단된다

(Table 30).     

시험 2년차의 종자발아시는 대조구가 5월 3일로 가장 빠르고 190Gy가 5월31일로 가장 

늦었다. 발아기는 발아시에서부터 190Gy구가 66일, 90Gy구는 91일이 소요되어 발아기

간이 가장 길었다. 초기 발아율과 생존율은 거의 차이가 없었으며 90Gy가 가장 높은 

68%이며 190Gy가 46%로 낮았다. 황근 종자의  반치사선량(LD50)은 시험 1,2년차를 종

합한 결과 120Gy∼190Gy로 γ-ray에 대한 적정조사선량으로 판단된다(Table 31).

② γ-ray조사선량이 변이와 생육에 미치는 향

시험 1년차에 γ-ray의 향으로 발생한 변이체는 30Gy가 7개로 가장 적었고 60Gy는 

28개, 120Gy에서 33개로 가장 많은 수의 변이개체를 얻었다. γ-ray을 조사하지 않았던 

대조구도 2개의 변이체를 획득할 수 있어서 전체적으로 97개의 변이체를 얻었다. 

왜성화 가능성을 추정할 수 있는 초장은 대조구가 6.8cm, 120Gy가 4.8cm로 선량이 증

가함에 따라서 초장이 작아지는 것을 알 수 있었다. 엽장도 초장과 비슷하게 γ-ray의 

향이 클수록 엽장이 짧아지는 경향이었다. 엽폭은  γ-ray처리구와 대조구간에 간에 

약간의 폭이 좁아지는 경향은 있지만 큰 차이는 없었다(Table 32).

  

시험 2년차의 경우 초장은 대조구와 γ-ray조사구간에 유의 차이가 있었으며 조사선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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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높을수록 초장은 짧았다. 엽장은 대조구가 2.3cm로 γ-ray조사구 중에서 가장 작은 

190Gy의 엽장보다 0.9cm가 컸다. 발생한 변이체는 90Gy가 59개로 가장 많고 인위적인 

처리를 하지 않은 대조구도 19개를 얻었으며 전체적으로 285개의 변이체를 선발할 수 

있었다(Table 34).

③ M2세대의 변이계통 선발

시험 1년차 처리의 M2세대에서 왜성변이계통은 Hi060-03-002, Hi120-03-002와  

Hi120-03-003, Hi150-03-002, Hi150-03-003 그리고 Hi150-03-004 등 6계통이며 초장

이 8cm이내로 대조구의 33.5cm보다 작아서 왜성화 가능성이 높은 유망계통이다(Table 

35). 

(사) 멀 꿀(Stauntonia hexaphylla)

① γ-ray조사선량이 발아에 미치는 향

시험 1년차의 발아는 황근과 같은 화목류로 발아시가 전체적으로 늦어지는 경향이었

다. 발아시에서 100Gy가 대조구보다 2일 빨았으며 150Gy, 200Gy는 6월 2일, 3일에 발

아된 반면 250Gy는 6월 25일로 100Gy보다 27일이 지연되었다. 대조구의 발아기는 7월 

4일로 33일이 소요되어 γ-ray을 조사할 경우 다른 자생화훼식물에서 발아소요일수가 

길어지는 경향이지만 150Gy에서 6월 26일로 대조구보다 9일이 단축되는 결과를 얻을 

수 있었다. 또한 200Gy와 250Gy는 출현은 일단 진행되다가 어느 시기에 출현이 멈추

고 고사하 다. 

발아율은 황근과 같이 전체적으로 낮은 경향이며 대조구가 69%, 100Gy가 69%로 대조

구와 같지만 150Gy부터 급격한 발아율 감소로 이어져 200Gy는 2%까지 떨어지다 

250Gy와 300Gy의 γ-ray조사구는 발아가 되지 않았다. 

대조구의 생존율은 발아율에 비하여 2%떨어진 반면 150Gy의 생존율는 11%로 급격이 

떨어져 200Gy, 250Gy, 300Gy에서는 모두 고사하 다. 멀꿀 종자의 반치사선량은 48%

를 유지하고 있는 150Gy가 적정조사선량으로 생각된다(Table 36).  

시험 2년차의 종자발아시는 대조구, 100Gy 그리고 200Gy가 6월 2일로 가장 빨랐고 

300Gy는 발아가 되지 않았으며 250Gy가 6월 15일로 가장 늦었다. 발아기는 발아시로

부터 대조구가 34일 소요된 반면 γ-ray의 향으로 200Gy구는 51일이 소요되어 발아

가 지연되었다. 발아율과 생존율은 거의 차이가 없었지만 250Gy는 초기에 5%가 발아

가 되었지만 모두 고사하여 생존개체가 없었다. 멀꿀 종자의 반치사선량(LD50)은 시험 

1,2년차를 종합한 결과 100Gy∼150Gy로 γ-ray에 대한 적정조사선량으로 판단된다

(Table 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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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γ-ray조사선량이 변이와 생육에 미치는 향

시험 1년차 γ-ray에 의한 변이체는 100Gy가 7개로 가장 적었고 200Gy는 2개, 150Gy

는 11개로 가장 많았으며 총 21개의 변이체를 얻었다.

왜성화 가능성을 예상할 수 있는 초장은 대조구가 8.5cm, 100Gy가 6.7cm, 200Gy가 

4.3cm로 γ-ray의 향이 클수록 초장이 짧아지는 경향으로 유의성이 인정되었다. 엽장

도 초장과 비슷하게 γ-ray의 향이 클수록 엽장이 짧아지는 경향이었으며 엽폭은 대

조구가 2.5cm로 γ-ray조사구보다 엽폭이 넓었으나 큰 차이는 없었다(Table 38).

시험 2년차의 경우 초장은 대조구와 γ-ray조사구간에 유의 차이가 있었으며 조사선량

이 높을수록 초장은 짧았다. 대조구의 초장이 9.7cm로 큰 반면 200Gy는 4.5cm로 대조

구에 비하여 5.2cm가 짧았다. 엽장은 대조구가 7.9cm로 200Gy의 엽장보다 4.3cm가 컸

다. 발생한 변이체는 200Gy가 31개로 가장 많고 인위적인 처리를 하지 않은 대조구도 

10개를 얻었으며 총 93개의 변이체를 선발할 수 있었다(Table 39).

③ M2세대의 변이계통 선발

시험 1년차 처리의 M2세대에서 왜성변이계통은 St100-03-001, St150-03-001,  

St150-03-002, St150-03-003, St150-03-004, St150-03-005, St200-03-001 그리고 

St200-03-002등 8계통이며 대조구의 초장이 127cm인 반면 왜성계통은 20cm 이내로 

작기 때문에 왜성화 할 가능성이 높은 계통이다(Table 40).

(아) 자생식물 수집 및 특성조사

주로 남부해안과 섬 지역에 자생하는 식물 중에서 변이체 및 희귀종을 탐색하여 자생

화훼종 개발, 유전자원 및 관련 산업의 연구의 기초소재로 활용하고자 수집한 자생식

물 현황은 총 30종으로 변이종(6종), 희귀․보호종(5종), 양치식물(4종), 일반종(15종)의 

특성을 조사하 다. 특히 변이종은 자연계에서 변이가 일어난 종이나 화색이 기존종에 

비하여 다른 화색을 지닌 것을 말하며 수집종은 다음과 같다(Table 41).

① 변이종

꿀풀(Prunellar vulgaris L.var.lilacina) 

화색변이로 일반종은 보라색계열이지만 수집종은 흰색

벌노랑이(Lotus corniculatus var.japonicus) 

화색변이로 일반종은 노랑색이지만 수집종은 붉은색 

노랑꽃창포(Iris pseudoacorus) 

화색변이로 일반종은 노랑색이지만 수집종은 흰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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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늘말나리(Lilium tsingtauense)

화색변이로 일반종은 붉은색계열이지만 수집종은 노랑색

해국(Aster spathulifolius) : 2종 수집

화색변이로 일반종은 보라색계열이지만 수집종은 흰색, 꽃이 겹꽃 

바위솔(Orostachys japonicus)

잎변이로 일반종은 갈색이지만 수집종은 붉은색 

② 희귀․보호종 

갯취(Ligularia taquetii)

주로 해안지역 산에 자생하는 식물로 개체수가 매우 적음

끈끈이귀이개(Drosera peltata Smith var.nipponica)

고산습지에 자생하며 국내에 자생하는 개체수가 매우 적음

끈끈이주걱(Drosera rotundifolia)

고산습지에 자생하며 국내에 자생하는 개체수가 매우 적음

나도고사리삼(Ophioglossum vulgaium)

주로 남부해안과 섬 지역에 자생하며 국내에 개체수가 매우 적음

땅귀이개(Utricularia bifida)

고산습지에 자생하며 국내에 자생하는 개체수가 매우 적음

③ 양치식물

선바위고사리(Onychium japonicum)

남부해안 및 도서지역에 분포하며 실내의 관엽식물로 개발 가치가 높음

산일엽초(Lepisorus ussuriensis)

남부지역 바위에 자생하며 실내의 관엽식물로 개발 가치가 높음

석위(Pyrrosia lingua)

남부지역 바위에 자생하며 실내의 관엽식물로 개발가치가 높음

바위고사리(Sphenomeris chusana)

남부해안 및 도서지역에 분포하며 실내의 관엽식물로 개발 가치가 높음

④ 일반종

방울새난(Pugonia Japonica) 

남부지역 고산 습지에 자생 분화 및 분경으로 가치가 있음. 

옥잠난초(Liparis kumokiri) 

남부지역 수림하에 자생하며 분화 및 분경으로 개발가치가 높음.

닭의난초(Epipactis thunbergi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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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부지역 습한 지역에 자생하며 분화 및 분경으로 개발가치가 높음. 

금낭화(Dicentra spectabilis) 

숲속의 계곡에 자생하며 분화 및 화단용으로 개발가치가 높음.

백화등(Trachelospermum asiaticum var.majus)

남부해안지역 반음지에 자생, 분화 및 생울타리용으로 개발가치 높음.

해란초(Linaria japonica)

해안지역의 모래밭에 자생하며 분화 및 화단용으로 개발이 가능함.

부처꽃(Lythrum anceps)

전국의 습지에 자생하며 화단 및 수변공원조성용으로 개발가치가 있음.

천문동(Asparagus cochinchinensis)

남부해안지역 산비탈에 자생, 약용 및 꽃꽂이소재용으로 개발가치 높음. 

바위솔(Orostachys japonicus)

전국의 바위위에 자생하며 분화용으로 개발가치가 있음.

등덩굴(Gardneria nutans)

남부의 흑산도에 자생, 분화 및 생울타리용으로 개발가치 높음.

쥐꼬리풀(Aletris spicata)

남부해안지역 양지 풀밭에 자생, 약용 및 분화용으로 가치가 높음

곤달비(Ligularia stenocephala)

전국 수림하의 반음지에 자생, 식용, 약용 및 정원지피식물로 가치 높음

털질경이(Plantago depressa)

남부해안의 흑산도 고산 바위틈 양지에 자생, 약용 및 생태공원용에 적합 

큰잎산꿩의다리(Thalictrum punctatum)

남부해안의 흑산도, 제주도의 숲속 반음지에 자생, 약용 및 분화용에 적합

촛대승마(Cimicifuga simplex)

지리산 등 고산지역 반음지의 습도가 높은 곳에 자생, 분화 및 약용에 적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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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7. Caryopteris incana Seed Germination and Survival Rate according  to the 

γ-ray Dosage. 

Treatment

Dosage(Gy)

Sprouting

Time

Germination 

Time

Germination

Rate(%)

Seedling survival

Rate(%)

Control Apr. 25 May 11 83 83

20 Apr. 25 May 10 89 88

40 Apr. 25 May  6 85 84

60 Apr. 26 May  9 86 86

80 Apr. 30 May 21 61 56

100 May   1 June 2 58 51

120 May   2 June 1 67 6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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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8. Caryopteris incana Seed Germination and Survival Rate according to the γ

-ray Dosage. 

Treatment

Dosage(Gy)

Sprouting

Time

Germination 

Time

Germination

Rate(%)

Seedling survival

 Rate(%)

Control Apr. 25 Apr. 28 69 65

80 Apr. 27 May  4 73 56

100 Apr. 26 May  4 54 50

120 Apr. 26 May 20 46 42

140 Apr. 26 June 21 39 36

160 Apr. 26 June 21 28 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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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9. Plant Growth Characteristics of Caryopteris incana according to the γ-ray 

Dosage.

Treatment

Dosage(Gy)

Plant 

Height(cm)

Leaf 

Length(cm)

Leaf width

(cm)

No. of 

Variants(#)

Control 10.1 az 2.5 1.4 0

20 8.4 b 2.5 1.5 0

40 7.8 c 2.4 1.5 0

60 7.0 d 2.4 1.5 2

80 6.1 e 2.3 1.5 1

100 5.5 f 2.3 1.5 2

120 5.0 g 2.2 1.5 2
z
Duncan's multiple range test at 5% leve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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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10. Plant Growth Characteristics of Caryopteris incana according to the γ

-ray Dosage.

Treatment

Dosage(Gy)

Plant 

Height(cm)

Leaf 

Length(cm)

Leaf Width

(cm)

No. of 

Variants(#)

Control 5.8 az 4.7 2.1 8

80 4.9 ab 3.5 1.8 13

100 4.0 b 3.0 1.5 15

120 4.1 b 3.1 1.6 24

140 3.9 b 2.8 1.5 34

160 2.3 c 2.5 1.2 32

z
Duncan's multiple range test at 5% leve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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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11. Plants Growth Characteristics of Caryopteris incana from M2 Generation.

Treatment

Dosage(Gy)

Plant 

Height(cm)

Leaf 

Length(cm)

Leaf Width

(cm)

No. of 

Leaves

Type of

 Variation
z

Control 62.0 2.4 1.8 56 -

CA20-03-001
y

 8.5 2.0 1.3 7 Dwarf

CA020-03-002 11.5 3.3 2.2 22 Dwarf

CA020-03-003 18.5 1.0 1.0 11 Dwarf

CA020-03-004 28.0 1.9 1.3 20 Dwarf

CA020-03-005  7.5 2.8 1.9 25 Dwarf

CA100-03-001 23.0 3.6 2.4 11 Dwarf

CA100-03-002  6.0 1.7 1.3 14 Dwarf

CA100-03-003  5.5 2.3 1.7 17 Dwarf

y : CA(Caryopteris)60(조사선량)-03(년도)-001(고유번호), z변이 유형 : γ처리 후 변이

종 선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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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12. Farfugium japonicum Seed Germination and Survival Rate according to 

the γ-ray Dosage. 

Treatment

Dosage(Gy)

Sprouting

Time

Germination 

Time

Germination

Rate(%)

Seedling survival

 Rate(%)

Control Apr.30 May 12 81 71

10 Apr.29 May 13 79 63

15 May 4 May 20 84 60

20 May 2 May 22 70 60

25 May 9 May 30 69 51

30 May 11 June 16 43 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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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13. Farfugium japonicum Seed Germination and Survival Rate according to 

the γ-ray Dosage. 

Treatment

Dosage(Gy)

Sprouting

Time

Germination 

Time

Germination

Rate(%)

Seedling survival

 Rate(%)

Control Apr.24 Apr.30 74 68

10 Apr.24 Apr.29 77 60

15 Apr.25 Apr.29 69 52

20 Apr.26 May 1 68 48

25 Apr.26 May 1 66 41

30 Apr.26 May 1 63 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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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14. Plant Growth Characteristics of Farfugium japonicum according to the γ

-ray Dosage.

Treatment

Dosage(Gy)

Plant 

Height(cm)

Leaf 

Length(cm)

Leaf Width

(cm)

No. of 

Variants(#)

Control 4.4 a
z

2.5 2.6 1 

10 4.3 ab 2.6 2.9 12

15 4.0 b 1.9 2.6 15 

20 3.7 c 1.8 2.2 5 

25 3.2 d 1.6 2.4 11

30 3.2 d 1.6 2.4 14 

z
Duncan's multiple range test at 5% leve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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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15. Plant Growth Characteristics of Farfugium japonicum according to the γ

-ray Dosage.

Treatment

Dosage(Gy)

Plant 

Height(cm)

Leaf 

Length(cm)

Leaf Width

(cm)

No. of 

Variants(#)

Control 5.8 a
z

2.9 4.5 6 

10 6.0 a 2.8 4.5 12

15 6.1 a 3.1 4.8 31 

20 5.6 a 2.8 4.3 42

25 5.4 a 2.6 4.0 42

30 4.9 a 2.4 3.5 37 
zDuncan's multiple range test at 5% leve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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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16. Plants Growth Characteristics of Farfugium japonicum from M2 

Generation. 

Treatment

Dosage(Gy)

Plant 

Height(cm)

Leaf 

Length(cm)

Leaf Width

(cm)

No. of 

Leaves

Type of

 Variation
z

Control 36.0 6.0 9.5 8 -

F10-03-001
y

2.0 0.5 1.5 4 Leaf Spot,Dwarf

F10-03-002 5.3 3.3 3.2 2 Dwarf

F10-03-003 9.0 7.0 5.2 6 Dwarf

F30-03-001 7.0 3.0 4.5 5 Dwarf

F30-03-002 5.4 2.0 2.6 8 Dwarf

F30-03-003 6.0 2.0 3.3 5 Dwarf

F30-03-004 10.5 4.0 3.8 8 Dwarf

F30-03-005 7.5 4.5 3.5 4 Dwarf

F30-03-006 6.2 2.0 3.3 7 Dwarf

y: F(Farfugium)10(조사선량)-03(년도)-001(고유번호), z변이 유형 : γ처리 후 변이종 선발 유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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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17. Hemerocallis fulva Seed Germination and Survival Rate according to the 

γ-ray Dosage. 

Treatment

Dosage(Gy)

Sprouting

Time

Germination 

Time

Germination

Rate(%)

Seedling survival

 Rate(%)

Control May  3 June  1 87 83

30 May  4 June  3 91 89

60 May  6 June  7 84 82

90 May  7 June  8 88 85

120 May 10 June 10 82 79

150 May 13 June 14 57 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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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18. Hemerocallis fulva Seed Germination and Survival Rate according to the 

γ-ray Dosage. 

Treatment

Dosage(Gy)
Sprouting

Germination 

Time

Germination

Rate(%)

Seedling survival

 Rate(%)

Control May 2 May 18 83 81

90 May 2 May 13 79 75

120 May 2 May 27 72 68

150 May 3 June 9 48 45

170 May 3 June11 44 41

190 May 3 June28 35 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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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19. Plant Growth Characteristics of Hemerocallis fulva according to the γ

-ray Dosage.

Treatment

Dosage(Gy)

Plant 

Height(cm)

Leaf 

Length(cm)

Leaf Width

(cm)

No. of 

Variants(#)

Control 19 a
z

18 0.4 0 

30 17 c 17 0.4 0

60 18 ab 18 0.4 3 

90 18 bc 17 0.4 14

120 15 d 14 0.3 22

150 13 e 12 0.3 18

z
Duncan's multiple range test at 5% leve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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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20. Plant Growth Characteristics of Hemerocallis fulva according to the γ

-ray Dosage.

Treatment

Dosage(Gy)

Plant 

Height(cm)

Leaf 

Length(cm)

Leaf Width

(cm)

No. of 

Variants(#)

Control 14.0 ab 13.8 0.5 0

90 14.5 a 14.5 0.3 1

120 13.1 b 13.1 0.4 2

150 10.4 c 10.4 0.3 3

170  8.3 d  8.3 0.4 8

190  7.4 d  7.4 0.4 11

zDuncan's multiple range test at 5% leve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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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21. Dianthus superbus var. longicalycinus Seed Germination and Survival 

Rate according to the γ-ray Dosage. 

Treatment

Dosage(Gy)

Sprouting

Time

Germination 

Time

Germination

Rate(%)

Seedling survival

 Rate(%)

Control Apr. 23 May  5 83 74

30 Apr. 23 May  6 86 72

60 Apr. 25 May  6 83 73

90 Apr. 26 May  7 80 67

120 Apr. 26 May  8 72 60

150 Apr. 28 May 13 56 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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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22. Dianthus superbus var. longicalycinus Seed Germination and Survival 

Rate according to the γ-ray Dosage. 

Treatment

Dosage(Gy)

Sprouting

Time

Germination 

Time

Germination

Rate(%)

Seedling survival

 Rate(%)

Control Apr.19 Apr.24 76 72

90 Apr.19 Apr.23 77 71

120 Apr.20 Apr.24 77 70

150 Apr.20 Apr.25 65 59

170 Apr.20 Apr.26 67 64

190 Apr.21 Apr.28 65 6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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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23. Plant Growth Characteristics of Dianthus superbus var. longicalycinus 

according to the γ-ray Dosage.

Treatment

Dosage(Gy)

Plant 

Height(cm)

Leaf 

Length(cm)

Leaf Width

(cm)

No. of 

Variants(#)

Control 9.3ab 6.7 0.9 0 

30 9.0bc 6.5 0.9 1

60 9.2abc 6.7 0.8 4

90 9.5a 7.0 0.9 6

120 8.9c 6.5 0.9 2

150 6.9d 5.5 0.7 4

zDuncan's multiple range test at 5% leve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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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24. Plant Growth Characteristics of Dianthus superbus var. longicalycinus 

according to the γ-ray Dosage.

Treatment

Dosage(Gy)

Plant 

Height(cm)

Leaf 

Length(cm)

Leaf Width

(cm)

No. of 

Variants(#)

Control    13.7 a 9.9 1.3 3

90    11.9 b 8.5 1.1 7

120    10.1 c 7.7 1.0 19

150     7.0 d 5.9 0.7 26

170     6.3 de 5.1 1.3 16

190     5.3 e 4.5 0.6 30

z
Duncan's multiple range test at 5% level



- 184 -

Table 25. Plants Growth Characteristics of Dianthus superbus var. longicalycinus 

from M2 Generation. 

Treatment
Dosage(Gy)

Plant 
Height
(cm)

Leaf 
Length
(cm)

Leaf 
Width
(cm)

No. of 
Leaves

Flower 
diameter
(cm)

Flower variation

Control 62 11 0.9 28 4.9 -

Di090-03-001y 60 11 0.9 28 6.0 shape & color

Di090-03-002 65 11 0.7 24 5.0  color

Di090-03-003 63 13 0.8 30 3.7 shape & color

Di150-03-001 62 10 0.8 26 3.5 shape & color

y: Di(Dianthus)090(조사선량)-03(년도)-001(고유번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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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Fig. 20. Comparison of 3 Flower Variations.

       'Di090-03-003' is Small and Dark Pink.

       'Di150-03-001' and 'Di090-03-001' Show different Flower Shap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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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26. Hosta plantaginea Seed Germination and Survival Rate according to the 

γ-ray Dosage. 

Treatment

Dosage(Gy)

Sprouting

Time

Germination 

Time

Germination

Rate(%)

Seedling survival

 Rate(%)

Control Apr. 26 May  6 83 80

10 Apr. 25 May  5 90 86

15 Apr. 27 May  7 89 78

20 Apr. 28 May 10 88 73

25 Apr. 29 May 11 81 64

30 Apr. 29 June 15 77 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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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27. Hosta plantaginea Seed Germination and Survival Rate according to the 

γ-ray Dosage. 

Treatment

Dosage(Gy)

Sprouting

Time

Germination 

Time

Germination

Rate(%)

Seedling survival

 Rate(%)

Control May 4 May  9 89 87

10 May 4 May  7 63 61

15 May 4 May  8 63 61

20 May 4 May 10 62 59

25 May 4 May 14 59 57

30 May 4 May 14 57 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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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28. Plant Growth Characteristics of Hosta plantaginea according to the γ-ray 

Dosage.

Treatment

Dosage(Gy)

Plant 

Height(cm)

Leaf 

Length(cm)

Leaf Width

(cm)

No. of 

Variants(#)

Control 4.5 a
z

2.6 1.9 3

10 4.4 b 2.8 1.6 12

15 4.0 c 2.6 1.4 23 

20 3.7 d 2.4 1.3 32

25 3.5 e 2.3 1.3 43

30 3.0 f 2.4 1.3 56 

z
Duncan's multiple range test at 5% level



- 189 -

Table 29. Plant Growth Characteristics of Hosta plantaginea according to the γ-ray 

Dosage.

Treatment

Dosage(Gy)

Plant 

Height(cm)

Leaf 

Length(cm)

Leaf Width

(cm)

No. of 

Variants(#)

Control 5.8 a
z
 5.6 2.0 29

10 4.9 b 4.2 1.9 38

15 4.2 c 3.4 1.5 88

20 4.1 c 3.7 1.7 89

25 3.7 c 3.5 1.5 106

30 2.9 d 2.7 1.2 51
z
Duncan's multiple range test at 5% leve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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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30. Plants Growth Characteristics of Hosta plantaginea from M2 Generation. 

Treatment
Dosage(Gy)

Plant
 Height(cm)

Leaf 
Length(cm)

Leaf 
Width(cm)

No. of 
Leaves

Type of
 Variation

z

Control 15.0 7.7 5.2 8 -

H10-03-001
y

2.5 2.3 1.4 6 Dwarf

H10-03-006 2.5 2.1 1.0 7 Dwarf

H15-03-001 4.2 2.5 1.1 7 Leaf Strip,Dwarf

H20-03-001 4.6 2.7 1.6 7 Leaf Strip

H25-03-001 11.6 5.7 3.3 9 Leaf Strip

H25-03-003 5.2 3.8 3.0 4 Leaf Strip

H25-03-004 7.4 5.9 2.4 6 Leaf Strip

H25-03-005 3.4 2.5 1.4 4 Leaf Strip

H25-03-012 3.5 2.4 1.4 6 Dwarf

H30-03-001 6.5 4.7 2.2 7 Leaf Strip

H30-03-002 2.9 2.0 0.9 5 Leaf Strip,Dwarf

H30-03-005 6.2 4.1 2.0 3 Leaf Strip

y: H(Host)10(조사선량)-03(년도)-001(고유번호), z변이 유형 : γ처리 후 변이종 선발 유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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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21.Comparison of Growth Habit between Dwarf Type 'H15-03-001' and

Control(Left), Leaf Variant with Strip in the Leaf Center(Righ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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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Fig. 22. Leaf Variant with Middle Strip 'H25-03-001'(Left) and

        'H25-03-003'(Right) 



- 193 -

Table 31. Hibiscus hamabo Seed Germination and Survival Rate according to the γ

-ray Dosage. 

Treatment

Dosage(Gy)

Sprouting

Time

Germination 

Time

Germination

Rate(%)

Seedling survival

 Rate(%)

Control May 23 Aug.  5 61 61

30 May 24 Aug.  6 64 64

60 May 24 Aug.  7 57 57

90 May 26 Aug.  7 53 53

120 May 28 Aug. 14 51 51

150 May 30 Aug. 28 45 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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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32. Hibiscus hamabo Seed Germination and Survival Rate according to the γ

-ray Dosage. 

Treatment

Dosage(Gy)

Sprouting

Time

Germination 

Time

Germination

Rate(%)

Seedling survival

 Rate(%)

Control May  3 July 30 66 66

90 May  4 Aug.  2 68 68

120 May 21 Aug. 10 59 59

150 May 12 Aug.  3 58 57

170 May 11 Aug. 13 58 52

190 May 31 Aug.  4 49 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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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33. Plant Growth Characteristics of  Hibiscus hamabo according to the γ-ray 

Dosage.

Treatment

Dosage(Gy)

Plant 

Height(cm)

Leaf 

Length(cm)

Leaf Width

(cm)

No. of 

Variants(#)

Control 6.8a
z

1.9 2.2 2

30 6.6a 2.1 2.2 7

60 6.1b 2.1 2.3 28

90 5.6c 1.9 2.2 14

120 4.8d 1.7 1.8 33

150 4.4d 1.5 1.6 20
zDuncan's multiple range test at 5% leve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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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34.  Plant Growth Characteristics of  Hibiscus hamabo according to the γ

-ray Dosage.

Treatment

Dosage(Gy)

Plant 

Height(cm)

Leaf 

Length(cm)

Leaf Width

(cm)

No. of 

Variants(#)

Control 6.1 a 2.1 2.3 19

90 5.9 a 1.8 2.0 59

120 5.1 ab 1.7 1.9 52

150 4.0 bc 1.4 1.5 59

170 3.8 c 1.7 1.7 37

190 3.6 c 1.5 1.4 56

z
Duncan's multiple range test at 5% leve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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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35. Plants Growth Characteristics of Hibiscus hamabo from M2 Generation.

Treatment

Dosage(Gy)

Plant 

Height(cm)

Leaf 

Length(cm)

Leaf Width

(cm)

No. of 

Leaves

Type of 

Variationz

Control 33.5 3.7 5.2 19 -

Hi060-03-001
y

10.0 2.6 3.5 18 Dwarf

Hi060-03-002 9.5 2.3 2.8 17 Dwarf

Hi120-03-001 9.5 1.7 2.0 12 Dwarf

Hi120-03-002 8.0 1.3 1.4 11 Dwarf

Hi120-03-003 8.0 1.7 2.2 9 Dwarf

Hi120-03-004 10.0 2.9 3.6 19 Dwarf

Hi150-03-001 8.5 1.8 1.8 13 Dwarf

Hi150-03-002 7.3 2.0 2.5 15 Dwarf

Hi150-03-003 7.7 1.4 1.6 13 Dwarf

Hi150-03-004 5.3 1.5 2.1 13 Dwarf

y : Hi(Hibiscus)060(조사선량)-03(년도)-001(고유번호), z변이 유형 : γ처리 후 변이종 선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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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23. Comparison of Plant Growth between γ-ray 150Gy

Treated 3 Dwarfs and Contro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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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36. Stauntonia hexaphylla Seed Germination and Survival Rate according to 

the γ-ray Dosage. 

Treatment

Dosage(Gy)

Sprouting

Time

Germination 

Time

Germination

Rate(%)

Seedling survival

 Rate(%)

Control June  1 July  4 69 67

100 May  29 June 25 69 61

150 June  2 June 26 59 48

200 June  3 - 2 0

250 June 25 - 0 0

300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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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37. Stauntonia hexaphylla Seed Germination and Survival Rate according to 

the γ-ray Dosage. 

Treatment

Dosage(Gy)

Sprouting

Time

Germination 

Time

Germination

Rate(%)

Seedling survival

 Rate(%)

Control June  2 July  3 63 56

100 June  2 July 12 55 50

150 June  4 July 13 48 42

200 June  2 July 22 20 12

250 June 15 July 22 5 0

300 - - - -



- 201 -

Table 38. Plant Growth Characteristics of Stauntonia hexaphylla  according to the γ

-ray Dosage.

Treatment

Dosage(Gy)

Plant 

Height(cm)

Leaf 

Length(cm)

Leaf Width

(cm)

No. of 

Variants(#)

Control 8.5a
z

4.5 2.5 0

100 6.7b 3.7 2.0 7

150 5.8c 3.7 2.1 11

200 4.3d 2.4 1.5 3

250      - - - -

300      - - - -

z
Duncan's multiple range test at 5% leve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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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39. Plant Growth Characteristics of Stauntonia hexaphylla  according to the γ

-ray Dosage.

Treatment

Dosage(Gy)

Plant 

Height(cm)

Leaf 

Length(cm)

Leaf Width

(cm)

No. of 

Variants(#)

Control 9.7a
z

7.9 3.2 10

100 7.9b 6.5 2.7 26

150 6.3c 4.7 2.1 26

200 4.5d 3.6 1.8 31

250 - - - -

300 - - - -
zDuncan's multiple range test at 5% leve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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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40. Plants Growth Characteristics of Stauntonia hexaphylla from M2 

Generation. 

Treatment

Dosage(Gy)

Plant 

Height(cm)

Leaf 

Length(cm)

Leaf Width

(cm)

No. of 

Leaves

Type of

 Variation
z

Control 127 9.5 4.8 9 -

St100-03-001
y

17 5.0 2.0 4 Dwarf

St100-03-002 25 7.4 3.2 3 Dwarf

St100-03-003 22 8.0 3.0 4 Dwarf

St150-03-001 18 5.5 2.1 4 Dwarf

St150-03-002 20 5.2 2.2 3 Dwarf

St150-03-003 10 3.6 2.0 1 Dwarf

St150-03-004 15 5.5 2.1 4 Dwarf

St150-03-005 16 7.0 3.4 4 Dwarf

St200-03-001 15 5.3 2.0 4 Dwarf

St200-03-002 11 3.9 1.3 2 Dwarf

 

y : St(Stauntonia)060(조사선량)-03(년도)-001(고유번호), z변이 유형 : γ처리 후 변이

종 선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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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41. Native herb plant collection and investigaton of growth                

habit.

Family name Species Flowering Time
(Month)

Flower Color

Orchidaceae
방울새난 5 Dark Red

옥잠난초 6 Pale Green

닭의난초 6 Dark Red

Fumariaceae 금낭화 4 Red

Droseraceae
끈끈이주걱 7 White

끈끈이귀이개 5 White

Lantibulariaceae 땅귀이개 7 Light Yellow

Labiatae 꿀풀 6 White

Apocynaceae 백화등 6 White

Scrophulariaceae 해란초 7 Light Yellow

Lythraceae 부처꽃 7 Vivid Red

Leguminosae 벌노랑이 5 Deep Red

Iridaceae 노랑꽃창포 5 White

Ranunculaceae 
큰잎산꿩의다리 7 White

촛대승마 9 White

Plantaginaceae 털질경이 6 Green

Liliaceae
쥐꼬리풀 5 Moderate Red

천문동 5 Pale Yellow

하늘말나리 6 Light Orange

Carduaceae
해국 10 White

해국 10 Slate Blue

갯취 6 Yellow

곤달비 - -

Crassulaceae
바위솔 10 Red

바위솔 10 White

Polypodiaaceae

선바위고사리 - -

산일엽초 - -

석위 - -

바위고사리 - -

Loganiaceae 등덜굴 - -

Botrychiaceae 나도고사리삼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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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감마선 조사에 의한 진달래의 종자 발아 및 유묘 생장 

  진달래의 꼬투리 길이는 약 1.7 cm 이었으며 꼬투리당 평균 종자의 수는 280개 이었

다. 당년에 수확한 분홍진달래의 종자에 감마선을 조사하여 감수성을 관찰한 결과(Fig. 

24), 대조구에서 발아율이 약 96%로 무휴면 종자로 판단되었다(Lee 등, 1991). Cho 등

(1981)은 진달래 종자가 암상태 하에서는 전혀 발아하지 않았으며, 25℃, 광조건 하에

서 91% 발아되었다고 하여 호광성 종자라는 것을 밝혔다. 한편 100Gy 종자 조사구에

서 발아율은 Cho 등(1981)이 보고한 것과 비슷하 다. 발아일수는 약 10일 이었으며, 

자엽은 발아 5일 후 전개되었다. 그러나 감마선을 200Gy 이상 조사하 을 때 발아율은 

15% 정도로 급격히 떨어졌으며, 400Gy 처리구에서는 완전히 억제되었다. 그리고 

200Gy 이상 조사된 종자는 발아일수가 지연되었으며 자엽은 전혀 전개되지 않았다. 이

들 결과를 통해 진달래 종자의 돌연변이 육종을 위한 반치사 선량(LD50), 즉 추천 방사

선 조사선량은 100과 200Gy 사이라는 것을 판단할 수 있었다. 한편 돌연변이 육종을 

위한 진달래속 유식물체의 LD50는 10-30Gy로 알려져 있어(Kwon과 Won, 1978) 종자

가 방사선에 훨씬 둔감하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부여에서 채취한 옅은 분홍색 진달래 종자는 방사선 비조사구에서 발아율이 22.7%로

서 휴면 중이라고 판단되었다(Table 42). 이는 상기의 종자와는 달리 종피 내의 

phenolic compounds가 발아저해에 큰 향을 미친것이 아닌가 판단되었다(Yoo와 Kim, 

2001). 그러나 이들 종자에 감마선을 300Gy까지 조사하 을 때  발아율은 오히려 대조

구보다 2배 이상 높아졌으며, 200Gy 처리 종자의 발아율이 58.6%로 가장 높았다. 이는 

방사선 처리에 의해 peroxidase나 catalase 등 항산화효소의 활성증가로 발아율이 증가

한다는 보고와 일치하 다(Kim 등, 2002; Lucky, 1980). 즉 종자에 적정한 감마선의 조

사는 휴면타파에 효과적이었다. 발아일수와 자엽 전개율 및 자엽전개 소요일수는 선량

이 증가함에 따라 억제되는 경향이었다. 한편 400Gy 조사 종자에서는 발아는 되었으나 

자엽이 전개되지 않았으며 발아 후 고사율도 52.7%로 높았다. 이들 종자의 LD50은 분

홍진달래보다 다소 높은 300Gy 정도로 종간 차이를 나타내었다.

흰진달래의 종자는 연갈색(light brown)과 진갈색(dark brown)의 2가지 종피색를 띠고 

있어서 종자의 감마선 감수성을 확인하기에 앞서 종피색의 향을 관찰하 다(Fig. 

25). 그러나 종피색이 발아율에 큰 향을 미치지는 않았으며 파종 20일째 두 처리구 

모두 발아율은 93% 이상이었다.  

  파종 초기에는 연갈색 종자가 진갈색 종자보다 발아율이 10% 이상 높았으나 이후에

는 간격이 좁혀져 큰 차이를 나타내지 않았다. 자엽 전개율 또한 처리 간에 큰 차이를 

나타내지 않았다. 발아소요일수는 9일로써 연한 색이 진한 색 종자보다  1일 더 빨랐

으며(data not shown), 자엽은 13일 째, 즉 발아 후 6일째 전개되기 시작하 다. 이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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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기의 부여에서 수확한 종자와는 또 다른 양상을 나타내었으며 Yoo와 Kim(2001)이 

미선나무에서 종피 내 발아억제 물질로 인해 발아를 억제한다는 결과와도 상반되었다. 

  한편 종피색에 따른 발아는 문제되지 않아 이들 종자는 종피색을 구분하지 않고 함

께 감마선을 조사하여 감수성을 관찰하 다(Table 43). 발아율은 감마선의 조사선량이 

증가할수록 떨어지는 경향이었다.  20Gy를 처리하 을 때의 발아율은 95.6%로 가장 

높았으며 비조사구보다 5%이상 높았다. 그리고 40Gy 이상 처리한 종자의 발아율은 감

소하기 시작하 으며 150Gy에서 1.9%까지 급격히 떨어졌다. 발아일수는 20Gy 처리구

에서 9일로 가장 빨랐으며 발아율과 마찬가지로 선량이 증가할수록 지연되는 경향이었

다. 자엽전개율과 전개일수는 대조구와 비슷한 경향이었으나 40Gy 이상 처리구부터 억

제되었으며 발아된 식물체의 고사도 시작되었다. 특히 150Gy 처리구에서는 발아는 되

었으나 자엽이 전개되지 않고 고사되어 고선량에 의한 피해를 관찰할 수 있었다. 즉 

흰진달래 종자의 추천 감마선 조사선량은 60-80Gy 이었으며(Fig. 26) 진달래 종 내에

서도 종자의 방사선 감수성이 가장 민감하다는 것을 발견할 수 있었다.

  한편 이들 흰진달래의 유식물체는 Anderson 배지(Anderson, 1984)에 배양하 으며, 

증식과 순화 가능성을 관찰할 수 있었다(Fig. 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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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24. Effect of gamma-rays on germination of Rhododendron mucronulatum 
seed. The vertical line represents standard errors of the mean.



- 208 -

  

Table 42.. Effect of gamma-rays on germination of Rhododendron mucronulatum    
       seeds collected in Buyeo. 

z
Each value represents the Mean±SD. Numbers of seeds per treatment were more 
than 80, 2 times.

  

Dose (Gy)
Germination Cotyledon expanding

Mortality 
(%)

% Days % Days

0 22.7  9.7±1.2
z

100 16.2±2.0 0

100 54.5 10.2±2.2 94.9 16.4±1.8 0

200 58.6 10.9±1.7 86.7 18.3±2.5 2.2

300 49.7 11.2±2.1 23.5 20.8±2.2 7.1

400 28.2 12.8±3.0 0 0 5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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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43. Effect of gamma-rays on germination of R. mucronulam for albiflorum 
seeds.

z
Each value represents the Mean±SD. Numbers of seeds per treatment were more 
than 100, 2 times.

Dose (Gy)
Germination Cotyledon expanding

Mortality (%)
% Days % Days

0 90.0  9.6±2.2
z

96.8 16.2±2.8 0

20 95.6  9.0±2.3 96.9 16.3±3.8 0

40 85.0 10.8±3.9 82.4 19.2±4.6 1.8

60 68.1 13.4±5.6 41.7 23.2±5.3 7.2

80 37.7 15.5±6.0 10.4 27.9±4.0 24.7

100 23.6 15.5±4.8 6.1 21.5±2.5 36.4

150 1.9 17.0±3.6 0 - 66.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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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26. Appearance germinated by gamma-rays irradiation in R. mucronulatum for 
albiflorum. From left to right: non-irradiation, 20, 40, 60 and 80 G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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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A                       BC

Fig. 27. Multiplication and acclimatization process of in vitro plantlet in R. 
mucronulatum for albiflorum. Shoot cultured on Anderson’s Rhododendron medium 
(A), Multiple shoots on Anderson’s Rhododendron medium with 5 mg․L-1 BA 
(B), Plants of R. mucronulatum for albiflorum growing in soil (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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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왜성 해바라기 'Big Smile' 종자의 방사선 감수성 및 변이체 선발 

 해바라기‘Big Smile’종자의 방사선 감수성과 조사 후대의 변이정도와 생육정도를 관찰

하 다. 2004년 종자에 감마선을 0, 25, 50, 75Gy 조사하 을 때 종자의 LD50은 관찰되

지 않았으며 더 높은 선량이 요구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한편 50Gy 조사구에서 

1주의 화색변이체가 발견되었다(Fig. 28). 

돌연변이 육종을 위해 2005년 다시 종자에 0, 100, 300, 500Gy의 감마선을 조사한 결과

(Table 46), 발아율이 300과 500Gy에서 각각 56.0, 45.3%로 나타났으며 LD50는 

300-500Gy인 것으로 밝혀졌다. 그리고 M2 종자를 bulk 수확하여 재파종하 을 때 화

색변이체는 관찰되지 않았다. 그러나 75Gy의 M2 종자에서 대조구 뿐만 아니라 다른 

모든 처리구보다 약 10-20일 이상 개화가 빠른 조숙종 1주를 관찰하 다(Fig. 29). 그

리고 반엽식물체도 관찰되었는데(Fig. 28) 화색에는 변화가 없었다. M2 종자의 생육정

도를 관찰해 보면(Table 47), 초장은 대조구 30.6cm에 비해 전체조사구에서 1.7-5.6cm 

길어졌으며, 화경은 25Gy 조사구에서 가장 컸으며 대조구보다 1.3cm 더 넓었다. 잎의 

수는 큰 차이가 없었으며, 엽폭은 25Gy구에서 가장 넓은 13.4cm 이었고 75Gy 조사구

는 대조구와 비슷하 다. 액아에서 발생한 소화수는 모든 처리구에서 4개 전후이었다. 

한편 선발된 화색변이체 1주의 M2 종자를 파종하 을 때 초장은 15.6cm로 극왜성을 

나타냈으며 화경 또한 급격히 줄어 6.5cm 이었다. 그리고 엽폭은 대조구보다 절반이상 

줄었으나 개수는 반대로 많았으며 초장에 비해 상대적으로 많은 잎을 가지고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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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46. Sensitivity and growth  of sunflower ‘Big Smile’ seeds irradiated with 

various radiation  doses.

Dose
(Gy)

Sprouting
(%) 

Plant 
height
(cm)

Flower 
diameter 
(cm)

Leaf No. of 
axillary 
floretNo. Width (cm)

0 96.8 30.6 11.6 6.3 9.8 3.5

100 82.7 31.9 11.7 7.4 10.4 3.9

300 56.0 27.9 10.0 6.9 9.7 3.8

500 45.3 24.6  9.8 6.2 8.2 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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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28. Mutants induced by gamma-rays irradiation with ‘Big Smile’ seeds.  Upper 

left: non-irradiated plant, right: color changed mutant derived from 50 Gy irradiated 

seeds, middle: pollen, lower left:  variegated plant, lower  right: full bloom stage in 

fiel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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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29. An earliness mutant induced by gamma-rays irradiation with  ‘Big Smile’ 

seeds. Full bloom   and senescence stage from left to righ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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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47. Growth and development of M2 seeds in sunflower ‘Big Smile’. Mutant 

was color-changed  after 50 Gy irradiation.

No. of RHS color chart; original: Yellow-Orange 14A, mutant: Yellow 8A

Dose

(Gy)

Sprouting

(%) 

Plant height

(cm)

Flower 

diameter (cm)

Leaf No. of 

axillary floretNo. Width (cm)

0 95.3 30.6 11.6 6.3 9.8 3.5

25 83.0 34.8 12.9 7.3 13.4 4.1

50 77.6 36.2 12.0 7.3 11.7 4.4

75 77.8 32.3 11.4 7.9 10.4 4.1

mutant - 15.6  6.5 8.1 4.5 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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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라디올러스 구근의 방사선 육종

‘True Love’와 ‘Nova Lux’ 품종의 목자에 감마선을 선량별(100, 200, 300, 400Gy)로 조

사하여 감수성을 조사한 결과, LD50는 100-200Gy로 판명되었다. 또한 식물체의 단간 

육종에도 이용 가능할 것으로 생각되었다. 한편 ‘Topaz’와 ‘True Love’의 캘러스에 방

사선을 조사하여 식물체를 재분화한 다음 기내에서 선량별로 소구경(cormlet)을 형성시

킨 후 포장에 정식하여 개화 정도를 관찰한 결과 당년에는 변이가 관찰되지 않았다.

  ‘Pink Garden’ 품종에서 기존품종의 화색보다 진해진 계통과 꽃잎의 반점이 없어진 

계통 및 2차 화서가 출현된 2주도 개체 선발하 으며 반점이 없어진 개체는 유지되었

으나 2차 화서가 출현된 개체는 다시 원래의 식물체와 같이 회복되었다. ‘True Love’ 

품종의 방사선 조사 후 처음으로 완전히 달라진 화색(흰색)의 변이체가 관찰되었으며 

이후 구경과 목자에로의 유전 유무의 관찰이 요구되었다. 

   돌연변이 유기를 위해 'Pink Garden' 품종의 구경에 감마선을 선량별로 조사한 후 

생육실태를 관찰하 다(Table 44). 식물체의 초장은 대조구에 비해 모든 처리구에서 촉

진되었으며, 특히 25Gy 구에서는 대조구보다 20cm 더 신장되었다. 잎의 길이는 선량이 

증가할수록 다소 길어졌으며 엽폭도 대조구보다 모두 넓어지는 경향이었다. 화서의 길

이는 식물체의 초장이 길었던 25Gy 처리구에서 약 77cm로 가장 길었다. 또한 소화의 

개수도 약 12개로 가장 많았다. 즉 2차 화서가 분지하지 않고 화서의 길이도 가장 길

어 절화로 사용하기에 품질에 아무런 문제가 없는 것으로 판단되었다. 한편 100Gy 처

리구에서는  화색변이를 일으킨 식물체를 관찰할 수 있었다. 소화(floret)를 보호하는 

포엽의 길이는 대조구보다 모든 처리구에서 1cm 이상 더 길었다.

   'Pink Garden'의 목자에 감마선을 선량별로 조사한 후 감수성을 조사한 결과(Table 

45), 개화율이 100Gy 처리구를 제외하고 모두 80% 이상이었다. 라디올러스의 목자는 

증식구(planting stock)나 개화구(flowering stock)를 생산하기 위한 구로서, 정식 당년

에는 일반적으로 개화하지 않는다. 그런데 본 품종은 당년에 개화하 으며 식물체의 

초장은 대조구와 25와 100Gy 처리구에서 비슷했다. 잎의 길이는 모든 처리구에서 대조

구보다 짧아지는 경향이었다. 엽폭은 대조구와 큰 차이를 나타내지 않았으며, 소화수에

서도 많은 것은 약 7개로 소구개화성인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한편 화색변이나 다른 

특이사항은 발생하지 않았다.

  이들 각 선량별로 수확한 구근(구경 및 목자)은 curing 시킨 다음 소독하여 저장 중

에 있으며, 후대 돌연변이에 어떠한 향을 미치는지 확인하기 위하여 구근을 휴면타

파 시킨 다음 포장에 정식하여 특성을 조사할 계획이다. 

  위와 같은 결과로 미루어 볼 때 구경은 절화용, 목자는 분화용으로서의 사용 가능성

을 암시하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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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44. Effect of growth by gamma rays irradiation in 'Pink  Garden' corm.

Dose 

(Gy)

Plant height 

(cm)

Foliage 

height  (cm)

Leaf 

width  

(cm)

Spike
Floret No. 

(ea)

Bract 

length  

(cm)
No. 

(ea)

Length

 (cm)

0 121.0±9.0
z

76.3±11.0 4.5±0.9 0.3 71.7±5.5 10.7±0.6 6.0±0.9

25 141.0±10.0 86.3±5.0 5.9±0.3 0 77.3±6.5 11.5±0.6 7.0±0.7

50 129.3±4.9 85.3±4.4 6.2±0.3 0.8 73.5±6.6 9.8±1.3 7.2±0.5

75 136.7±3.2 89.0±1.0 5.8±0.4 0.3 72.7±3.8 10.0±1.0 7.5±0.3

100 128.3±7.0 80.0±3.9 5.5±0.3 0.5 73.5±6.5 9.8±1.9 7.3±0.7

  

z
Mean±S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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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45. Effect of growth by gamma rays irradiation in 'Pink  Garden' cormel.

Dose 

(Gy)

Percent 

flowering

Plant height 

(cm)

Foliage height 

(cm)

Leaf width 

(cm)

Floret No.

(ea)

0 100 71.5±3.1
z

68.8±4.6 2.2±0.0 5.0±0.0

25 80.0 69.4±11.4 60.2±13.1 2.0±0.2 4.5±1.3

50 85.7 90.8±5.3 57.3±7.3 2.2±0.5 6.8±1.1

75 100 80.0±15.6 57.0±4.0 2.5±0.9 6.3±2.1

100 75.0 72.6±19.7 60.7±7.6 2.3±0.6 6.3±1.8

zMean±S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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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관상 및 자생식물의 돌연변이 형질개량

  지피식물인 벌노랑이 종자에 감마선을 조사하여 감수성을 관찰한 결과(Fig. 30), 맹

아율은 모든 처리구에서 대조구와 비슷한 결과를 나타내어 감마선이 맹아율에 큰 향

을 미치지 않는 것으로 판단되었다. 포장에 정식하여 재배한 결과 M1세대에서는 화색

이나 다른 변이체가 관찰되지 않았다.

  제비꽃 종자를 당년에 채취하여 감마선의 향을 조사한 결과(Table 48), 맹아율은 

300Gy 처리구에서 가장 높은 62%로 대조구보다 5% 더 높았다. 맹아소요일수는 

500Gy 처리구까지 약 10일이었으나, 700Gy 처리구에서는 맹아율이 낮고 맹아소요일수

도 지연되는 경향이었다. 한편 자엽의 전개는 모든 처리구에서 9-10일 정도 소요되었

다.

  제비꽃 종자의 반치사선량을 구하기 위하여 선량을 다시 조정하여 반복 실험한 결과

(Fig. 31), 맹아율은 600Gy 처리구에서 대조구보다 약 20% 더 높았으며 맹아소요일수 

또한 다소 빨랐다. 위의 결과를 통해 제비꽃 종자의 반치사선량은 700과 800Gy 사이인 

것으로 판명되었다.

당년에 수확한 흰제비꽃의 종자에 감마선을 조사하여 감수성을 관찰한 결과(Fig. 32), 

맹아율은 100Gy 처리구가 대조구나 다른 처리구보다 높았으며 적정선량은 100-300Gy  

이었다. 발아소요일수는 감마선의 선량이 700Gy로 커질수록 길어지는 경향이었으며 모

든 처리구의 자엽전개일수는 평균 4-5일 이었다. 즉 같은 제비꽃과라 하더라도 방사선

의 감수성은 달라진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도라지는 주요 약용식물이지만 단간의 절화용으로 사용하기 위해 종자의 조직배양을 

시도하 으며 기내 식물체를 순화하여 당년에 개화시킨 결과, 화색변이는 관찰되지 않

았다. 캘러스에 감마선을 50-300Gy까지 50Gy 간격으로 조사한 결과, 100Gy 이상부터 

비조사구보다 증식정도가 1/2 이상 감소되었으며, 캘러스는 재분화 방법의 개발이 요구

되었다. 한편 200Gy의 감마선이 조사된 도라지 종자에서는 연보라색의 겹꽃이 관찰되

었으며 이들 개체의 형질고정유무를 확인하기 위해 격리 이식하여 개화검정한 결과 화

색이 불완전하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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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30. Effect of germination by gamma rays irradiation in Lotus corniculatus seed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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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48. Effect of germination by gamma rays irradiation in Viola mandshurica 

seeds.

Dose (Gy) Percent germination
Days for

germination cotyledon development

0 57.0 10.7±5.8
z

20.0±4.6

100 52.0 11.3±7.0 21.9±4.0

300 62.0 11.6±6.4 20.4±3.2

500 56.6 11.4±5.3 21.9±3.6

700 50.5 13.3±6.7 23.2±4.1

z
Mean±S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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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31. Effect of germination by gamma rays irradiation in Viola  mandshurica 

seed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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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32. Effect of germination by gamma rays irradiation in Viola  patrinii seed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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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화훼류 및 해외 도입식물의 돌연변이 형질개선

가. 방사선조사 및 기내배양법을 이용한 국화 육종

(1) 감마선 적정조사 선량

  구 등(2003)은 기내 배양 중인 국화 'Herman de Boon'외 4품종의 LD50을 구명하

는데 스프레이 계통이 스탠더드 계통보다 다소 낮아 더 민감하게 반응하 으며 품종간

에도 다소 차이가 나타나는 것으로 보고하 다. 따라서 본 실험에서는 스프레이 계통

의 LD50인 40Gy를 전후로 감마선을 조사하 다. 즉 배양 중인 식물체에 감마선을 선량

별(0, 30, 40, 50Gy)로 조사한 후 BA 첨가배지에서 4주간 배양하여 식물체의 생장정도

를 관찰하 다(Table 1). 그 결과 감마선을 조사하지 않은 BA 첨가구에서 shoot의 수

가 대조구보다 약 2배 증가하 다. 그러나 BA를 첨가하더라도 감마선이 조사됨으로써 

shoot의 증식은 관찰되지 않았으며 무조사구와 유사한 경향으로 BA의 향이 상쇄되

는 것으로 판단되었다. 

  한편 신초길이는 감마선의 조사선량이 50Gy로 높아질수록 1cm 이상 감소하 다. 이

는 장미 ‘리틀마블’이나 ‘아마데우스’ 품종에서와 동일한 결과로 감마선에 의한 생장억

제 효과가 식물생장조절제(본 실험에서는 BA)에 의한 촉진 효과보다 더 크다는 사실

을 보여준다고 하겠다(김 등, 2006). 뿌리의 형성정도는 BA가 첨가됨으로써 약 67% 감

소하 고, 방사선 처리로 뿌리형성율은 무처리구에 비해 50Gy에서 33에서 12%로, 뿌

리수는 1.6에서 1.1개로 상당히 줄어드는 경향을 보 다. 특히 BA(0.1mg•L
-1
) 첨가와 

감마선 40Gy 이상 처리구에서는 뿌리 형성율 뿐만 아니라 뿌리수도 급격히 감소하

다.

(2) 신초의 증식 및 발근

 ‘Argus’의 줄기를 사용하여 NAA와 kinetin이 각각 1.0mg•L
-1
 포함된 MS 배지에서 

shoot를 유도하 다. 2회째 배양시에는 앞서 유도된 shoot를 재료로 NAA의 농도는 

0.2mg•L
-1
로

 
고정하고 BA의 농도를 달리하여 뿌리형성 정도와 shoot의 증식정도를 

관찰해 본 결과(Table 2), shoot의 증식은 BA의 농도가 증가할수록 양호하 으며 

1.0mg•L
-1
 첨가하는 것이 증식에 유리하 다. 한편 신초의 길이는 BA의 농도가 

0.1mg•L
-1
 이하일 때 5cm 정도이고, 1.0mg•L

-1
으로 증가할수록 2cm 정도 짧아졌다. 

이와 같은 결과는 BA의 배지 내 첨가되는 농도가 적정수준까지 증가하면 shoot의 수

를 증가시키기는 하지만 신장생장은 오히려 억제한다는 것을 알 수 있었다. 뿌리의 형

성은 BA의 농도가 0.1mg•L
-1
  이하일 때 형성된 반면 BA의 농도가 NAA의 농도보

다 상대적으로 높아질수록 전혀 형성되지 않았다. 이러한 결과로 미루어 볼 때 식물체

를 대량증식시키기 위해서는 배지 내 BA의 농도를 높여 뿌리 절단작업이 필요 없도록 

생력화하고 발근이 요구될 때는 BA의 농도를 낮춰주거나 첨가하지 않는 것이 유리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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것으로 판단된다.

(3) 변이체 관찰

  3회 계대배양시에는 식물체를 강건하게 생육시키기 위해 생장조절물질이 전혀 첨가

되지 않는 MS 기본배지에서 유식물체를 배양한 다음 온실에서 순화 및 삽목하 다. 

약 3주 후 시험포에 정식하여 2년에 걸쳐 변이정도를 관찰하 다(Table 3). 포장이식 

후 생존율은 모든 감마선 조사구에서도 97% 이상으로 무조사구와 큰 차이를 나타내지 

않았다. 이는 40Gy로 조사했던 다른 스프레이 계통인 ‘Puma’와 ‘Paso Doble’의 경우 

각각 60과 88%이었던 것을 보면, 본 실험의 결과와 상당한 차이를 나타냈다(구 등, 

2003).

  2년간에 걸친 ‘Argus’의 변이 정도는 감마선의 선량이 높아질수록 증가하 다(Table 

3). 변이체는 무조사구에서 화색과 화형이 각각 3.7(5개체)과 2.2%(3개체)로 나타나 단

순히 줄기를 사용한 기내 배양을 통해서도 변이를 관찰할 수 있었다. 화색변이는 30Gy 

조사구에서 12.0%, 40Gy 처리구에서 12.7%, 50Gy 조사구에서는 117개체 중 33개체

(28.2%)의 다양한 변이주가 관찰되었으며 다른 조사구보다 높았다. 화색은 40과 50Gy 

처리구에서 연분홍에서 자주색 등 다양한 화색스펙트럼이 관찰되었다. 화형의 변화는 

30과 40Gy 조사구에서는 8% 정도인데 비해 50Gy 조사구에서는 15.4%로 증가되었다. 

이러한 ‘Argus’의 돌연변이 유기 결과는 장미보다 높았고(김 등, 2006) 다른 스프레이 

국화의 결과(구 등, 2003)와 비교했을 때 보다 상당히 높은 경향이었다. 이러한 결과는 

방사선에 의한 돌연변이 발생은 화훼종이나 품종에 따라서 달라질 수 있다는 것을 의

미하며, 또한 배양방법과 외식체로 사용되는 식물재료 등에 따라서도 화색 등의 변이 

차이를 나타낸다고 한다(Mandal 등, 2000a; 2000b; Misra 등, 2003). ‘Argus’의 화색변

화를 관찰해 보면(Fig. 1, 2, 3), 흰색에 옅은 자주색을 나타내는 관상화는 흰색, 적자

색, 노랑색 및 연분홍색 등으로, 흰색이었던 설상화는 연한 자주색과 적자색으로 바뀌

었으며, 관상화의 색변이가 설상화보다 다양하게 관찰되었다. 구 등(2003)의 결과와 비

교했을 때 흰색이 자주색 계열로, 흰색에 옅은 자주색이 노랑과 오렌지색으로도 변화

할 수 있어 화색 스펙트럼의 범위를 넓힐 수 있었다. 이러한 결과로 비추어 볼 때 국

화는 다른 화훼작물에 비해 감마선 조사에 의해 변이가 잘 발생하고 화색 스펙트럼의 

폭이 넓었기 때문에 돌연변이 품종이 가장 많이 육성된 것으로 판단되었다(Schum, 

2003). 

  한편 원품종의 화경이 약 4.1cm인데 비해 약 1.0cm 이상 작아지거나 2.4cm 정도 커

진 개체도 확인되었으며 아네모네형이었던 원품종에 비해 홑꽃형으로 바뀐 개체도 관

찰되었다(Figs. 7, 8, 9). 뿐만 아니라 꽃잎(주로 설상화)의 길이와 폭, 꽃잎(관상화와 설

상화)의 개수 및 관상화의 발달정도에서도 달라진 개체가 확인되었다. 그리고 일부 개

체에서는 꽃잎에 줄무늬가 관찰되기도 하 다(Fig. 3G). 변이 유형으로는 선량에 관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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없이 화색변이가 화형변이보다 높았으며 감마선을 처리하는 것이 화형보다는 화색에 

더 많은 변이를 초래한다는 결과와 일치하 다(Broertjes와 van Horten, 1998). 게다가 

국화의 돌연변이 품종 육종시 화색변이가 가장 많았다는 결과와도 일치하 다(박과 송, 

2005). 줄기에서는 안토시아닌 색소가 없어지는 개체가 많이 관찰되었다(Fig. 4). 상기

의 실험결과를 통해 얻어진 다양한 변이체들은 금후 후대검정과 재선발 과정을 거쳐 

품종화 할 수 있을 것이다.

  'Yellow Puma'의 꽃잎을 달리하여 캘러스 형성정도를 관찰한 결과(Table 4), 형성율

은 두 처리구 모두 90% 이상이었다. 캘러스 형성부위는 설상화를 사용하 을 때 정단

부에 단독으로는 형성되지 않았으며 잎 전체에서 88.9% 형성되었다. 관상화는 기부에

서 단독으로 30.8% 형성되었으며 전체적으로 61.5% 형성되었다. 

'White Pink'외 6품종과 변이체 3품종의 꽃잎을 사용하여 캘러스를 유도한 결과(Table 

5), 'Grand Pink'를 제외한 모든 품종이 95% 이상이었다. 캘러스 형성부위는 다양하게 

나타났으며 기관형성은 전체적으로 저조하 다. 스프레이 국화 중에서는 ‘세이마리아’ 

품종만이 15.0%의 잎이 형성되었다. 스탠더드 국화 중에서 ‘을녀’는 뿌리형성이 많았으

며, ‘학구’ 변이체는 6.3%의 잎을 형성하 다. 

  화색 및 화형 변이 육종을 위해 삽수에 감마선을 조사하여(30Gy) 변이유무를 관찰한 

결과, 두 품종에서 화색변이체가 관찰되었으며 이 중 ‘Hakgu’의 꽃잎을 사용하여 기내 

배양한 후 식물체를 재분화한 다음, 순화 삽목한 결과 화색 및 화형변이가 다양하게 

관찰되었다(Fig. 5).  

  한편 스탠더드국인 ‘Migok’의 기내 배양 후 순화 재배한 식물체에서도 4가지의 다른 

화색변이체가 관찰되었다(Fig. 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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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1. Effect of BA on growth of in vitro plantlets after irradiation of 

gamma-ray in the Dendranthema grandiflorum 'Argus'.

zMean±SE.

  

Dose 

(Gy)

BA 

(mg•L
-1
)

No. of shoots
Shoot length

(cm) 

Root formation

% No.

0 0 1.1±0.0
z

4.4±0.3 100 6.4±0.4

0 0.1 1.9±0.1 3.8±0.2  33.3 1.6±0.4

30 0.1 1.1±0.1 4.1±0.6  44.4 1.3±.01

40 0.1 1.1±0.0 4.1±0.2  14.3 1.1±0.1

50 0.1 1.2±0.0 2.8±0.1  12.3 1.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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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2. Effect of NAA and BA concentrations on shoot proliferation and root 

formation  of in vitro plantlets in the Dendranthema grandiflorum 'Argus'.

z
Mean±SE.

PGRs (mg•L
-1
)

No. of shoots
Shoot length

(cm) 

Root formation

(%)NAA BA

0 0 1.1±0.0
z

5.5±0.2 100

0.2 0.1 2.3±0.3 5.1±0.3  89.7

0.2 0.5 3.5±0.3 3.5±0.3   0

0.2 1.0 3.8±0.3 3.6±0.2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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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3. Induced variation in the stem tissues of the Dendranthema grandiflorum 
'Argus' by gamma-ray irradiation.

Dose

(Gy)

No. of 

plants

Survival rate

(%)

Flower variation 

(%) Changed flower color

(ray, tubular floret)
Color Shape

  0 135 100  3.7  2.2 pale yellow

 30  25 100 12.0  8.0 purple, pale pink

 40 228 97.8 12.7  8.3
pale pink, purple, yellow, orange 

etc.

 50 117 97.4 28.2 15.4
purple, yellow, pale yellow green 

et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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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1. Tubular floret color and flower shape of mutants induced from in vitro   

irradiation of gamma-ray in the Dendranthema grandiflorum 'Argus'. Left upper, 

original. White color with light purple and anemone flower type; A, orange, small 

flower; B, light pink; C, white; D, orange, large flower; E, pale yellow green; F, 

pale yellow; G, yellow tubular floret, narrowed ray floret; and H, yellow tubular 

floret, single flower typ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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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2. Purple flower color groups of mutants induced from in vitro irradiation of  

gamma-ray in the Dendranthema grandiflorum 'Argus'. Left, original; A, light 

purple in tubular and ray floret; B, red purple in tubular and ray floret; C, red 

purple ray floret and yellowish green tubular floret; D, dark purple; E, red purple in 

tubular and ray floret, small flower; and F, large flower and development-weak 

tubular flor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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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3. Mutant spectrum of flower color and shape induced from in vitro irradiation 

of gamma-ray in the Dendranthema grandiflorum 'Argus'. Left, original; A, color 

(orange); B, shape (small); C, color (dark purple); D, color (pale yellow green); E, 

shape (single type); F, color and shape (purple, large); G, color (stripe); H, color 

and shape (red purple); and I, color (light purp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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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4. Stem color mutant induced from in vitro irradiation of gamma-ray in    the 

Dendranthema grandiflorum 'Argus'. Left, original (purplish stem); and Right, 

anthocyanin pigment-free ste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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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4. Formation of callus on floret part in ‘Yellow Puma’.

Explant
Calli formation

(%)

Part of calli formation (%)

Base only Top only Mix

Ray floret 90.0 11.1 0 88.9

Tubular floret 94.1 30.8 7.7 61.5

Medium: MS medium containing 1.0mg․L-1 kinetin, 1.0mg․L-1 NA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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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5. Formation of callus on chrysanthemum cultivar.

Cultivar
Calli formation

(%)

 Part of calli formation (%) Organogenesis (%)

Base Top Mix Leaf Root

Spray 계

White Pink 96.3 0 19.2 80.8 0 0

세이마리아 95.2 0 0 100 15.0 0

Grand Pink 31.7 84.6 15.4 0 0 0

Herby Lemon 100 61.3 1.3 37.4 0 0

Herby Lemon 변이체 100 91.6 0 8.4 0 0

Artist Yellow 100 42.1 31.6 26.3 0 0

Standard 계

을녀 96.9 72.6 0 27.4 0 59.7

을녀 변이체 98.8 32.9 0 67.1 2.5 31.6

학구 변이체 95.8 78.5 1.9 19.6 6.3 0

Explant: ray floret

Medium: MS medium containing 1.0mg․L-1 kinetin, 1.0mg․L-1 NA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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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5. Variation of 'Hakgu' induced by in vitro callus culture of ray flow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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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6. Variation of ‘Migok’ induced by gamma ray irradiation of in vitro plant. 

Left: non-irradiated plant, right: flower color variant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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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케나프 육종

(1) 수집유전자원 평가

 케나프의 잎모양은 완전엽(entire leaf) 및 장상엽(palmate leaf)을 나타내는 품종으

로 나눌 수 있었는데, 동일 품종에도 엽형이 혼재하는 경우도 있었다. 시험 품종중 

최근 미국 및 대만에서 육성된 9품종과 중국 품종 福紅952은 중성식물(day-neutral 

plant)형 생육특성을 나타내어 비교적 지상부 생육량은 높은 반면, 개화가 되지 않거

나 10월 중순 이후 개화로 채종이 불가능 하 다. 러시아, 인도, 이란, 이태리, 중국 

원산의 품종들(C-9∼C-22)은 단일성을 나타내어 7월 중순이후 개화하여 9월말에는 

채종이 가능하 으나, 지상부 생육량은 적었다. 지상부 생육이 뛰어나면서도 채종 가

능한 품종은 중국의 奧手 및 C-26, C-27 계통으로 앞으로 이들 품종의 종자를 국내 

재배용으로 증식 보급하고, 돌연변이 품종개발의 소재로 활용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

된다. 

(2) 돌연변이 계통 선발

 케나프 품종 Auxu 및 진주 수집종에 방사선을 조사하여 M2-M3 세대에서 조생종

이거나 생육이 양호하며 채종이 가능한 변이체와 생육이나 꽃색이 변화한 변이체 30

개체를 선발하 다. 앞으로 이러한 계통을 세대진전을 시키면서 유망계통을 계통을 

선발하여 품종화를 추진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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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Fig 7. Test field of kenaf varieti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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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8. Seed setting on kenaf plan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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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6. Eco-physiological characteristics of kenaf varieties.

  †: E; entire type, P: palmate type.

  ‡: LB; light brown, DB; dark brown, P; purple, LG; light green.

  ❈: investigated on Oct. 26.

Test

Line

Variety Name

(Origin)

Leaf type
†

Stem color
‡

Flowering Seed Harvesting

C-1 Everglades 41(USA) E LB None Null 

C-2 Everglades 71(USA) P LB None  Null 

C-3 Tainung 1 (TAW) P LB None  Null 

C-4 Tainung 2 (TAW) P LB None Null 

C-5 Cubano (USA) E LB None  Null 

C-6 Cuba 108 (USA) E LB None  Null 

C-7 (USA) P LB None  Null 

C-8 (USA) P LB None  Null

C-9 (RUS) P+E LB Aug. 3-Late Sept.  Early Oct.

C-10 (IND) P LB July 29-Sept. 20 Early Oct.

C-11 (IRN) P DB July 25-Late Sept.  Early Oct.

C-12 (ITA) P LB   Early Oct.

C-13 (RUS) P+E LB July 26-Late Sept.  Early Oct.

C-14 (ITA) P+E LB July 29-Late Sept. Early Oct.

C-15 (Unknown) P LB Aug. 10-Late Sept.  Early Oct.

C-16 (CHN) P LB July 21-Late Sept. Early Oct.

C-17 (CHN) P DB July 27-Late Sept. Early Oct.

C-18 (CHN) P LB July 28-Late Sept.  Early Oct.

C-19 (IND) P LB Aug. 3-Sept. 20 Early Oct.

C-20 (IND) P+E LB Sept.15- Early Oct. Late Oct.

C-21 (IND) P+E P Aug.10-Early Oct. Late Oct.

C-22 (RUS) P LB Aug.1-Late Sept. Late Oct.

C-23 NARC strain(JPN) P LB Aug.17-Early Oct. Late Oct.

C-24 Cregg(USA) P LG None  Null 

C-25 Bokhong952(CHN) P LG Oct.10 Null 

C-26 J-1(Unknown) P LG Sept.7-Earl Nov.  Mid Nov.

C-27 J-1-1(Unknown) E LG  Sept.7-Early Nov. Mid Nov.  

C-28 Oxu(CHN) P LG Sept.10-Early Nov. Mid No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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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7. Growth characteristics of kenaf varieti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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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아피오스 증식기술 개발

(1) 아피오스의 괴경, 줄기, 눈으로부터 callus를 유도하는데 식물생장조절물질이 미   

치는 향

아피오스의 괴경을 이용하여 callus 유도효과를 보기 위하여 MS 배지에  Auxin 

(2,4-D 와 IBA)을 처리하 다. callus유도결과 MS배지에 1, 3 그리고 5 ppm처리시 

80%dltkddml 효과를 보 다. IBA 처리구에서는 5 ppm처리시 74%의 callus유도효과를 

보 다(Fig. 9. A-B). 또한 아피오스의 눈 배양시 MS배지에 2,4-D를 1, 3, 5 그리고 

10 ppm처리하 을 때, 50% 이상의 유도효과를 보 다. IBA 처리구에서는 5 ppm 처리

하 을 때 55%의 유도효과를 보여 다른 처리구에 비해 그 효과가 가장 좋았다 (Fig. 

10. C-D). 줄기배양 결과에서는 2,4-D를 1 ppm처리하 을 때 callus유도효과가 나타났

는데 90%이상으로 그 효과가 가장 좋았다. IBA 처리구에서는 1 ppm처리시 55% 유도

효과를 보 다(Fig. 10. E-F). 아피오스의 callus를 유도하는데 가장 적합한 상태는 줄

기로부터 MS 배지에 2,4-D 1ppm처리시 92%로 가장 최적의 배양 조건으로 나타났다.

(2) 아피오스의 괴경, 줄기, 눈으로부터 식물체를 재생시키는데 식물생장조절물질이   

미치는 향

각각 다른 농도의 Cytokinin이 포함된 MS배지에 아피오스의 괴경, 줄기, 눈으로부터 

유도된 callus를 기내에서 식물체로 재생시키기 위한 시스템을 확립하 다 

(Wickremesinhe, 1990). 아피오스의 괴경과 줄기로부터는 식물체가 재생되지 않았으나, 

아피오스의 눈 배양시에는 MS 배지에 2ip 3 ppm처리시 식물체가 형성되었다. rfj나 식

물체 재생 효율은 매우 낮았다 (Fig. 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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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9. Apios Americana Medikus. (A: Tuber from an apios plant, B: Inflorescence 

of apios, C: The stacking cultivation of apio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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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10. Effect of growth regulators on callus induction from apios. (A-B : tuber 

culture, C-D : bud culture, E-F : stem culture) Vertical bars represent standard 

error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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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11. Plant regeneration from callus of apios. (A: stem callus, B: tuber callus, 

C-D : bud callus and plant regener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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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돌연변이체 활용분자마커 개발 및 유용 변이체 보존 활용체계 구축

가. 벼 내염성 관련 분자마커 개발

(1) 내염성 관련 AFLP 특이밴드 분석 및 marker 개발

내염성과 관련된 DNA marker의 개발을 위해 AZCA 저항성 계통에서 선발된 유망 내

염성 계통인 ST 2 계통과 원품종 동안을 대조구로 이용하여 AFLP를 수행하 다. 8개

의 EcoR I(+2)와 6개의 Mse I (+3)의 primer를 이용하여 19개 primer 조합에서 총 

3,309개의 band가 나왔고 그 중 436 개의 polymorphic band(13.2 %)가 나타났다(Table 

1). 4 개의 AFLP 특이 band를 이용하여 AFLP marker로 이용할 수 있을 것이다. 또한 

STS marker로 전환하여 내염성 저항성 돌연변이 선발 및 육종에 이용할 수 있을 것

이다.(Fig 1)

(2) RAPD 분석 및 STS 마커 개발 

 내염성 선발용 마커를 개발하기 위하여 대조구와 내염성으로 확인 3계통을 대상으로 

RAPD 분석을 한 결과 Fig 2 왼쪽과 같이 대조구에서는 나오지 않고 내염성 계통에서

만 나온 밴드를 확인할 수 있었다. 이와 같이 내염성 계통 특이적인 밴드 8개를 선발

하고 염기서열을 구명한 후 (Fig 3)에 STS 프라이머로 전환하여 대조구와 내염성 계

통을 대상으로 PCR한 결과 Fig 2 (오른쪽)과 같이 내염성 계통에서 대조구보다 밴드

의 intensity가 약 2배 증가한 STS 마커를 확인 할 수 있었다. 이 마커는 대조구에도 

나오고 내염성에서도 나온 dominant 마커임을 확인 할 수 있었으며 밴드의 intensity가 

내염성에서 2배 이상 높으므로 내염성과 비 내염성을 구별 할 수 있는 마커로 활용 할 

수 있을 것이다. 여러 연구자에 의하면 밴드의 intensity 만으로도 dominant인지 

codominant인지을 확인 할 수 있다고 하 다.       

 AFLP 마커을 이용하여 STS 마커을 개발하기위하여 내염성과 비내염성계통을 대상

으로 실험한 결과 내염성계통에서만 나타난 밴드를 확인하 다 (Fig. 4). 이 밴드의 염

기 서열을 분석하고 STS 프라이머로 전환하여 내염성 계통과 비내염성계통을 대상으

로 PCR 한 결과 내염성 계통에서만 단일 밴드가 나타나는 공우성 밴드를 확인 할 수 

있었다 (Fig. 5). 

(3) 내염성 QTL과 연관된 SSR 확인, SSR 및 Northern 분석    

 내염성 유전자와 QTL에 연관된 SSR를 rice genomics data base에서 확인하 다. 많

은 결과 중 일부 QTL과 연관이있는 SSR은 다음과 같다 (Fig. 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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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염성 QTL과 연관이 있는 SSR 마커을 가지고 PCR 한 결과 Fig. 7에서 보는 것처럼 

일부 마커는 내염성과 비내염성을 구별  하는데 효과가 있음을 확인 할 수 있었다. 여

러 개의 SSR 마커 중에서 MRG0271는 내염성 품종인 Pokkali와 변이체 에서만 밴드

가 나타났고 대조구인 동진벼에서는 밴드가 나타나지 않았다. 이렇게 내염성 계통에서

만 나타난 밴드를 가지고 Northern 분석 한 결과 변이체의 발현 양은 대조구보다 약 2

배 정도 증가한 결과를 얻었다. 이렇한 결과로 보아 이 SSR 마커는 내염성을 조기에 

선발할 수 있는 마커로 활용이 가능 할 것으로 사료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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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1. Number of polymorphic AFLP bands observed using 19 AFLP primers 

combinations

Primer

combinations

Total

bands
Polymorphic Bands (%)

E-AA / M-CAA 141 35 (24.8)

E-AG / M-CAA 173 12 (6.9)

E-AT / M-CAA 182 19 (10.4)

E-AA / M-CAG 155 19 (12.2)

E-AC / M-CAG 151 28 (18.5)

E-AG / M-CAG 168 15 (8.9)

E-AT / M-CAG 160 19 (11.8)

E-TA / M-CAC 150 18 (12.0)

E-TC / M-CAC 139 13 (9.3)

E-TG / M-CAC 172 25 (14.5)

E-TA / M-CAT 183 16 (8.7)

E-TC / M-CAT 159 8 (5.0)

E-TG / M-CAT 184 23 (12.5)

E-TA / M-CTC 157 23 (14.6)

E-TC / M-CTC 148 73 (49.3)

E-TG / M-CTC 193 22 (11.3)

E-AC / M-CTA 221 22 (9.9)

E-AG / M-CTA 234 21 (8.9)

E-AT / M-CTA 239 25 (10.4)

Total 3,309 436 (1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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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1. Silver-stained polyacrylamide gels showing amplified fragments detected in 

the salt tolerant mutants. Primer combinations; EcoRI(E)-AA/MseI(M)-CAG (A), 

E-AG/CAG (B), E-TG/M-CAC (C), E-AT/M-CTA (D). Lane 1; Donganbyeo, lane 

2; chuchungbyeo, lane 3; ST-13, lane 4; ST-16. Arrows putative 

salt-tolerance-specific band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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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2 RAPD analysis (left) and STS analysis (right) with salt sensitive line and 

salt tolerant lines. First lane of RAPD and STS analyses is control and the ests 

are salt tolerant lin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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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GCCGCCATGGCGGCCGCGGGAATTCGATTCTCCCTCAGCCAACAATATCTCTA

TGGCCAACAATCTCTATGGCCAACAATCTCTTTCTGATCATGTTTCGGCTACT

GGCTACTATACTGCCCCATATTATGCCGCCCACCAAATTGGCATGCACCCAGT

TGATCCTCCAAGATCACATTACTTAGGAATTACATCTGAGAGGTACGCGTTTA

TGGTTCTAGTACTTCCTGTTTGTCAATTTTATAATGTGTTGACTGTTTCTCCG

AACCGAATTAAATTATGTTTAGCGTGTAGGCCAATGCTGACAACATTGATGT

CTCAAAACTATGTTGTTCAGTTACTGGACATAGTTTGAAAAACTTAATGAAC

TGATACTTGCAGCCTGCAGGCGCAATAGAGAGCCATAATTTGCGATTTTGTCT

AAAATCTGAAAGAACATTACTTGCAGCTACTTGGAAGTCTTACTTGTTCCTT

GCTACTGTCTTCAATTTCAGAATTACCTACGGTACAGAGCATGAGGCGGCCAC

GACAAACTTGCAACCTATTAGCCATTATGGGTCCATTCCAAGCGGTGCAACCG

CAGCACCTGAGGCAGCTGCGACAAACTCAAAACTAGTTTGTAATTCTGGGGCT

ACTCCAAGTGCTTCAGCAACTGGGGCAGCTATGACAAACTTACAACTCGTTAG

GAATTATGGGTCTATGCCAACAGTGTGATTGGANCTGCGCACATTCTCTGANG

GANAAATCCCTNTGAATCCGCCCCCTGCNGGTCACCATTGGGAAACCCCCACGC

GTNGAGCANACTTGATATCAT

Fig. 3. Data of sequence obtained from band showing salt tolerant lin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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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4.  AFLP analysis with salt sensitive line and salt tolerant lines. C: control, 

ST: salt tolerant lines, st: salt sensitive line. 

C  ST    st    STC  ST    st    STC  ST    st    S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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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  C  25   17  18  40  50  268

600 bp 

Fig. 5. Amplification of genomic DNA using the pair of primers.

From Left to Right: C, original variety; No. 25, Salt sensitive line Rest No., Salt 

tolerant ones. Arrow indicates the STS marker observed in salt tolerant   

genotyp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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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Fig. 6. SSR marker associated with salt tolerant QT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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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             D       S T      S T     S T

  D             S T         S T        S T

Fig. 7. SSR analysis (MRG0271) with salt sensitive line and salt          

tolerant line (UP). Northern analysis (DOWN). P: Pokkali, D: Dongjinbyeo, ST: 

salt tolerant lin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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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콩에서의 내습성 관련 분자 마커 개발

(1) AFLP 분석

각각 8개의 EcoR I(+3)과 Mse I(+3)의 selective primer을 이용 64개의 조합을 사용하

으며 그 중 32개의 primer 조합이 결과를 나타내었다. 각 primer 조합에 의해 생성된 

밴드의 수는 17 (E-AGC/M-CTC) 에서 146 (E-ACT/M-CTA)로 다양하 으며 평균 

80개의 밴드가 관찰 되었다. 32개 조합에서 총 2,566개의 밴드가 생성되었고, 그 중 

1,117개(43.5%)가 다형성을 나타내었다. 다형성 밴드는 2개 (E-AGC/M-CTC)에서 76

개(E-ACT/ M-CTA)로 다양하 다(Table 2).

1,117개의 다형성 밴드를 이용하여 유전적 동질성(genetic similarity, GS)를 계산하여 

clustering 분석을 하 다. GS 값은 0.25(T1과 S3)에서 0.87(T1과T3)의 범위 다. 실험

에 이용한 6계통은 습해에 강한 3계통들이 하나의 그룹을 형성하 으며(0.79), 습해에 

약한 3계통의 경우 그룹을 형성하지 않았다(Fig. 8).

(2) AFLP 특이밴드를 이용한 STS marker 개발

AFLP 특이 밴드 중 10개의 밴드를 cloning하여 sequencing을 하 고 그 중 2개의 

AFLP marker를 STS marker로 전환하 다 (WT-1, WS-1). 합성된 primer의 크기는 

각각 22bp와 23bp이며, 이들의 염기 서열과 크기 및 PCR 조건은 Table 3에 설명하

다. 이들 STS marker가 성공적으로 전환되었는지를 확인하기 위해 실험에 이용한 6계

통을 가지고 실험한 결과, WT-1은 AFLP band와 마찬가지로 습해에 강한 3계통에서

만 밴드를 형성하 으며 WS-1도 역시 AFLP band와 같이 습해에 약한 3계통에서만 

밴드가 나타났다(Fig. 9 & 10). 

AFLP 분석은 복잡한 과정과 많은 비용이 드는 단점이 있지만 이러한 STS marker로

의 전환으로 안정적이고 간편하게 분자 생물학적 육종에 이용할 수 있다. 콩의 습해와 

관련된 이 두 STS marker의 전환은 초기 콩 돌연변이 세대에서 습해에 대한 검정이 

가능할 것이며 고수확이 가능한 습해 저항성 콩 품종 육성에 도움이 될 것으로 보인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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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2. Number of polymorphic AFLP bands observed using 32 AFLP primers 

combinations

Primer

combinations

Total

bands

Polymorphic 
Bands (%)

Primer

combinations

Total

bands

Polymorphic 
Bands (%)

E-ACT/M-CTT 53 30 (56.6) E-AAC/M-CAT 107 51 (47.7)

E-AAC/M-CAA 59 28 (47.5) E-ACA/M-CAG 124 60 (48.4)

E-ACA/M-CAA 69 51 (73.9) E-ACC/M-CAG 91 46 (50.5)

E-ACT/M-CAA 94 31 (33.0) E-AGC/M-CAG 148 74 (50.0)

E-ACG/M-CAA 100 60 (60.0) E-AGG/M-CAG 91 43 (47.3)

E-AGC/M-CAA 101 46 (45.5) E-ACC/M-CAA 101 35 (34.7)

E-AGG/M-CAA 116 39 (33.6) E-AAG/M-CAA 116 44 (37.9)

E-AAG/M-CAC 52 15 (28.8) E-ACG/M-CAG 54 28 (51.9)

E-ACT/M-CAC 90 42 (46.7) E-ACT/M-CAG 105 48 (45.7)

E-ACC/M-CAC 94 30 (31.9) E-ACT/M-CTA 146 76 (52.1)

E-ACG/M-CAC 53 22 (41.5) E-ACT/M-CAT 81 21 (25.9)

E-AGC/M-CAC 83 31 (37.3) E-AGC/M-CTC 17 2 (11.8)

E-AGG/M-CAC 55 21 (38.2) E-ACA/M-CTG 21 11 (52.4)

E-AAC/M-CAC 69 27 (39.1) E-AAC/M-CTG 80 46 (57.5)

E-AAG/M-CAC 62 16 (25.8) E-AAG/M-CTG 22 6 (27.3)

E-ACA/M-CAC 78 23 (29.5) E-ACC/M-CTG 34 14 (41.2)

Total 2566 1117 (4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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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efficient
0.25 0.41 0.57 0.74 0.90

          

 T1 

 T3 

 T2 

 S1 

 S2 

 S3 

Fig. 8. Dendogram of 3 T and S soybean landraces based on the genetic similarity 

matrix from the AFLP analysi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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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9. The AFLP primer combinations E-ACT / M-CAT (A) and E-ACA / 

M-CAC (B) generated bands. The  E-ACT and M-CAT are showed bands in 

tolerant lines (T1, T2, and T3), the E-ACA and M-CAC are showed bands in 

susceptible lines (S1, S2, and S3) (indicated by the arro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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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10. The STS primers amplify a single band. WT-1 (A) was generated bands of 

171 bp (arrow) in tolerant (T) lines, and WS-1 (B) was generated bands of 377 bp 

(arrow) in susceptible (S) lin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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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3. Profiles of primer combinations used for the detection of polymorphism 
between the tolerant and susceptible lines through AFLP analysis

a Denaturation time (s), annealing time (s), extension time (s), and the number of cycles 
used were shown for each primer.

STS 

marker

AFLP

combination

Sequence

(5’ → 3’)

Annealing

Temperature 
(℃)

Size

(bp)

PCR

Condition
a

WT-1
E-ACT/

M-CAA

CACCCACTAACTTAGGGTCTTG

GTCCTTCAAGATTGTGAGCAAC
62 171

30 ,30 ,

30 , 28

WS-1
E-ACA/

M-CAC

CTTACGAAAGCGCCTCAACCTTG

CGTAATTCATAGGGTTTTGTG
57 377

30, 30, 

30, 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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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인삼 배 배양 유래 세포로부터 부정근 유도 및 ginsenoside 합성 변이 뿌리 선발

(1) Mature embryo로부터 callus 유도

 무균상태의 자엽조직은 인삼의 종자로부터 분리시켰다. 자엽은 myo-inositol 100 mgL
-1
, 

Thiamin․HCL 0.4 mgL
-1
, 3% sucrose와 1 mgL

-1
 2,4-D, 0.1 mgL

-1
 kinetin이 포함된 

MS 배지에 배양하 고, embryogenic callus는 이 자엽조직으로부터 배양후 3주안에 형성

되었다 (Fig. 11A). Embryogenic callus는 자엽으로부터 분리시키고 같은 유도배지에서 

계대배양에 의해 증식시켰다 (Fig. 11B). Choi et al. (2003)의 보고에 의하면 

embryogenic callus는 NH4NO3의 salt stress에 의해 NH4NO3의 농도가 높을수록 

embryogenic callus가 발달하지 못한다고 보고되고 있다. 그러나 본 연구에서는 NH4NO3

를 포함한 MS배지에서 embryogenic callus를 유도하 으며, 인삼의 자엽으로부터 

embryogenic callus를 유도하기 위하여 auxin과 cytokunin을 합성하 다 (Lu et al. 2001)

(2) 부정근의 형성에 식물생장조절물질이 미치는 향

 부정근 형성을 위한 적당한 유형과 최적의 농도를 확인할 목적으로, embryogenic callus 

증식은 세가지 종류의 (IBA, NAA and 2,4-D) auxin을 다른 농도로 처리하 다. 부정근

은 배양후 2주안에 형성되었다 (Fig. 11C). 모든 처리시 부정근은 명백한 형태학적 변화

가 나타나지 않았다. 어떤 부정근은 auxin이 없는 배지에서 생성되지 않았다. 부정근의 

형성이 가장 높았던 것은 NH4NO3가 포함되지 않은 MS배지에 IBA를 처리한 실험구 다 

(Fig. 12). 부정근의 형성은 IBA의 농도가 증가함에 따라 증가하 고 이는 IBA를 3 

mgL
-1 

처리하 을때 76.2%로 가장 높은 형성효과를 보 다. 그러나 IBA의 농도가 높아

지면 (5 mgL
-1
) 효과는 감소하 다. 또한 부정근의 biomass와 생장률은 IBA의 농도가 

증가할수록 그 효과도 함께 증가되었다. NAA의 경우 0.3에서 1 mgL
-1 

처리했을때 

52.4%로 가장 높은 효과를 나타내었다. 그러나 2,4-D의 경우 모든 처리구에서 부정근의 

형성은 10%이하로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로 볼때 부정근형성에 가장 효과적인 향을 미치는 auxin은 IBA이며 NAA

와 2,4-D는 이보다 낮은 효과를 보임을 알 수 있었다. 단백질합성물을 수송하는 다른 

auxin은 각 auxin의 이동을 중재하는 것 같다. 또한 IBA의 이동은 auxin의 높은 농도에

서 포화시킬수 있기 때문에 운반된 분자에 의해 이동한다. IBA는 세포에서 생장점이 형

성되는데 탈분화를 유도하고, 세포분할과 원기세포 형성을 일으키는 부정근 형성에 중요

한 역할을 하는 호르몬이다. 부정근을 형성하고 증식할 시 NH4NO3가 포함되지 않은 MS

배지에 IBA를 3mgL
-1 

포함했을 때가 가장 최적의 농도이다 (Fig. 11D). 

(3) 부정근 형성에 gamma ray의 효과

 부정근형성, 생장과 ginsenoside 생산 등에 따른 선발된 돌연변이 cell line의 방사선 감

수성을 결정할 목적으로 증식된 embryogenic callus에 각각 다른 선량의 gamma ray (0, 

10, 30, 50, 70 and 100 Gy) 를 조사하 다. 부정근 형성률은 30 Gy처리시 가장 높게 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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타났다 (Fig. 13A). 그림 3B는 부정근이 생장하는데 gamma ray의 향을 보여준다. 부

정근의 형성률은 방사선을 처리하지 않은 처리구에서 가장 높게 (94.0%) 나타났을 지라

도, 생체중에 있어서는 배양 4주후 30 Gy처리구에서 713.0 mg, control callus에서 479.3 

mg 으로 가장 높게 나타났다. 부정근의 형성과 생장률의 최대의 효과를 위해 gamma 

ray를 30 Gy 처리하여 인삼의 돌연변이를 선발했다. 

(4) 부정근의 돌연변이 선발

 30 Gy gamma ray를 처리한 callus로부터 142개의 부정근 라인을 선발하 다. 이 라인

은 control과 비교했을때 유사한 phenotype를 가지고 있으며, 빠른속도로 생장하는 특징

을 보이고 있다. 이들을 Mutated Adventitious Root line (MAR3-1 to MAR3-142)으로 

명시했다. 첫 번째 숫자는 방사선 조사 선량을 나타내고 두 번째 숫자는 부정근 라인을 

의미한다. Control Adventitious Root는 방사선을 조사하지 않은 callus로부터 유도된 것

을 의미하고 CAR로 명시했다. CAR과 MAR3은 증식을 위해 NH4NO3가 포함되지 않은 

MS배지에 IBA가 3 mg L
-1
을 혼합한 액체배지로 이동하 다 (Fig. 11E). 부정근의 생장

은 배양 4주에서 8주후 조사하 고, 이는 재료및 방법에 명시하 다. 본 실험에서는 다섯 

개의 MAR3 라인을 선발 (MAR3-9, MAR3-10, MAR3-13, MAR3-26 그리고 

MAR3-109) 하 는데, CAR과 비교하 을 때 빠른 증식의 효과를 나타내었다. 생장률은 

(final fresh weight/fresh inoculum wight) 배양 8주후 조사에서 4.6, 5.2, 3.1, 1.9와 2.5배

로 CAR의 생장률보다 선발된 각각의 라인들이 더 좋은 증식효과를 보 다 (Table 4). 

이러한 결과는 돌연변이 부정근 라인의 선발에 있어 gamma ray에 의한 유전적변화가 

그 원인임을 의미한다. 부정근의 생장률은 새롭게 자라는 측면의 가지나 이차증식 등에 

의해 형성된 뿌리 세포의 형성에 의존하고 (Rhodes et al. 1999), 이렇게 생장한 돌연변이 

라인 MAR3은 부정근의 대량생산을 위하여 5L 공기부양식 생물배양기에 이동하게 된다 

(Fig. 1F). 

(5) HPLC를 이용한 ginsenoside의 분석

 일곱가지 ginsenoside, Rb그룹 (Rb1, Rb2, Rc 와 Rd) 과 Rg그룹 (Re, Rf와 Rg1)은 샘

플로부터 추출하여 ginsenoside 스탠다드의 retention time과 비교하여 일치하는 것을 확

인하 다. 일곱가지 ginsenoside standard의 표준곡선은 Table 5와 같이 작성하 으며, 

이 표준곡선은 MeOH추출액 중에 ginsenoside 분석에 적용하기에 적합하 다. 

CAR과 5MAR3-line 으로부터 추출한 일곱가지 ginsenoside는 6년근 고려인삼과 비교하

다. Wei et al. (2006)의 보고에 의하면 잎의 추출물과는 반대로 고려인삼의 경우 나이

가 들수록 뿌리에서 ginsenoside가 증가한다고 알려져 있다. HPLC분석에 의한 

ginsenoside의 형태는 비록 그 양은 다를지라도 수삼, CAR, 3 MAR3-lines (MAR3-9, 

MAR3-10 과 MAR3-109)에서 유사하게 보여지고 있다 (Fig. 14). 수삼으로부터 

ginsenoside Rd와 Re, CAR로부터 Re는 HPLC 크로마토그램에서 발견하지 못했으나, 이

들 중  가장 효율이 우세한 ginsenoside를 가진 두 개의 root line을 찾았다 (Table 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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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AR의 총 ginsenoside의 함량은 Native ginseng (162.18 mg g
-1 

DW) 보다 2.5배 

(402.41 mg g
-1
 DW) 더 높았다. 다섯 개의 돌연변이 라인들도 총 ginsenoside의 함량이 

Native ginseng에 비해 2.2 (350.79 mg g
-1
 DW of the MAR3-109)에서 4.2 (685.91 mg 

g
-1
 DW of MAR3-9)배 높게 나타났다. 

HPLC 분석시 MAR3-13과 MAR3-26은 돌연변이 라인과 Native ginseng을 함께 비교했

을때 다른 ginsenoside가 나타남을 알 수 있었다. 이 알려지지 않은 세 개의 new 

compound는 Gm1, Gm2 그리고 Gm3으로 명시했다 (Fig. 14). 이 두 개의 라인에서 Gm2 

ginsenoside는 높은 농도를 보 다. MAR3-13과 MAR3-26에서 Gm2의 peak area는 47%

와 58%로 ginsenoside Rg1보다 더 높게 나타났다. MAR3-13과 MAR3-26의 각각의 

GM1과 GM3의 peak area는 66%와 54%, 63%와 56%로 나타났다. MAR3-13과 

MAR3-26 라인에서 새로운 GM의 축적을 강화하는 것은 ginsenoside의 생합성의 중요한 

함축을 의미한다. Rg1에서 Re나 Rf의 변형은 Hydroxylations에 의한 dammarenediol로부

터 유래된 것으로 두 개의 MAR3라인에서 Rg1 ginsenoside의 상대적으로 낮은 content

는 protopanaxadiol과 protopanaxatriol의 생합성을 위한 key enzyme의 변화와 관련된 것

으로 보여진다. 

(6) Hydroxyl and superoxide radical scavenging activities

 고려인삼 (Panax ginseng C. A. Meyer)은 전통적인 medicinal 식물로서 triterpenoid 

saponin인 ginsenoside는 중요한 bioactive ingredient중의 하나이다. Ginsenoside은 인간

에게 유독한 독성으로부터 보호하고 metabolism과 immune function을 조절한다 (Holden 

2004). Triterpenoid saponin은 polyphenol과 함께 antioxidaton activity, hyperoxidated 

lipid의 생성을 억제하거나 hyperoxidated lipid의 생성을 분해하여 anti-aging의 효과를 

나타낸다. 최근에, ginsenoside accumulation과 enzymatic와 non enzymatic antioxidant는 

생물배양기에서 panax ginseng root의 액체배양시 jasmonate (MA)와 salicylic acid 

(SA) (Ali et al. 2006) 또는 oxidative stress (Ali et al. 2006)에 의해 유도되는 것으로 

보고되고 있다. 본 연구에서는 BPCL ultraweak chemiluminescence (CL) analyzer을 사

용하여 root 라인의 hydroxyl (OH)과 superoxide (O2
-
) radical scavenging activities를 

연구하 다. 

Hydroxyl radical scavenging activity의 분석은 OH production 검출을 위한 명확한 규명

에 사용된다. root라인에서 ginsenoside의 inhibitory activities는 Fenton reagents에 의해 

hydroxyl radical 발생의 IBG-based CL (IC50) production의 관찰에 의해 측정된다 (Tsai 

et al. 2001). CL values의 소량의 다양한 단계는 root line으로부터 ginsenoside에 의한 

OH scavenging능력이 다르게 발휘되는 것을 관찰할수 있다 (Fig. 5). CAR의 OH 

scavenging능력은 (IC50 value, 3.08 ug ml
-1
) Native ginseng (IC50 value, 3.67 ug ml

-1)
 

보다 19% 더 높게 나타났다 (Table 7). OH scavenging 능력이 가장 높게 나타난 것은 

MAR3-13 (IC50 value, 1.02 ug ml
-1)
 라인으로 Native ginseng보다 3.6배 높게 나타났으

며, 그다음으로는 MAR3-9 (IC50 value, 2.28 ug ml
-1
) > MAR3-26 (IC50 value, 2.71 u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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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l
-1
) > MAR3-109 (IC50 value, 2.73 ug ml

-1
) > MAR3-10 (IC50 value, 3.30 ug ml

-1
) 

순으로 나타났다. MAR3 라인의 선발은 MAR3-10을 제외하면 CAR과 비교했을때 OH 

scavenging 능력이 높게 나타났음이 보여지고 있다. 

  Root 라인의 ginsenoside의 superoxide scavenging activities 분석은 methylglyoxal 

(MG), 민감한 2-oxoaldehyde와 arginine의 안정된 O2
-
 generating 시스템으로 이루어져 

있다. 이 시스템은 안정된 lucigenin-based chemiluminesence (LBCL)을 생산한다. 

Lucigenin은 CL analyzer의 O2
-
와 high sensitivity를 위해 명확한 chemiluminescent의 

조사가 이루어져야 한다 (Tsai et al. 2003). Fig. 15는 root 라인의 다른 O2
-
 radical 

scavenging activity를 설명한다. 양적인 비교를 위하여 concentration-inhibition curve는 

IC50 value로 그려지고 사용되었다. CAR (IC50 value, 9.02 ug/ml)의 O2
-
 radical 

scavenging ability는 Native ginseng (IC50 value, 5.71 ug/ml)보다 58%가 더 높았다. 모

든 MAR3 라인들은 (IC50 value, 5.10~1.12 ug/ml) CAR과 비교했을때 더 높은 O2
-
 

radical scavenging ability를 보 다. MAR3라인 중에, 억제하는 능률은 MAR3-13 (IC50 

value, 1.12 ug/ml)이 가장 높았고 그다음은 MAR3-26 (IC50 value, 1.79 ug/ml), 

MAR3-10 (IC50 value, 3.55 ug/ml), MAR3-109 (IC50 value, 3.75 ug/ml) 그리고 

MAR3-9 (IC50 value, 5.10 ug/ml)의 순으로 나타났다. 특히 MAR3-13과 MAR3-26의 

ginsenoside는 Native ginseng보다 O2
-
 radical scavenging ability이 각각 8.05와 5.04배 

높게 나타나게 보여졌다. 이러한 결과는 MAR3-13과 MAR3-26의 세 개의 new 

compound인 Gm1, Gm2 와 Gm3이 O2
-
 radical scavenging ability을 증가하는데 기여했

음을 증명한다. 앞으로의 연구에서는 세 개의 Gm의 구조분석과 biological activity의 동

일함에 대한 결과를 포함할 것이다. 

  본 연구에서는 돌연변이 부정근 라인을 (MAR3-lines) 선발하 다. 이 라인은 CAR 또

는 세 개의 새로운 ginsenoside compounds의 biosynthesis와 비교했을 때 biomass 생산

력과 (1.9~5.1 times) ginsenoside contents (1.13~1.7 times except the MAR3-109)를 증

가시켰다. MAR3 라인의 선발은 인삼에서 ginsenoside biosynthetic pathway와 관련된 

functional과 biochemical 연구에 사용되어질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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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11 Induction and proliferation of embryogenic calli and adventitious root. A 

Embryogenic calli formation on the callus induction medium, B Proliferation of the 

induced embryogenic calli (the stage for gamma irradiation), C Adventitious root 

formation on the solid adventitious root induction medium, D Proliferation of the 

adventitious root, and F Mass production of the adventitious root through a 5L air 

bubble bioreacto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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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12 Effect of Auxin, IBA, NAA and 2,4-D on the frequency of adventitious root 

formation from the embryogenic calli after 4 weeks of a cultur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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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13 Effect of a gamma irradiation on the frequency of adventitious root formation 

(A) and the growth of induced adventitious root (B). Right photograph shows the 

relative adventitious root formation and growth by each gamma ray dos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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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4. Growth rates of adventitious roots according to the culture period in the 

CAR and 5 MAR3-lines. 

Root lines
Fresh weight(g) at various times (week) Growth rate 

(fold)a
MG/CG
 (fold)b

0 4 8

CAR 0.02 0.44 1.28 64 1

MAR3-9 0.02 0.75 5.91 295.5 4.6

MAR3-10 0.01 0.47 3.35 335 5.2

MAR3-13 0.02 0.47 4 200 3.1

MAR3-26 0.02 0.45 2.44 122 1.9

MAR3-109 0.04 1.57 6.53 163.3 2.5

a
 The growth rate was determined by the increases in the fresh weight after 8     

  weeks liquid culture. Each value was the mean of three replicates of each one. 
b 
MG/CG : MAR growth rate / CAR growth rat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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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5. Calibration curve and concentration range of seven ginsenosides.

Group Ginsenosides Calibration curvea r2 Concentration range 

(mg mL-1)

Rb group

Rb1 Y=0.4696X-3.3438 0.9995 0.025-0.3

Rb2 Y=0.3249X-0.408 0.9996 0.025-0.3

Rc Y=0.3499X-4.1756 0.9969 0.025-0.3

Rd Y=0.3625X-0.9221 0.9978 0.025-0.3

Rg group

Re Y=0.4465X-0.1455 0.9996 0.025-0.3

Rf Y=0.4631X-1.5388 0.9992 0.025-0.3

Rg1 Y=0.5811X-3.4803 0.9997 0.025-0.3

a
 Where Y and X are the peak area and concentration of the analytes, respectivel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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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6. Content of ginsenosides in fresh P. ginseng, CAR, and five MAR3-lines. 

Each value represents the mean of three replicates. The ginsenoside content is 

expressed as mg ginsenosides g
-1
 dry weight.

Root 

lines

Content of ginsenosides (mg g-1) Total

(TRb/TRg)
Rb

TRba Rg
TRga

Rb1 Rb2 Rc Rd Re Rf Rg1

Native 

Ginseng
28.62 4.64 22.79 - 56.05 - 11.52 94.61 106.13

162.18

(0.52)

CAR 62.06 52.65 80.52 20.19 215.42 - 13.25 173.74 186.99
402.41

(1.15)

MAR3-9 103.79 103.44 127.1 25.99 360.32 14.88 24.05 286.66 325.59
685.91

(1.10)

MAR3-10 127.86 79.43 81.09 7.23 295.61 14.44 7.20 196.48 218.12
513.73

(1.35)

MAR3-13 122.32 84.35 48.22 27.64 282.53 32.35 12.39 126.79 171.53
454.06

(1.65)

MAR3-26 144.89 39.42 70.23 38.95 293.49 31.23 30.54 123 184.77
478.26

(1.58)

MAR3-109 21.17 9.87 87.95 7.7 126.69 5.02 25.34 193.74 224.10
350.79

(0.57)

a TRb = Rb1 + Rb2 + Rc + Rd, TRg = Re + Rf + Rg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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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14 HPLC chromatograms of ginseng extracts in the Native ginseng, CAR, and 5 

MAR3-lines, MAR3-9, MAR3-10, MAR3-13, MAR3-26, and MAR3-109. Seven 

ginsenosides, including Rb1, Rb2, Rc, and Rd of the Rb group, Re, Rf, and Rg1 of the 

Rg group, and three new compounds, including Gm1, Gm2, and Gm3, were marked 

upon each peak are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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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7. IC50 of superoxide and hydroxyl radical scavenging activities on the Native 

ginseng, CAR, and 5 MAR3-lines with ultraweak CL analyzer.

Root lines
IC50 value (ug mL-1)

Hydroxyl radicala NG/ARb Superoxide radicala NG/ARb

Native Ginseng 3.67 1 9.02 1

CAR 3.08 1.19 5.71 1.58

MAR3-9 2.28 1.61 5.10 1.77

MAR3-10 3.30 1.11 3.55 2.54

MAR3-13 1.02 3.60 1.12 8.05

MAR3-26 2.71 1.35 1.79 5.04

MAR3-109 2.73 1.34 3.75 2.41

a
 Each value means sample concentration for 50% inhibition of supplemented radical 

  (5 mg mL
-1
). 

b 
Radical scavenging activities (fold) of cultured CAR and 5 MAR3-lines (AR) 

  compared with that of Native Ginseng (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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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15 Hydroxyl and superoxide radical scavenger abilities of the Native ginseng, 

CAR, and 5 MAR3-lines. A sudden drop of the chemiluminescence (CL) counts is 

noted when an 
•
OH and O2

-
 scanvenger is added. Two microliters of the extracts (1 

mg mL
-1
) from each sample were added at one time. When CL counts became 

steady, addition of an extra amount (2 μL) of the extracts (scavenger) results in a 

further drop of the CL counts. Inhibition (%) versus concentration of the extracts 

(scavenger) can then be obtained. IC50 of a sample can be extrapolated from the 

curv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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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 유용 유전자원 확보 및 유전자원은행 기반구축

(1) 대두 유전자원의 평가 및 증식

 한국재래 재배종 4,000여종, 외국 도입종 500여종, 돌연변이종 500여종의 종자보존 및 대

두 종자은행으로서의 역할을 다하기 위해 이들 계통을 격년마다 재배하여 종자를 유지, 

보존, 증식, 관리하고 있다. 한국원자력연구소 보유 4000여 우리나라 재래종 중에서 매년 

1400여 재래종, 외국종 및 돌연변이종 700여점을 이용 보존 및 활력재생을 위하여 계통별

로 1.5m×60cm×10cm로 심어 계속 보존, 증식, 관리해오고 있는데, 2003년 재래 수집종 

1,400계통과 외국 수집종 및 돌연변이 등 700여 계통 등 총 2100여 계통, 2004년 재래 수집종 1,400

계통과 외국 수집종 및 돌연변이 등 600여 계통 등 총 2000여 계통, 2005년 재래종 및 야생 수집종 

1400 계통과 외국 수집종 및 돌연변이 후대 계통 600여 계통을 육종포장에 재배 증식, 형질 조사를 

통해 순수계통만을 선별 보존하 고, 2006년에는 콩 유용 유전자원(재래종, 돌연변이종, 야생종) 

3000여종을 정읍시 방사선연구원 방사선육종시험장 포장에 농진청 표준재배법으로 재배한 후 유전

자원 특성평가표에 따라 특성평가 및 종자 증식을 실시하 다 (Table 8).  

(2) 대두 유전자원의 분양 및 농진청 중복보존체계의 구축

 한국재래 및 유용 콩 유전자원의 증식 보존을 통해 매년 2000여 계통을 증식, 평가하면서 보존되

어온 유전자원을 2004년부터 특성평가 자료 및 종자일부 (계통 당 250g) 씩을 농촌진흥청 종자은

행에 기탁 등록하기 시작했다. 아울러 증식된 같은 계통의 일부는 단기저장고에 보관하기 시작하

면서 분양을 위한 종자은행 기반을 구축하기 시작했다. 2006년 1월 농촌진흥청으로부터 농업유전

자원관리기관으로 지정되면서 2005년 증식 콩 유전자원을 단기저장시설(4 °C 및 하 18 °C, 30% 

RH))에 보존시작하기 시작하 다. 2004년에 보유중인 콩 재래종 중 농진청에 미등록된 841종

을 확인하고, 200종을 정읍에 신설된 방사선육종시험포장에 재배하여 22여개 항목에 대

한 특성을 평가 조사와 함께 종자를 증식하고 그 중 200여점을 농진청 데이터베이스에 

등록 하고 종자를 기탁(Table 9), 2005년에 252점 (Table 10), 2006년에 250 종 이상 등록 및 

기탁하고, 한 세트를 건립된 방사선육종시험장 종자저온저장시설에 자체 보존  하여 중복 보존 및 

분양 체계를 구축하 다. 한편 2006년부터 농업 유전자원 관리기관 지정에 따라 보유중인 400계통

을 증식하여 추가로 진흥청에 분양 완료하 다.

(3) 해외도입 대두 유전자원의 특성 및 수량검정

 IAEA RCA 국제 공동연구의 일환으로 RCA 회원국에서 개발한 돌연변이 콩 계통을 정읍 방사선

연구원 육종시험장 포장에서 3m x6열 4반복으로 재배하여 수량검정 시험을 실시하여 2006년 1월 

인도에서 결과를 보고하 다 (Table 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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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8. 콩 유전자원 특성평가표 사례

Line No.
Yield 

(Kg/ha)

Seed 
Weight 
(g/100

s)

Moturin
g 

(days)

Floweri
ng(day

s)

Flowerin
g to 

Moturing 
(days)

Plant 
Hreigh

t 
(Cm)

No of 
branc
hes/P
lant

No of 
nodes/P

lant

No of 
pods/
Plant

Lodgi
ng(1-

5)

Virus(
1-5)

Disea
se(1-

5)

Insect
(1-5)

Stem 
Color

Flow
er 

Colo
r

Pubese
cence 
Color

Pod 
Color

Seed 
cont 
Color

Hilum 
Color

Protein Oil

KAS549-7 1893.0 15.6 142.0 75.5 66.5 55.0 2.3 14.7 47.7 3.5 3.5 3.8 3.0 P P T Br Y Y 44.2 16.5 

KAS549-8 1541.0 23.4 125.9 63.3 62.6 72.4 2.5 14.3 38.2 3.1 3.7 3.5 4.0 P P G LBr Y Y 42.6 16.7 

KAS549-9 1597.0 23.2 123.9 63.3 60.5 94.2 3.3 14.7 35.9 3.0 3.3 3.5 3.0 G W G Br Y Br 44.3 17.8 

KAS549-10 1379.0 38.7 145.7 73.3 72.4 72.9 3.9 14.9 35.7 3.4 3.6 3.0 5.0 G W T Br GRn Bl 41.2 17.0 

KAS549-11 1538.0 23.6 129.0 63.8 65.2 73.2 3.5 18.0 33.6 3.0 3.5 3.5 4.0 G W G Tn Y Br 44.4 16.4 

KAS549-13 772.0 34.7 154.0 70.3 83.7 69.3 3.9 17.2 15.3 3.5 3.0 3.0 5.0 P P P Br Bl Bl

KAS549-14 890.0 29.4 152.5 70.3 82.2 79.3 3.8 16.4 27.9 3.5 3.5 3.0 5.0 P P P Br Bl Bl

KAS550-1?1 931.0 14.2 135.8 70.1 65.7 77.4 3.8 17.6 40.7 4.0 3.9 4.0 2.8 P P T Tn Y DBr 43.5 16.2 

KAS550-1?2 1466.0 17.8 144.9 75.8 69.1 87.9 4.2 18.1 53.7 3.8 3.6 2.8 2.5 P P T Bl GRn DBr 41.5 16.2 

KAS550-2 2091.0 23.7 139.8 75.0 64.8 74.4 3.4 15.8 36.3 3.9 3.4 3.2 2.8 P P T Tn GRn LBr 42.4 15.8 

KAS550-9-1 592.0 15.0 148.0 71.8 76.2 59.8 3.4 16.3 41.3 3.0 3.5 3.0 5.0 G W T Br Y Bl

KAS551-2 1873.0 17.6 125.8 64.0 61.8 58.6 2.8 13.8 51.8 3.0 3.0 3.0 3.0 P P G Br Y Br 43.4 17.7 

KAS551-4 1266.0 8.8 133.9 71.8 62.1 63.8 3.8 14.7 68.2 4.5 3.2 3.3 4.0 P P G Br Y Br 41.4 15.7 

KAS551-5 1377.0 20.8 121.8 61.8 60.0 76.4 4.2 14.2 37.0 3.2 3.3 2.8 3.0 G W G Br Y Y 42.4 17.2 

KAS551-6 1353.0 25.6 123.3 61.3 62.0 68.8 4.2 13.8 39.2 3.2 2.5 3.3 4.0 G W G Br Y Y 43.7 17.1 

KAS551-7 1766.0 20.0 129.3 68.3 61.0 53.0 4.8 15.5 42.6 3.0 3.2 3.5 3.0 P P T Tn Bl Bl 42.4 16.7 

KAS551-8 1842.0 19.8 125.8 69.3 56.5 50.2 3.5 14.9 36.8 3.0 3.7 2.8 3.0 P P T Br Bl Bl 43.8 17.3 

KAS552-1 1827.0 26.6 144.1 73.0 71.1 63.4 34.0 12.2 37.8 4.8 3.7 3.3 3.0 P P T Br Br Br 41.9 16.8 

KAS552-2 1064.0 9.4 137.8 74.3 63.5 67.8 4.0 16.0 61.0 4.2 2.8 2.8 3.0 P P G Tn Y Y 40.1 16.3 

KAS552-3 1714.0 20.8 143.9 73.3 70.6 65.4 5.0 15.2 49.2 4.5 3.8 3.8 3.0 P P G Br Br Br 42.7 16.9 

KAS552-4 2317.0 22.6 130.0 67.0 63.0 67.2 3.2 15.2 36.4 3.2 3.2 3.3 3.0 P P G Br Y Y 43.4 19.2 

KAS552-5 2257.0 24.6 129.6 64.0 65.6 69.8 3.5 14.2 40.2 3.2 3.5 3.3 3.0 P W G Br Y Y 43.6 17.4 

KAS552-7 1367.0 13.0 138.8 75.2 63.6 75.6 3.9 17.2 62.4 4.5 3.8 3.0 4.0 P P G Br GRn Br 44.7 15.4 

KAS560-1 1872.0 24.3 142.9 74.2 69.7 66.9 4.4 15.3 44.0 4.1 3.9 3.0 4.0 P P G Br Br Br 42.0 17.4 

KAS560-2 1159.0 26.9 148.1 78.2 69.9 66.2 3.6 16.5 27.9 4.5 3.5 3.3 4.0 P P T Tn Bl(N) Bl 43.4 15.4 

KAS560-3 853.0 11.1 145.4 77.2 68.2 54.1 3.6 15.0 36.8 4.4 4.0 3.0 3.0 P P T Tn Bl Bl 43.5 14.0 

KAS560-4 1949.0 22.4 128.4 68.5 59.9 67.9 2.9 14.9 41.5 2.9 3.3 3.5 3.0 P P G Br Y Y 42.4 19.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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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9. 2004년도 특성평가, 등록 및 기탁 콩 유전자원 목록( 한국원자력연구소 보유 콩 

재래종(KAS-Line)중 농촌진흥청 미 등록된 계통중에서 200계통 선발함) 

No. KAS-Line No. No. KAS-Line No. No. KAS-Line No. No. KAS-Line No. 

1 KAS 100-1-1 51 KAS 132-4 101 KAS 160-12 151 KAS 200-33

2 KAS 100-1-2 52 KAS 132-6 102 KAS 160-20 152 KAS 200-34

3 KAS 100-2 53 KAS 133-1 103 KAS 160-21 153 KAS 200-35

4 KAS 100-3-1 54 KAS 133-2 104 KAS 160-22 154 KAS 200-36

5 KAS 100-3-2 55 KAS 133-3 105 KAS 170-1 155 KAS 200-37

6 KAS 100-4-1 56 KAS 134-1 106 KAS 170-3 156 KAS 200-38

7 KAS 100-4-2 57 KAS 134-2 107 KAS 170-4 157 KAS 200-39

8 KAS 100-5-2 58 KAS 134-3 108 KAS 170-5 158 KAS 200-40

9 KAS 100-7 59 KAS 134-5 109 KAS 170-6 159 KAS 200-41

10 KAS 100-8-1 60 KAS 134-6 110 KAS 170-7 160 KAS 200-42

11 KAS 100-8-2 61 KAS 134-7 111 KAS 170-8 161 KAS 200-44

12 KAS 100-9 62 KAS 150-1 112 KAS 170-10 162 KAS 200-45

13 KAS 100-10-1 63 KAS 150-3 113 KAS 171-1 163 KAS 200-52

14 KAS 100-10-2 64 KAS 150-4 114 KAS 171-2 164 KAS 201-1-1

15 KAS 100-11-2 65 KAS 150-5 115 KAS 172-1 165 KAS 201-1-2

16 KAS 100-12 66 KAS 150-6 116 KAS 172-2 166 KAS 201-2-1

17 KAS 100-13-1 67 KAS 150-7 117 KAS 172-3 167 KAS 201-2-2

18 KAS 100-14-1 68 KAS 150-8 118 KAS 172-4 168 KAS 201-3-1

19 KAS 100-14-2 69 KAS 150-9 119 KAS 172-5 169 KAS 201-3-2

20 KAS 101-1 70 KAS 150-10 120 KAS 172-6 170 KAS 201-3-3

21 KAS 101-2 71 KAS 150-11 121 KAS 172-11-2 171 KAS 201-4

22 KAS 101-3-1 72 KAS 150-12 122 KAS 172-20 172 KAS 201-5-1

23 KAS 101-3-2 73 KAS 150-13 123 KAS 181-13 173 KAS 201-5-2

24 KAS 101-3-3 74 KAS 150-14 124 KAS 183-3 174 KAS 201-6-1

25 KAS 101-4-1 75 KAS 150-15 125 KAS 200-13 175 KAS 201-6-2

26 KAS 101-5 76 KAS 150-16 126 KAS 200-14 176 KAS 201-7-1

27 KAS 101-6 77 KAS 150-17-2 127 KAS 200-15 177 KAS 201-7-2

28 KAS 102-1-1 78 KAS 150-19-1 128 KAS 200-16 178 KAS 201-7-3

29 KAS 102-2 79 KAS 150-19-2 129 KAS 200-17-1 179 KAS 201-7-4

30 KAS 102-3 80 KAS 150-21 130 KAS 200-17-2 180 KAS 201-7-5

31 KAS 102-4-1 81 KAS 150-23 131 KAS 200-18 181 KAS 201-7-6

32 KAS 102-4-2 82 KAS 150-24 132 KAS 200-19 182 KAS 201-8-1

33 KAS 102-5-1 83 KAS 150-25 133 KAS 200-21-1 183 KAS 201-8-2

34 KAS 102-5-2 84 KAS 150-26 134 KAS 200-21-2 184 KAS 201-9

35 KAS 130-2 85 KAS 150-27 135 KAS 200-22 185 KAS 201-10

36 KAS 130-4 86 KAS 150-28 136 KAS 200-23-1 186 KAS 202-1

37 KAS 130-5 87 KAS 150-29 137 KAS 200-23-2 187 KAS 202-2

38 KAS 130-6 88 KAS 150-33 138 KAS 200-24-1 188 KAS 202-4

39 KAS 130-7 89 KAS 150-34 139 KAS 200-24-2 189 KAS 205-1

40 KAS 130-8 90 KAS 160-1 140 KAS 200-25 190 KAS 250-3

41 KAS 131-1 91 KAS 160-2 141 KAS 200-26-1 191 KAS 205-4-2

42 KAS 131-2 92 KAS 160-3 142 KAS 200-26-2 192 KAS 205-5

43 KAS 131-4 93 KAS 160-4 143 KAS 200-26-3 193 KAS 205-6

44 KAS 131-5 94 KAS 160-5 144 KAS 200-28-1 194 KAS 205-8

45 KAS 131-7 95 KAS 160-6 145 KAS 200-28-2 195 KAS 205-9

46 KAS 131-8 96 KAS 160-7 146 KAS 200-29-1 196 KAS 205-10

47 KAS 131-9 97 KAS 160-8 147 KAS 200-29-2 197 KAS 205-11

48 KAS 132-1 98 KAS 160-9 148 KAS 200-30-1 198 KAS 205-13

49 KAS 132-2 99 KAS 160-10 149 KAS 200-31 199 KAS 205-15-1

50 KAS 132-3 100 KAS 160-11 150 KAS 200-32 200 KAS 205-1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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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10. 2005년도 특성평가, 등록 및 기탁 콩 유전자원 목록( 한국원자력연구소 보유 콩 

재래종(KAS-Line)중 농촌진흥청 미 등록된 계통중에서 250계통 선발함)

KAS No. KAS No. KAS No. KAS No. KAS No. KAS No. KAS No. KAS No.

KAS541-1 KAS544-17 KAS549-5 KAS560-7 KAS590-17 KAS605-4 KAS607-10 KAS610-4

KAS541-2 KAS544-18 KAS549-7 KAS570-1 KAS590-18 KAS605-5 KAS607-11 KAS610-5

KAS541-3 KAS544-20 KAS549-8 KAS570-2 KAS603-8 KAS605-6 KAS607-12 KAS610-8

KAS541-4 KAS544-21 KAS549-9 KAS571-1 KAS603-9 KAS605-7 KAS607-13 KAS610-10

KAS541-5 KAS544-23 KAS549-10 KAS571-2 KAS603-15 KAS605-8 KAS607-14 KAS611-2

KAS541-7 KAS544-32 KAS549-11 KAS571-4 KAS604-2 KAS605-10 KAS608-1 KAS612-1

KAS541-8 KAS544-33 KAS549-13 KAS571-5 KAS604-3 KAS605-11 KAS608-3 KAS612-3

KAS541-9 KAS544-34 KAS550-1-1 KAS571-9-3 KAS604-4 KAS605-12 KAS608-4 KAS612-4

KAS542-28 KAS547-1 KAS550-1-2 KAS571-16 KAS604-5 KAS605-13 KAS608-5 KAS612-5

KAS542-29 KAS547-3 KAS550-2 KAS571-25 KAS604-6 KAS605-14 KAS608-6 KAS612-6

KAS542-30 KAS547-4 KAS550-9 KAS571-26 KAS604-7 KAS605-15 KAS608-7 KAS612-7

KAS542-31 KAS547-5 KAS550-10 KAS573-1 KAS604-8 KAS605-16 KAS608-8 KAS612-8

KAS542-32 KAS547-8 KAS551-2 KAS573-6 KAS604-10 KAS605-17 KAS608-11 KAS612-9

KAS542-33 KAS547-9 KAS551-4 KAS575-16 KAS604-11 KAS605-22 KAS608-12 KAS612-10

KAS542-34 KAS547-10 KAS551-5 KAS576-8 KAS604-12 KAS605-23 KAS608-14 KAS612-11

KAS543-1 KAS547-11 KAS551-6 KAS576-16 KAS604-13 KAS606-1 KAS608-15 KAS612-12

KAS543-2 KAS548-1 KAS551-7 KAS576-17 KAS604-14 KAS606-2 KAS608-16 KAS612-19

KAS543-3 KAS548-2 KAS551-8 KAS576-18 KAS604-15 KAS606-4 KAS608-17 KAS612-20

KAS544-1 KAS548-3 KAS551-20 KAS578-2 KAS604-16 KAS606-5 KAS608-18 KAS612-21

KAS544-2 KAS548-4 KAS552-1 KAS578-32 KAS604-17 KAS606-6 KAS609-3 KAS613-1

KAS544-3 KAS548-6 KAS552-2 KAS578-33 KAS604-18 KAS606-7 KAS609-4 KAS613-3

KAS544-4 KAS548-3 KAS552-3 KAS578-34 KAS604-19 KAS606-9 KAS609-5 KAS613-4

KAS544-5 KAS548-4 KAS552-4 KAS579-4 KAS604-20 KAS606-10 KAS609-6 KAS613-5

KAS544-8 KAS548-6 KAS552-5 KAS580-23 KAS604-21 KAS606-11 KAS609-7 KAS613-6

KAS544-9 KAS548-7 KAS552-7 KAS580-24 KAS604-22 KAS606-12 KAS609-8 KAS613-7

KAS544-10 KAS548-8 KAS560-1 KAS580-25 KAS604-23 KAS606-13 KAS609-10 KAS614-2

KAS544-11 KAS548-10 KAS560-2 KAS580-26 KAS604-26 KAS606-35 KAS609-11 KAS614-3

KAS544-12 KAS549-1 KAS560-3 KAS581-30 KAS604-27 KAS606-36 KAS609-12 KAS614-4

KAS544-13 KAS549-2 KAS560-4 KAS581-36 KAS604-28 KAS606-37 KAS610-1 KAS615-8

KAS544-14 KAS549-3 KAS560-5 KAS581-37 KAS605-2 KAS606-38 KAS610-2 KAS615-9

KAS544-15 KAS549-5 KAS560-6 KAS581-38 KAS605-3 KAS606-39 KAS610-3 KAS615-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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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11. IAEA 공동협력 선발 돌연변이 개체의 지역 및 수량검정 시험

품종명 지역
수량 백립중

(g)

성숙기

(일)

개화기

(일)

성숙

일수

(일)

경장

(cm)

마디수

(n=6)

분지수

(n=6)

꼬투리

수

(n=6)

내병충성

자반병
미이라

(%)

충해

(%)(g/주) (kg/ha)

GH-7 (LS6) 정읍 7.7 1329.9 15.7 74.8 79.3 154.1 97.9 7.4 21.4 46.4 0.8 5.8 0.0 

M103 (LS14) 정읍 22.2 3831.2 19.3 58.8 66.5 125.3 95.7 5.1 18.6 56.4 0.3 2.5 0.7 

DT84 (LS16) 정읍 21.2 3657.0 22.1 66.8 63.5 130.3 82.4 4.4 17.5 55.5 0.3 6.0 　

HC18 (LS17) 정읍 3.5 598.5 24.1 63.8 46.0 109.8 34.0 1.6 10.2 15.2 2.5 18.8 　

HC18M (LS18) 정읍 16.4 2827.2 26.2 66.0 51.8 117.8 54.2 3.8 14.4 41.5 0.0 3.3 　

AJMD (LS19) 정읍 8.6 1486.7 28.0 45.0 46.0 91.0 27.3 2.7 10.0 23.1 2.5 11.3 1.0 

AJMDM (LS20) 정읍 6.2 1076.3 26.4 48.0 43.0 91.0 25.6 2.3 9.8 23.5 2.3 5.8 　

CM60 (LS21) 정읍 8.3 1430.7 21.3 92.5 61.5 154.0 103.7 6.2 21.2 42.3 1.3 8.0 　

CM60-10KR-7

1-PS21 (LS22)
정읍 13.3 2292.9 17.2 77.8 72.5 150.3 99.6 6.1 21.4 45.8 0.8 5.3 　

금강대립 (LS9) 정읍 21.9 3769.2 27.6 78.8 46.0 124.8 51.3 4.3 14.1 42.6 1.0 1.0 0.0 

KEX-2 (LS10) 정읍 19.7 3396.1 28.6 73.0 46.0 119.0 50.5 3.9 13.3 44.5 4.0 3.8 0.0 

방사콩 (LS12) 정읍 22.8 4852.4 13.6 64.3 52.8 117.1 53.9 4.1 15.7 64.6 0.0 1.8 0.5 

태광콩 정읍 29.2 5023.4 24.9 66.5 56.0 122.5 46.8 4.9 14.4 51.1 0.0 4.3 

LSD(0.05) 7.0 1285 2.0 - - - 6.1 0.9 0.7 12.0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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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 돌연변이 유전자원 데이터베이스 소프트웨어 개발

(1) 시스템 환경결정을 위한 연구

 연구과제를 수행하기 위해 선행되어야 할 것은 적용시킬 개발언어와 데이터베이스의 선정이다. 

이는 결과물의 기술수준, 호환성, 확장성과 직결되는 문제이기 때문에 국내·외 기술사례를 면 하

게 분석할 필요가 있다.

(가) 개발언어 선정

 연구과제의 최종 성과물은 전산시스템의 형태를 가질 것이고 이는 프로그램 소스라는 것

을 바탕으로 구현된다. 프로그램 소스는 개발언어별로 일정한 규칙을 가지고 있는데 시스템

의 규모, 예산, 특성에 따라 적절한 개발언어를 선택하게 된다. 

본 연구에서는 개발언어 중 ASP, PHP, JSP, JAVA, JSP 응용 등 범용적으로 사용되고 있

는 언어들을 중심으로 살펴본다. 

① ASP(Active Server Page)

㉮ 소개 

  Active Server Page의 약자로 현재 웹 서버상에서 많이 쓰이는 CGI(common gateway 

interface)보다도 Server에 부담율을 덜 수 있다는 측면에서 각광 받고 있다. CGI에 대응하기 

위한 MicroSoft사의 IIS(Internet Information Server)에서 쉽게 프로그래밍 할 수 있게 한 기

능 즉, MicroSoft의 최신 서버 기반 기술로써 WWW나 인트라넷에 사용될 수 있는 대화형 

HTML 페이지를 제작할 수 있도록 고안되어진 언어이다. 

㉯ 특징 

○ Web Application을 쉽게 개발할 수 있도록 MS사의 IIS이 내장되어 있는 기술 

○ 다양한 객체와 컴포넌트 지원으로 패키지화 가능 

○ ADO(ActiveX Data Object)를 이용하여 객체지향 데이터베이스를 액세스 서버컨트롤로 

생성하여 확장 가능

○ MTS(Microsoft Tracsaction Server)와 MSMQ(MicroSoft Message Queue)를 이용해 분

산 트랜잭션을 지원 

○ Window NT의 IIS(Internet Information Server)와 최적의 환경을 지원 

② PHP(Professional Hypertext Preprocessor)

㉮ 소개 

  PHP는 1994년 가을 Rasmus Lerdorf가 처음 고안하 고 외부에 사용된 것은 1995년 초부

터이며 그 때부터 Personal Home Page Tools라고 불리게 되었다. 최근 PHP3이 개발되면서 

PHP라는 이름에 의미를 부여하는 공모전이 실시되었는데, 여기서 당선된 것이 Professional 

HTML(혹은 Hypertext) Preprocessor라고 한다. PHP는 서버에서 해석되는 스크립트 언어로 

유사한 언어로는 MicroSoft의 ASP가 있다. 이런 서버용 언어는 서버에서 해석되어 그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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를 HTML형태로 만들어서 클라이언트(웹 브라우져)로 보내주게 되므로 내부 소스 코드는 

볼 수가 없다.

  서버용 스크립트가 해석되는 과정은 우선 클라이언트가 웹서버에 특정 URL을 요청하면 

웹 서버가 요청받은 URL을 찾아 어떤 언어로 만들어졌는지 확인한다. 만일 PHP언어로 만들

어져 있다면 서버에서 가지고 있는 PHP해석 엔진으로 보내고 해석 엔진에서는 해당 코드를 

해석해서 결과를 웹 서버로 보내게 되고 웹서버는 전달 받은 결과를 그대로 클라이언트(웹 

브라우져)로 전달하는 원리이다. 

㉯ 특징 

○ 대부분의 웹 어플리케이션을 구현 

○ 빠른 속도 

○ Linux의 Apache Web Server와 최적환경을 이룸 

○ 다양하고 손쉬운 데이터베이스 지원 

○ 멀티플렛폼 지원(Unix, Windows) 

③ Java

㉮ 소개 

  Java의 아버지격인 James Gosling은 C++를 이용해 하드웨어 독립적인 저가의 Software 

개발환경을 만들 계획으로 C++의 단점을 없앤 새로운 언어인 Oak를 개발하 고 여기에 

Run-Time System, API 등 현재 자바가 가진 비슷한 환경을 사용하게 되었다. 

  1993년 그래픽 기반의 WWW이 발표되고 자바의 개발자들은 이러한 웹 기반의 응용프로

그램에는 자바와 같은 기계 중립적인 언어가 이상적이라는 것을 발견하 고 그들이 개발한 

것이 나중에 핫자바(HotJava)로 이름이 바뀐 웹러너이며 자바라는 이름은 지역의 어느 커피

점안에서 얻었다고 한다. 그래서 웹 페이지에 항상 끓고 있는 커피를 볼 수 있다. 

  이후 Oak에서 Java로 명칭이 변경되었고 Sun Sparc Solaris, Windows NT, Windows 95, 

Linux 기반의 Hot Java, Java, Java context, source code가 Web에 공개되면서 Sun 

Microsystems에서는 Java beta1 발표하 으며 Netscape에서 지원을 결정하는 등 대부분의 

운 체제에 이식되기 시작하 다. 

㉯ 특징 

○ 다른 언어에 비해 코딩이 간단 

○ TCP/IP 라이브러리가 포함되어 네트워크 분산환경을 지원 

○ 높은 이식성(유형 정의를 시스템에 무관하게 정의)

○ 멀티 스레딩을 지원 

○ 플랫폼의 독립성(Platform independence) 

○ 객체지향언어(Object Oriented Programming) 

○ 보안(Security) 

○ 예외처리(Exce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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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JDBC를 이용한 데이터베이스 연동 

④ Jsp(Java Server Page)

㉮ 소개 

기본적으로는 Java Servlet과 같다. 웹전용 스크립트 언어로써 문법은 PHP, ASP와 비슷하지

만 자바의 막강한 기능을 그대로 가지고 있기 때문에 더욱 강력하다. HTML 문법을 그대로 

넣어서 코딩을 하기 때문에 코딩의 속도가 훨씬 빨라졌으나 Jsp를 해석하는 엔진이 필요하

고 그 엔진을 통해서 Java, Class파일을 생성한다. 이때 처음 웹에서 요청을 하면 속도가 느

리다. 그러나, 이렇게 엔진을 통해서 컴파일된 Java, Class파일을 웹에서 재요청시 사용하므

로, 이후부터는 Java Servlet과 완전히 동일하다. 

㉯ 특징 

○ 자바의 장점을 모두 가짐 

○ 직접 HTML 코드를 소스안에 작성하므로 코딩속도가 훨씬 빠르다. 

○ Java파일을 컴파일(pre-compiling)할 필요가 없으므로 디자인 및 잦은 수정도 쉽다. 

○ Beans의 사용으로 비즈니스 로직의 완벽한 비공개화가 가능하다. 

⑤ 각 개발언어의 비교 

㉮ 구동 가능 웹서버 

○ ASP : IIS, PWS의 NT/Windows 환경에서만 작동하며 웹서버는 IIS, 데이터베이스는 

Ms-SQL을 사용할 경우가 최적화된 환경이다. 

○ PHP : 플랫폼이 독립적이므로 아무 환경에서나 동작하지만, Apache 웹서버와 MySQL

을 사용할 경우가 가장 최적화된 환경이다. NT/Windwos 2000 환경하에서 MsSQL과 

APACHE를 돌리는 경우에도 PHP 사용이 가능하다.

○ Java Servlet, Jsp : 모든 환경에서 동작하고 특별히 최적화되는 환경이 없다. 

㉯ 시스템 자원에 관한 효율성 

Java는 스레드를 통해서 프로세서를 실행시키기 때문에 자원을 적게 쓰고, 반면 CGI는 요청

이 있을 때마다 프로세서를 실행시키기 때문에 자원의 낭비가 제일 심하다. 

Java(Jsp) > PHP > ASP > CGI 

㉰ 플랫폼 독립성 

Java, CGI, PHP는 객체지향언어로서 플랫폼의 독립성이 뛰어나 어느 환경에서나 

어느 환경에서나 실행이 가능하나, ASP는 Window환경에서만 실행이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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Java(Jsp) = CGI = PHP > ASP 

㉱프로세서의 처리 속도 

  단독 처리속도는 스크립트 해석능력이 가장 뛰어난 PHP가 단연 빠르고 CGI기반의 ASP 

및 CGI같은 경우 프로세서의 지속된 생성으로 처리속도가 비교적 느리다. 특히 ASP는 CGI

로의 컴파일 과정이 포함되어 더욱 느리다. 그러나 실제적으로는 거의 차이가 없다. 

PHP > Java(Jsp) > CGI > ASP 

㉲ 프로그램 난이도 

CGI 및 Jsp는 기존의 C언어 및 Java를 알아야 사용할 수 있는 언어이기 때문에 스크립트 

중심의 ASP 및 PHP에 비해 프로그래밍 난이도가 높다. 

ASP > PHP > Java(Jsp) > CGI 

㉳ 시스템 확장성 여부

Java(Jsp) > PHP > ASP > CGI 

㉴ Data 접근성 여부

Java(Jsp) = PHP > ASP > CGI 

⑥ 개발언어의 선정(Jsp + Servlet(Beans))

위에서 언급된 여러가지 개발언어 중 호환성, 효율성, 독립성, 확장성, 접근성 등을 종합적으

로 고려하여 JSP 기반의 개발언어를 선택하 다. 또한 JSP의 장점과 JAVA의 장점을 모두 

활용하고자 Jsp + Servlet(Beans) 제3의 프로그램밍 방법을 적용하기로 한다. 

이와 같은 Jsp + Servlet(Beans) 언어의 특징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 화면에 보이는 Display부분을 Jsp로 개발하기 때문에 디자인 및 아주 작은 수정을 바로 

적용할 수 있으며 컴파일을 할 필요가 없으므로 몇 차례라도 쉽게 수정이 가능

○ 비즈니스 로직을 Beans로 컴포넌트화 시키거나 class파일로 만들어 처리하므로 실제로 

비즈니스 로직을 실행시키는 부분의 수행속도가 빠르다. 

○ 비즈니스 로직의 비공개화가 가능하다. 특히 Beans로 적용시킬 경우 그 효과는 더욱 크

다. 

○ Jsp를 코딩할 때 코딩 작업의 속도가 빨라지며 콤포넌트들의 제공으로 코드의 수도 줄일 

수 있기 때문에 각 소스에 대한 효율적인 관리가 가능하다. 

(나) DB의 선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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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독립된 조건에서 DB의 종류 자체만을 두고 어떤 것이 좋으냐 나쁘냐는 의미 없는 생각이

지만 원하는 결과물의 규모, 수준, 개발언어의 선정 등이 선행되었다면 DB 선정의 타당성은 

어느정도 확보된다.

  데이터 규모에 따른 성능에 따라 일반적으로 가장 많이 알고 있는 세가지 정도의 

DB(Oracle, MSSQL, MySQL)를 비교 대상으로 하 을 때, 옵티마이저의 성능 차이는 쿼리 

성능에 직접적인 연관이 있고 데이터 규모에 따라 명확해진다. 그러나 옵티마이저의 성능을 

직접 비교하기는 매우 힘들기 때문에 각 DB가 지원하고 있는 대용량의 솔루션들 가짓수에 

따라 데이터 규모가 많아질수록 MySQL < MSSQL < Oracle 순의 차례로 성능차이가 나

타난다.

  실제로 규모 있는 회사의 대용량 데이터를 관리하기 위해 가장 많이 사용되는 DB는 

Oracle이 주류를 이루고 있다. 국내 대다수의 관공서 및 연구기관의 경우 보안, 안정성 등에

서 우수한 Oracle의 사용이 관례화 되어 있다. 또한 개발언어를 Jsp + Servlet(Beans)로 결

정하 을 때는 호환성, 확장성을 고려하여 Oracle의 선택이 적절하다.

(2) 개발방식의 선정

(가) Model 1

  Model 1개발 방식은 현재 국내에서 가장 많이 사용되고 있는 개발 방식으로 대부분의 시스

템이 이 방법으로 웹에서 개발을 진행한다. 물론 Model 2를 이용하는 경우도 있지만 아직까

지는 드물게 사용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Model 1방식으로 개발되는 경우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 JSP/Servlet만을 이용하여 개발하는 경우

○ JSP + Java Bean을 이용하여 개발하는 경우

○ JSP + Custom Tag를 이용하여 개발하는 경우

○ 위 세가지가 적절히 혼합하여 개발되는 경우

  위 모든 경우가 개발하는 기술들이 다르지만 개발방식에 있어서는 똑같이 Model 1방식으로 

따르고 있다. Java Bean, Custom Tag를 이용하여 재사용 가능한 부분이나 복잡한 로직을 넣

어서 개발하는 방법이 가장 많이 사용되지만 그 또한 Model 1 개발방식이다(Fig. 16).

Model 1개발 방식을 사용하면 다음과 같은 장점이 있다.

○ 개발 속도가 빠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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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연구자의 스킬이 낮아도 배우기 쉬워 빠르게 적용할 수 있다.

그러나 Model 1을 사용할 경우 다음과 같은 단점이 있다.

○ JSP페이지에서 프리젠테이션 로직과 비즈니스 로직을 모두 포함하기 때문에 JSP페이지

가 너무 복잡해 진다.

○ 프리젠테이션 로직과 비즈니스 로직이 혼재되어 있기 때문에 개발자와 디자이너의 분리

된 작업이 어려워진다.

○ JSP페이지의 코드가 복작해 짐으로 인해 유지보수 하기 어려워진다.

  지금까지 Web Application들은 단순한 경우가 많았기 때문에 Model 1방식으로 소화하기 

충분했다. 그러나 점차 Web Application이 복잡해지고 사용자들의 요구가 증가함에 따라 새

로운 방식의 개발방식의 요구가 증대되게 되었다. 또한 기존에 Web Application을 개발하여 

유지해오던 많은 사용자들이 개발비용보다 유지보수비용도 무시할 수 없다는 것을 느끼게 되

었다. 따라서 점차 개발시의 개발 비용보다는 유지보수를 쉽게 할 수 있는 개발 방식을 요구

하는 경우가 많아졌다. 이 같은 요구사항을 만족시키기 위한 개발 방법으로 Model 2가 대안

으로 대두되게 되었다. 

(나) Model 2

 Model 1 개발방식에 한계를 느끼면서 Model 2개발 방식이 나오게 되었지만 대부분의 연구

자들이 Model 1 개발 방식에 익숙해져 있어 현재 국내에서는 아직까지 많이 사용되고 있지 

않을 것이 현실이다. 하지만 많은 수요처에서 Model 2 개발방식에 대한 필요성이 증가하고 

있다. 따라서 Model 2 개발방식의 기본 개념에 대하여 살펴보고 Model 2 방법으로 개발하는 

방법에 대하여 살펴보도록 하겠다. 

 Model 2 개발 방식은 이전부터 있었던 개념을 웹에 적용한 개념이다. 다양한 개발에 있어 

근간이 되어온 MVC(Model-View-Controller) 패턴을 웹에 적용하여 개발이 가능하도록 구현하

는 방식을 Model 2방식이라고 한다. MVC는 Model-View-Controller로 각각의 역할을 나누어 

작업하고자 하는 일을 분담시키는 것을 말한다. 

 Model은 Application 로직을 담당하는 부분으로 Database나 Legacy System과의 로직을 담

당하는 부분을 말한다. Model은 Application으로부터 UI가 분리된다. View는 사용자가 직접 

사용하는 부분으로 Presentation 로직을 담당하는 부분이다. Controller와 Model에 의해 생성

된 결과물을 보여주는 역할을 한다. Controller는 Business Logic을 담당하는 부분으로 사용자

의 요청을 받아 요청에 해당하는 작업을 한 후 작업 결과에 따라 응답을 결정하는 역할을 한

다. Model과 View사이에서 데이터를 전달하는 역할을 한다(Fig. 17).

  Model 2는 이 같은 MVC구조를 웹에 적용하여 개발하는 방식을 말한다. View는 JSP가 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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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하고, Controller는 Servlet, Model은 application을 이용하여 개발하는 방식을 말한다. 다음 

그림을 보면 Model 2 개발 방식을 더 쉽게 이해할 수 있다(Fig. 18).

(다) Model 2 + 1

 앞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Model 2 개발방식에도 한계점이 나타났다. 따라서 새로운 개발 방

식으로 Model 2+1 방식이 대두되게 되었다. Model 3가 아닌 Model 2+1이 된 이유는 기본 구

조가 Model 2개발 방식에 근간을 두고 있기 때문이다.

 Model 2+1방식은 위 Model 2에서 본 Servlet이나 에러처리, Request의 인자 처리등 재사용 

가능하도록 프레임워크화한 것을 말한다. 또한 Factory클래스에서 문제점으로 나타났던 

if/else에 대한 처리는 XML에 모든 정보를 저장하여 해결이 가능하도록 했다. XML에서 새로

운 URL을 추가해주면 되기 때문에 클래스를 컴파일하지 않아도 반 이 가능하도록 되었다.

 이와 같은 Model 2+1방식을 지원하는 대표적인 프레임워크가 Jakarta의 Struts이다. Struts

에서는 Servlet으로 Action Servlet하나만을 이용한다. Model 2방식을 이용할 경우 수많은 

Servlet이 Controller역할을 하는 경우가 많지만 Struts의 경우에는 하나의 Servlet만으로 

Controller역할을 수행할 수 있다. 또한 Factory클래스에서 if/else로 처리되었던 부분은 

struts-config.xml을 두어 XML에서 설정을 해주면 해당 URL을 반 할 수 있도록 하 다. 그

외에도 View의 다양한 커스텀 태그, Resource Bundle(Properties파일)의 손쉬운 사용, 에러 

처리, 국제화처리등 다양한 부분을 프레임워크화하여 Model 2개발에 익숙하지 않은 연구자들

에게 일관되고 손쉽게 개발이 가능하도록 지원하고 있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가장 선진화된 개발방법인 Model 2+1 방식을 선택하고 그 방식의 대

표적인 프레임워크인 Jakarta의 Struts을 적용시키도록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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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시스템 개발 프로세스

 효율적인 시스템 개발을 위해서는 일반적으로 거쳐야 하는 프로세스가 있다. 시스템의 결과

물이 일반 대중을 대상로 할 것인지, 어떤 특화된 집단을 대상으로 할 것인지, 순수 연구목적

인지 등 시스템 구축의 목적에 따라 프로세스는 달라질 수 있다. 

돌연변이 유전자원 시스템은 데이터베이스를 체계적으로 구축하여 연구목적에 주로 쓰일 수 

있으나 일반 대중들도 시스템 접근이 가능하기 때문에 일반 대중을 대상으로 하는 시스템 개

발 프로세스를 따라야 한다.

 따라서 시스템 개발 프로세스는 아래의 그림과 같이 구분할 수 있다. 시스템 전반에 대한 협

의는 위탁과제 수행기관이 (주)제이에스웍스와 한국원자력연구원간에 이루어 졌으며 자문단, 

시스템 구축팀, 품질검사팀 등을 통해 실질적인 시스템 구축 활동이 진행되었다. 이를 세부적

으로 구분하면 요구사항 분석 → DB 분석 → DB 설계 → 시스템 개발(디자인, 코딩 포함) 

→ 시스템 테스트 → 시스템 설치/교육 등으로 나타낼 수 있다(Fig. 19).

(가) 요구사항 분석

 사용자들은 요구사항이 정확하게 무엇인지를 파악하지 못한 경우가 많고, 시스템을 실제 사

용하지 않고 생각하므로 요구사항을 정리하는 데 한계가 있을 수 있다. 이 때문에 소프트웨어

의 요구사항이 사용자로부터 비롯되는 것이 아니라 연구자의 생각에 의해 임의로 요구사항이 

정해지는 경우가 빈번하다. 따라서 사용자의 요구사항이 정확히 반 되기 어려우므로 변경이 

필요 없는 정확한 요구사항 분석을 수행하기란 쉽지 않다. 또한 요구사항에 대해서는 시스템

이 만들어지고 사용되는 중간에도 많은 기능 추가와 변경이 이뤄지는 게 사실이다. 결국 이러

한 기능 추가 및 변경은 결국 소프트웨어 구조를 변경시키게 되고 이로 인해 소프트웨어 품

질이 떨어질 수 있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이를 최소화하고자 사용자인 한국원자력연구원과 연구자인 (주)제이에

스웍스간의 유기적인 연계 체계를 기반으로 모든 공정을 문서화하여 사용자와 연구자 사이의 

괴리를 최소화하 다.

이를 통해 정의된 요구사항은 크게 다음과 같다.

○ 시스템 활용 주체 : 유전자원 관련 국내·외 연구진, 일반 대중

○ 구축될 DB : 한국원자력연구원의 돌연변이 유전자원 약 5000여종

○ 시스템 연계 대상 : 농촌진흥청 국립농업유전자원센터의 식물유전자원정보검색시스템

(http://genebank.rda.go.kr)

○ 시스템 주요 기능 : 각종 컨텐츠 제공, 보유자원 분양, 방사선 의뢰, 회원관리, 각종 게시

판 생성/삭제/추가/수정, 기타 관리자 항목 등 

(나) DB 분석 및 설계

 본 연구에서는 한국원자력연구원에서 보유하고 있는 돌연변이 유전자원에 대한 데이터베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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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를 포함하여 농촌진흥청의 식물유전자원정보검색시스템 데이터베이스와의 연계가 중요한 

위치를 차지하고 있다. 이는 유전자원에 대한 정보제공을 통합하여 최대한 많은 자료를 효율

적으로 제공하고자 함이다.

 이와 같은 데이터베이스 연계를 위해서 다음과 같은 DB 프로세스를 갖도록 하 다. 기존 한

국원자력연구원, 국립농업유전자원센터별로 가지고 있는 DB는 데이터마이닝 과정으로 통해 

동일한 DB 필드 항목을 갖도록 한 후 한국원자력연구원의 DB를 식물유전자원정보검색시스

템의 DB로 추가 입력하 다.

 이를 통해 양 기관이 보유하고 있는 유전자원에 대한 DB는 통합이 된 상태이고 추후 생성

되는 DB도 같은 방법으로 업데이트 하면 동일한 DB를 사용하게 된다(Fig. 20).

 

 양쪽의 DB를 하나로 통합하 으나 원시 데이터는 식물유전자원 정보검색시스템에 보유되고 

있기 때문에 양쪽 시스템에서 동일한 결과값을 웹상에서 보여주기 위해서는 추가 작업이 필

요하다. 즉, 돌연변이 유전자원 시스템에서 유전자원 검색 페이지를 식물유전자원정보검색시

스템의 검색 페이지와 iframe 방식으로 연계를 하는 것이다. 이를 통해 실질적인 검색 프로세

스는 식물유전자원정보검색시스템에서 진행되며 돌연변이 유전자원 시스템에서는 해당 결과

값을 보여주게 된다.

(다) 시스템 개발

 전산시스템은 일반적인 생각과 달리 요구사항 분석, DB 분석/설계가 연구의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게 된다. 시스템 개발은 그동안 진행된 요구사항 분석, DB 분석/설계 등을 토대로 개발

언어, DB 종류, 개발방식에 따라 순차적으로 진행하면 되는 것이다. 

 시스템 성과물은 주로 연구개발 소스와 디자인 부분으로 나눌 수 있다. 개발 소스는 본 연구

의 개발언어인 Jsp + Servlet(Beans)로 제작되었으며 DB는 Oracle을 사용하 다. 또한 개발

방식으로 선택한 Struts(Model 2+1 방식) 프레임웍을 기반으로 각종 Class 파일을 생성 후 

JSP로 필요 개발 기능을 구현한 뒤, 최종적으로 디자인 페이지와의 결합을 위해 코딩 작업 

과정을 거쳐 시스템 성과물을 완성하 다.

다음은 완성된 시스템내의 각종 기능과 해당 페이지 소개 부분이다.

① 사용자 부문

○ 메인페이지 : 돌연변이 유전자원 시스템의 첫화면으로 시스템 전반적인 인터페이스를 보

여주고 있다(Fig. 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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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전체메뉴 소개 

- ㉯ : 돌연변이 유전자원 분양제도 안내 및 자원분양 받기 코너

- ㉰ : 국립농업유전자원센터의 DB와 돌연변이 유전자원 DB의 통합 검색 코너

- ㉱ : 새소식, 보도자료, 신기술정보 등 게시판

- ㉲ : 사용이 빈번할 수 있는 소메뉴를 퀵메뉴로 취합

- ㉳ : 회원 관련 부분으로 회원가입, 로그인 등 제공

○ 돌연변이 유전자원 분양 : 분양제도 및 분양신청 폼(Fig. 22)

○ 식물유전자원 검색 : 식물유전자원 검색 폼(Fig. 23)

② 관리자 부문(Fig. 24)

○ 환경설정 : 전체 관리자 환경 설정

○ 데이터베이스 관리 : 데이터베이스 상태, 통계정보 생성 기능 등

○ 통계분석 : 기본통계, 접속통계, 가입통계, 게시물 통계, 게시판뷰 통계 기능 등

○ 회원관리 : 회원검색, 회원추출, 회원가입폼, 회원등급 기능 등

○ 게시판관리 : 게시판 보기/생성/삭제/수정/ 자크기/스킨 설정 기능 등

○ 게시판별 관리 : 통계설정, 화면설정, 관리자 설정, 카테고리 설정, 권한 설정 기능 등

(라) 시스템 테스트

 완성된 시스템은 당초 연구개발 목표에 따라 두가지 테스트를 수행하 다.

① 시스템 오류 발생율 0%

시스템으로 구현된 모든 페이지를 검사하는 것으로 오류페이지가 발생되는지를 확인하는 작

업이다. 위탁연구기관내의 품질관리팀에서 별도의 체크 tool을 사용하여 테스트하여 오류페이

지가 없음을 확인하 다.

② 이벤트 동작 속도 5초 이하

이는 시스템의 반응 속도를 검사하는 것으로 일종의 스트레스 tool을 사용하여 테스트하게 

되며 검사 결과 평군 3초 이하의 우수한 동작 속도를 확인하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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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16. Model 1 개발 방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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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17. Model 2 개발 방식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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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18. Model 2 개발 방식Ⅱ



- 296 -

Fig. 19. 시스템 개발 프로세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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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20. DB 통합 프로세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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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21. 메인페이지 소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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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22. 돌연변이 유전자원 분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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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23. 보유자원 검색 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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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24. 관리자 페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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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첨단방사선 육종기술 개발 및 홍보

 가. 첨단 방사선육종기술 개발 

 (1) 감마파이토트론 구축

○ 살아있는 식물체에 저선량의 방사선을 장기간 조사하는 완조사(chronic irradiation) 방법은 

고선량을 단시간 조사하는 급조사(acute irradiation) 방법 보다 돌연변이 유발효과가 뛰어난 

것으로 알려져 있다. 1950년대에 미국에서 처음으로 야외 조건에서 방사선을 조사할 수 있

는 감마필드가 건설되었고, 일본에서는 1960년대 초반부터 농림수산성 산하의 방사선육종연

구소에 감마필드와 감마온실을 건설하여 돌연변이 육종연구에 활용해오고 있으며, 최근에는 

말레이시아의 원자력연구소에 감마온실이 설치되어 운 되고 있다. 그러나 이러한 감마필드 

및 감마온실은 주위에 방사선 관리구역을 설정해야 하는데, 우리나라에서도 1969년 방사선

농학연구소에 감마온실이 설치된바 있으나, 안전관리상의 문제점 등으로 크게 활용되지 못

하 다. 따라서, 폐형의 차폐시설을 갖춘 완조사시설의 이용이 제기되어 태국의 카세삿트 

대학에는 이러한 실내형 완조사시설이 설치되어 활용되고 있다. 국내외의 저선량조사시설의 

사례 및 전문가의 자문을 구하여, 방사선이용기술 분야의 진흥을 위하여 설립된 한국원자력

연구원 정읍 방사선과학연구소에는 돌연변이 육종을 위한 폐형(옥내형)의 감마선 조사시

설이 고안 설치되었다. 

○ 본 시설은 감마선조사실 및 무조사실, 제어실, 사무실 및 외부에 연결 설치된 유리온실로 

구성되는데, 감마선조사실 및 무조사실에는 온습도 및 광도를 조절할 수 있는 설비가 되어

있어며 이를 감마파이토트론(Gamma-phytotron)이라 명명하 다. 감마선조사기의 선원은 

C-188 Co-60(반감기 5.6년) 봉선원으로 장착 당시 400Ci 이며, 조사하지 않을 때에는 조

사실 지하 저장용기에 수납된다. 선원은 조사시에는 최대 지상 1.16m까지 선원 유도봉을 따

라 상승하는데, 유도봉 바깥에 높낮이 조절이 가능한 이동형 보조 차폐체를 두어 최대 조사

선량 값을 최대 1/2 (200∼400Ci)까지 줄일 수 있다. 조사실 내의 면적은 104.16m
2
(31.51평)

이며, 조사선원으로부터 시료를 놓을 수 있는 거리는 최대 7m까지 가능하다. 조사 시료는 

포트 이외도 배양체를 올려놓을 수 있는 배양대를 설치하 으며, 조사실 및 무조사실에는 

상하높이를 조절할 수 있는 할로겐 램프를 설치하 고, 온습도를 조절할 수 있는 냉방기 및 

조절기를 설치하여 조사되어지는 식물체 생육 조건에 맞게 조절이 가능하다. 현재, 돌연변이 

유기 및 방사선의 생물학적 향 연구 등을 위하여 애기장대, 벼, 담배, 화훼류 및 자생식물 

등의 식물체들을 완조사에 활용하고 있다. 그리고, 감마파이토트론 내에 식물생육에 적합한 

온습도, 풍속 및 조도 조건을 자동제어될 수 있도록  냉동기, 열교환기, 항온항습챔버, 가습

기, 조명기구대 및 생육상 등이 제작설치 되고, 전체적으로 통합 control 될 수 있는 시설이 

설치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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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1 . 감마파이토트론 저선량 조사시설 건물배치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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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2. 감마파이토트론 저선량 조사시설 조사실 측면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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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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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1. 식물생장환경조절 조건

순위 조건 주요내용 및 특이사항

1 주기능 및 조건

자연순환형 항온항습 시스템을 구축하여 장기간 식물의 생육생장

에 적합한 온습도 및 조도조건을 제공하여야 기계장비 이상시에도 

식물 생육환경에 리스크를 최소화 하여, 연중 시스템이 무정지 가

동될수 있도록 구성되어야 한다. 

2 온도범위 15 ~ 35℃

3 온도오차범위 25 ± 0.5℃

4 변온조건 1일 4회 변온조건 설정기능

5 온도제어 냉동기 

6 습도범위 50 ~ 80% 

7 습도오차범위 60 ± 5%

8 조도 생육등 직하 30,000lux

8 풍속제어 자연순환형 외기도입/배양실 흡기, 급기 시스템 구성

9 제어방식

종합환경 제어방식 (온도,습도,바람)

국제표준 (ISO/IEC 12119, 9126)에서 규정하는 품질평가 기준에 

따라 신청 소프트웨어의 적합성 시험평가를 실시하여 적합하여 

ES(Excellent Software) 마크를 획득한 S/W를

채용한 제어방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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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4. 각종 제어 및 방사선안전장치

 



- 308 -

Fig. 5.  조사실 내부 전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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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이온빔 육종

  지금까지 방사선 육종에 이용되고 있는 조사 선원으로는 감마선, X-선, 중성자 등 선에너

지부여(Liner Energy Transfer)가 낮은 저 LET 선원이 주로 이용되어 왔으나, 최근 일본에

서는 중립자 및 양성자 가속기에서 나오는 이온빔을 활용한 성과가 보고되고 있다. 특히 일

본에서는 1990년대 초반부터 이화학연구소(RIKEN)의 ring cycrotron (RRC) 및 일본원자력

연구소 다카사키연구소(JAERI-Takasaki)의 이온빔 조사연구시설(TIARA)의 다양한 중이온

빔을 이용한 식물 변이확대 기술개발을 실시해오고 있으며, 최근 화훼류를 비롯한 다양한 

식물의 품종개발 및 유용 변이체 확보의 성과를 내고 있다 (日本原子力硏究所, 2003). 최근 

우리나라에서도 양성자가속기개발사업의 일환으로 양성자빔을 이용한 유전자원 개발 연구사

업이 착수되었으며, 각종 이온빔 및 가속기가 국내에 건설됨에 따라 농식물 품종개량에 관

한 활용기술 개발이 필요하다. 이온빔 육종의 기초기술 개발을 위하여 한국원자력의학원의 

50MeV 싸이클로트론 MC-50의 양성자를 조사 조건 및 생물효과를 검정하 다. 

  원자력의학원의 MC-50 양성자빔의 식물종자 조사시에 종자시료 준비방법 및 적정 조사

선량이 밝혀졌으며, 조사에 따른 생물효과를 밝혀졋다.  양성자빔 조사에 민감하게 감수성인 

들깨 종자와 아주 강한 내성을 나타내는 Arabidopsis 종자를 선발하 다. 유채 및 고추 종

자에 대한 양성자 조사 실험결과, 감마선과 같이 조사선량이 높을수록 발아의 지연 현상이 

나타났고, 초기생장이 저해되었다. 특히, 뿌리 발생 및 생장의 저해가 심하게 나타났다. 또

한, 대표적인 화훼식물인 난과 국화의 배양체에 대한 양성자 조사결과, 50Gy이상의 조사시

에는 계대배양체의 생육저해가 심하게 나타나 적정 조사선량은 25Gy- 50Gy 범위에 있는 

것으로 판단되었다. 또한, 양성자빔 조사 후대를 대상으로 하는 돌연변이체 선발과 유기 효

율을 검정을 위해서 벼와 들깨의 M2종자를 확보하 다. 또한, M3세대에서 돌연변이 개체를 

일부 선발하여, 후대 검정을 추진중에 있다. 

  그리고, 일본의 RIKEN의 Abe T. 박사 및 JAEA-Takasaki Tanaka J. 박사와 중이온빔 

육종 연구에 대한 정보교류 및 공동연구 추진 협의 등의 협력체계를 구축하 다.   

(3) 우주선 육종

  중국은 1980년대 말부터 우주 환경에 노출된 종자 및 식물체의 생육 향 및 품종개량에 관

심을 갖고 관련 연구를 추진해오고 있다. 처음에는 열기구를 이용하다가 회수 가능한 인공위성

이 개발됨에 따라 회수식 인공위성(우주선)을 사용하여 2주일 정도 종자 및 식물체를 탑재하여 

우주 환경에 노출시켜 회수한 후, 중국 각 지역의 실험실 및 시험포장에서 생육변화 및 돌연변

이 육종 연구를 추진해오고 있음. 중국의 농업과학원(CAAS) 산하에 우주선육종센터를 운 하

면서 우주선 육종을 총괄해오고 있다. 현재까지 많은 종자들이 벼, 팥, , 토마토 등의 유용 

변이체가 품종화되었고, 지속적인 품종 개발연구가 추진되고 있다. 매년, 1-3회씩 회수식 인공

위성 발사시에 종자 탑재 실험을 해오고 있으며, 중국 최초 유인 우주선 선저우3호 발사 때도 



- 310 -

종자 및 생물체 탑재 실험을 수행하 다고 한다. 이에 관한 내용들은 이전에 우리나라 신문 및 

방송 등에도 일부 소개된 적이 있다. 우주선 환경에서 돌연변이가 유기되고, 생육촉진 효과 등

을 보이는 것은 다양한 우주방사선, 미소중력, 진공 및 낮은 자기장 등의 우주 환경이 시너지

효과로 작용하기 때문으로 추측되고 있다. 그러나, 미국이나 일본 등의 일부 연구자들은 중국

의 우주선육종 성과에 관해서 의문시하는 견해도 있다. 

  우주선 육종도 방사선 돌연변이 육종의 발전된 형태로 보고, 미래 신기술 개발 차원에서 우

주선 육종에 관한 정보 수집 및 활용 가능성을 타진하 다. 중국 우주선육종을 총괄해오고 있

는 중국농업과학원 산하의 우주선육종센터 소장 Liu씨를 IAEA 및 FNCA의 방사선육종 관련 

국제공동연구 회의에서 자주 만나게 되었고, 2004년 한국 농촌진흥청 회의에 참가한 Liu를 연

구소에 초청하여 우주선육종에 관한 세미나도 가졌다. 2005년 말레이시아에 개최된 FNCA 회

의에서 만나서 2006년 9월 발사되는 육종(씨앗)용 위성 “Shijian-8호” 발사시에 우리나라의 종

자 탑재 실험을 부탁하여 실현되었다. 

  중국 우주선에 탑재한 종자는 벼, 콩, 들깨, 유채, 애기장대, 무우, 담배, 난 8종이다. 탑재 무

게에 제한이 있기 때문에 벼와 콩을 제외하고는 가급적 종자 크기가 작은 식물을 선정하 다. 

Shijian-8은 15일간 지구 궤도를 돌고, 지장으로 회수되었으며, 11월 중순에 EMS로 우리 연구

실에 도착하 다. 이러한 우주 탑재 시료를 대상으로 M1세대에서의 생육변화를 무탑재 및 감

마선 처리 (100, 300Gy) 종자와 비교하 다. 일부 작물에서는 우주선 탑재 종자에서 생육억제 

(콩) 효과가 나타났으나, 애기장대 및 벼 등에서는 생육변화 차이가 거의 없었다. 현재, M2세

대에서의 돌연변이체 선발을 추진중에 있다. 

   2008년도 4월에 추진 예정인 한국인 최초 우주인이 러시아 우주선에서 수행할 과학실험 아

이템 공모에 본 연구팀이 제한한 우주선 탑재 종자의 생장 및 변이 실험에 관한 과제가 채택

되어 추진중에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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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6. 중국 우주선육종위성 발사장면 및 탑송종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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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홍보

 원자력연구개발중장기 10개년 사업의 마지막 단계인 본 과제 연구개발기간 동안에 많은 실용

적인 성과 도출과 아울러 홍보를 집중적으로 실시하 으며, 방사선돌연변이 품종에 대한 일반 

시민들의 오해와 인식 제고에 많은 효과를 보았다. 특히 시민들 중에는 방사선 돌연변이 품종

과 GMO와의 차이점에 과하여 혼동하는 경우가 많았고, 방사선이 잔류하지 않을까 하는 불안

감을 갖는 사람들도 있었다. 

 따라서, 중요 성과가 도출될 때 마다 신문, TV 및 인터넷 매체를 통한 대중 홍보를 수 회 실

시하 다. 또한, 성과전시회 등에 적극적으로 참가하여 성과물의 대중들에게 직접적으로 접촉

하여 성과물 및 연구개발의 현황을 소개 홍보하 다. 그리고 방사선 돌연변이 육종에 대한 성

과 및 현황을 소개하는 홍보용 팜플렛을 제작하여 보급하는 등의 노력을 기울 다(첨부자료 

참고). 이러한 홍보에 후에 일반 시민들이나 언론뿐만 아니라 전문가나 정책입안자들의 돌연변

이 육종에 갖는 관심이 많이 향상되었다. 홍보 성과의 하나로 2006년도 한국원자력연구소 홍보

유공상(원자력알리미상)을 수상하 다. 그리고, 농촌진흥청의 연구개발사업에서 돌연변이 육종 

관련 과제기획에 참여하고, 연구개발 과제를 수탁 수행하는 성과를 얻었다.   

○ 주요 방사선육종 관련 참여 전시회 및 홍보실적

- 성과전시회 참가: 대한민국 과학축전 (2004. 7. 23-7.28, 서울 COEX), 2004 Science Festival (2004. 

7.30-8.10, 대전 Expo). 2006년도 원자력체험전(COEX) 등  

- 2004 Science Festival (2004. 7.30-8.10, 대전 Expo)  

- 방사선육종 관련 소개: 잡지(과학쟁이) 및 KBS 취재 등 

- 녹원찰벼 재배 미 상품화 (‘05. 10, KBS)

- 돌연변이 난 개발(‘06.7.13): 주요 일간지, KBS, MBC, YTN, TJB 등 

- 분재용 무궁화 “꼬마” 개발(’06.8.14): 주요 일간지, KBS, YTN, MBN 등  

- 농업유전자원관리기관 지정(06.2.14): 대전/전북지역 신문, 과학신문 등

- 방사선육종: 중앙일보(06. 8. 31), 중도일보(06. 8. 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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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Fig. 7. 2004 Science Festival(대전 Exp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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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Fig. 8 방사선육종 유색미로 만든 떽 메치기 행사(2006.4 원자력체험전, COE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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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1】2006년 2월

 한국원자력연구소 방사선연구원, 농촌진흥청으로부터 농업유전자원 관리기관 지정

 - 방사선연구원, 앞으로 식물 돌연변이 및 자생종 유전자원 확보 및 보급에 주도적 역할 

수행 가능 -

  한국원자력연구소 방사선연구원(원장 국일현)이 농촌진흥청으로부터 농업유전자원 관리기관

으로 지난 1월 23일 지정받았다. 이번 방사선연구원의 유전자원 관리기관 지정은 식물분야로는 

국내에서 3번째이며, 대학이외 기관으로는 처음이다. 유전자원 관리기관지정 제도란 대학 및 

출연(연) 등 학•연기관에서 보유하고 있는 농업 유전자원에 대하여 범국가적인 보존관리시스

템 구축을 위하여 농촌진흥청이 2005년도부터 실시하는 사업이다. 방사선연구원에서는 방사선

육종 연구를 통하여 많은 돌연변이 자원과 재래종 유전자원을 수집하여 보유하고 있었다. 그러

나, 시설 및 인력 부족으로 유용 유전자원의 유지 및 관리에 많은 어려움이 있었다. 방사선연

구원이 정읍에 설립됨에 따라 방사선육종시험장에 4만여평의 시험포장 및 25평 규모의 종자저

온저장시설을 갖추게 되어 유전자원의 장•단기 자체 보존이 가능하게 되었다. 방사선연구원 

방사선육종연구팀 강시용 박사에 의하면, 앞으로 연구원에서는 종자저온저장시설을 활용하여 

돌연변이 식물 유전자원을 중심으로 5년간 약 2만 여점의 자원을 확보하여 유지 공급할 계획

이다. 또한, 자생식물이 풍부한 내장산 지역의 자원식물 종자은행 사업의 추진도 계획하고 있

다.     

  그동안 우리나라는 농촌진흥청을 중심으로 국내•외 농식물 유전자원의 확보에 심혈을 기

울여 세계 6위 수준인 15만 여점의 유전자원을 국가종자은행에 확보하고 있다. 그러나, 그동

안 국내의 대학, 연구소 및 산업체 등 산학연 부문에서 수집 또는 개발되어 보존하고 있는 

유전자원은 유지 관리 및 활용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못하여, 체계적이고 종합적인 관리운

이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었다. 유전자원 관리기관 시행에 따라 농촌진흥청 국가종자은행은 

장기 기본저장 및 데이터베이스의 통합 전산관리를 맡게 되고, 지정된 유전자원 관리기관에

서는 중•단기 보존 및 분양 업무를 중점 수행하여 안전적이고 효율적인 유전자원 관리 및 

활용체계를 구축한다. 

  유전자원 국가관리기관 지정제도가 시행되면 보유 유전자원의 국가 통합관리 및 활용 체계

가 구축되어 국내 품종개발 및 생명공학연구 발전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특히 21세기는 

생명공학의 눈부신 발전과 함께, 생물종의 다양성이 급속도로 감소하는 경향을 보이고 있다. 

이에 따라 국가 및 기업간 유전자원의 치열한 확보경쟁이 심화되고 있는 현실에서 재래종, 

근연종 및 육성종 그리고 야생식물의 유전자원 확보를 위한 노력이 절실하다. 또한 주요 농

식물에 대한 유전자 염기서열이 밝혀짐에 따라 포스트게놈(post-genome)시대의 유전자기능

을 밝혀주는 기능유전체용(functional genomics) 돌연변이 유전자원의 수요도 급속히 증가하

고 있다. 

  방사선연구원 방사선육종연구팀에서는 식물의 방사선 조사에 의한 돌연변이 유발 현상을 

활용, 유용한 품종 및 유전자원을 개발해왔다. 이 방사선에 의해 육성된 돌연변이체는 외래 

유전자 도입에 의한 유전자변형체(GMO)와는 달리 환경 및 식품적 위해성의 우려가 없어 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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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은 물론 기능유전체 연구용 재료로도 각광을 받을 것으로 보인다.

【보도자료-2】2006년 7월13일

방사선 이용, 고부가가치 돌연변이 난(蘭) 개발

 - 돌연변이 육종 통해 고가 희귀난 형질 구현 성공 -

- 수입난 대체 및 자생난 보호, 대만 일본 수출도  -

 난 애호가들이 선호하는 관상용 난 돌연변이 신품종을 방사선 기술을 이용해 개발, 대랑 보급

할 수 있는 길이 열렸다. 고가의 수입 난을 대체해 외화 절약 및 농가 소득 증대를 꾀하고 야

생 희귀난의 무분별한 훼손도 막을 수 있게 됐다. 

  한국원자력연구소(소장: 朴昌奎) 정읍 분소 방사선연구원 방사선이용육종연구팀 강시용 박사

는 민간 난 전문업체인 바보난농원(대표 강경원)과 공동으로 지난 2000년부터 6년간 연구 끝에 

수입 동양난 심비디움(Cymbidium) ‘대국’의 돌연변이 신품종 ‘동이’와 우리나라 자생난 ‘석곡’

의 돌연변이 신품종 ‘은설’을 개발하는데 성공했다. 

 ‘동이’와 ‘은설’은 조직배양 기술과 방사선 조사 기술을 접목, 원품종의 조직 배양체에 30∼

60Gy(그레이)의 감마선을 24시간 가량 조사해 생기는 돌연변이체 중 유용한 형질을 선발 육성

함으로써 개발됐다. 두 품종 모두 원품종보다 잎 크기가 작고 잎 가장자리에 황금색 줄무니가 

선명하게 들어가 있어 자연 상태에서 간혹 발견되는 돌연변이 난과 비슷한 형질을 띠고 있다.

 실내 관상용 난 중 잎이나 꽃 모양과 색깔이 특이한 돌연변이 난은 애호가들 사이에 고가에 

거래되고 있다. 그러나 외국 난 수입으로 인한 외화 낭비와 자생난 남획에 따른 자생지 훼손과 

멸종 위험성 때문에 새로운 품종 개발의 필요성이 꾸준히 제기되어 왔다. 이번에 개발된 방사

선 돌연변이 난은 중저가로 보급이 가능해 희귀종 돌연변이 난에 대한 애호가들의 수요에 호

응할 수 있게 됐다.

 ‘동이’와 ‘은설’은 갈수록 늘어나는 종자 로열티 유출을 막고 유전자원을 확보하는데도 기여하

게 됐다. 우리나라는 지난 2002년 국제식물신품종보호동맹(UPOV)에 가입함에 따라 외국 품종

을 도입해서 이용하는 경우 종자에 대한 로열티를 지불하고 있다. 벼 무 배추 고추 등 일부 식

량 및 채소 작물을 제외하고는 대부분을 외국 품종에 의존하고 있는 현실이어서 로열티 부담 

액수는 기하급수적으로 늘고 있다. 지난 2000년 30억원이었던 종자 사용 로열티는 올해 1,000

억원을 넘을 것으로 예상된다. 

 한국원자력연구소 방사선육종연구팀은 그동안 방사선 조사에 의한 돌연변이 유발 현상을 활

용해 벼 콩 및 무궁화 신품종 등을 개발했으며 최근에는 외국의 로열티에 대응하고 수출까지 

할 수 있는 고부가가치 화훼류 및 자원 식물의 신품종 개발에 주력하고 있다. 외산 품종이라도 

방사선 돌연변이 육종을 통해 형질을 한가지 이상 바꾼 뒤 고정시키면 새로운 품종으로 인정

받아 로열티를 지급하지 않아도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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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동이’와 ‘은설’ 개발을 이끈 강시용 박사는 “방사선을 이용한 돌연변이 육종 기술은 70년 이

상 역사를 가진 전통 육종방법의 하나로 환경 오염이나 식품 위해성 논란이 없어 유전자원이 

부족한 화훼, 과수류 및 특․약용 작물 개발에 유리하다”고 밝혔다. 

 ‘동이’와 ‘은설’은 품종 개발에 공동 참여한 바보난농원을 통해 최근 국내 판매 및 대만 일본 

수출을 시작했다. 한국원자력연구소는 앞으로 난과 국화 장미 라디올러스 등 화훼류 신품종 

개발에 주력해 외국 종자의 로열티 요구와 국산 종자의 해외 시장 개척 문제에 적극 대응해 

나갈 계획이다. 

【보도자료-3】2006년 8월13일

 무궁화, 이젠 실내에서 키울 수 있다

- 원자력(硏) 분재용 신품종 ‘꼬마’ 개발, 대량 보급 길 열어 -

- 꽃색 변이종 ‘창해’도 등록, 국화(國花) 유전자원 확보 일환 -

 나라꽃 무궁화를 실내에서 분재로 키울 수 있는 길이 열렸다. 

 한국원자력연구소(소장: 朴昌奎) 방사선이용육종연구팀(팀장 강시용 박사)은 방사선을 이용한 

돌연변이 무궁화 신품종 ‘꼬마’가 국립종자관리소에서 3년간 재배심사를 마치고 최근 정식으로 

품종 등록됐다고 밝혔다.  ‘꼬마’는 5~6년생의 키가 50㎝ 정도 밖에 되지 않는 왜성(矮性)으로 

꽃과 잎의 크기도 기존 무궁화의 절반에 불과해 아파트 베란다나 사무실 등 실내에서 분재로 

키울 수 있는 새 품종이다. 

 ‘꼬마’는 ‘홍단심 2호’ 종자에 감마선을 조사해 돌연변이를 유발한 뒤 후대에서 원품종보다 크

기가 작은 왜성 변이체를 선발 육성해 개발했다. 무궁화는 정원수나 가로수로는 애용되어 왔지

만 크기가 큰데다 진딧물 등 병충해 관리도 힘들어 실내에서 화분으로 재배하기엔 이용하기에

는 적합하지 않은 측면이 있다. 이번에 개발된 ‘꼬마’는 분재용으로 적당한 크기인데다 즙액이 

적어 병충해가 적은 성질을 띠고 있다. 

 ‘꼬마’와 함께 또다른 방사선 돌연변이 신품종 ‘창해(滄海)’도 2년간의 재배심사를 마쳐 새 품

종으로 정식 등록됐다. ‘창해’는 크기가 원품종인 ‘각창’보다 크고 꽃색이 보라색에 푸른빛이 피

어 밝은 색상을 나타내며, 단심(丹心)부분이 진한 붉은색을 띄는 꽃색 변이 품종이다.

  무궁화는 그동안 조경회사나 묘목업자들이 품종 구별 없이 무분별하게 증식 보급해서 유래

나 품종명이 불분명하게 혼종 상태로 심어지는 경우가 많은 실정이다. 한국원자력연구소는 국

화(國花)의 정체성을 지키면서 품종 다양성도 확보하기 위해 무궁화 품종 보존과 새 품종 개발

에 매진하고 있다. 방사선을 이용한 돌연변이 육종기술로 ‘백설’, ‘선녀’  ‘대광’ 등 신품종을 개

발하는 등 현재 국내외 무궁화 유전자원 200여종을 관리하고 있다. 

 한국원자력연구소는 이번에 신품종으로 등록된 분재용 무궁화 ‘꼬마’를 일반 가정에서도 쉽게 

접할 수 있도록 대량 증식해 보급할 계획이다. 점점 국민들의 뇌리속에서 잊혀져가고 있는 무

궁화를 다시 국민들의 곁으로 돌려줌으로써 나라꽃에 대한 사랑을 되살리는 계기가 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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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국원자력연구소 방사선이용육종연구팀장 강시용 박사는 “이번 성과는 방사선 육종 기술이 

임목 및 화훼 신품종 육종에도 유용함을 입증한 것”이라며 “앞으로도 화훼 및 조경용 식물의 

국산 신품종 개발에 주력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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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돌연변이 육종 홍보용 팜플렛】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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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4 장 목표달성도 및 관련분야에의 기여도

1. 연구목표 및 연구개발 목표 달성도

가. 당해 단계 연도별 세부연구목표 및 평가의 착안점

구분 년도 세부연구목표
가중

치
평가의 착안점 및 척도

1차년도 2003

양요구성 돌연변이 계통의 단백질 및 유전분석 20 % 유망계통 선발 및 분석정도

고품질 주곡작물의 지역적응시험 및 보급 20 %
주곡작물의 지역시험평가 및 보급정

도

내염성 변이체 유전분석 및 특성 검증 20 %
내염성 변이체 마커개발 및 생화학

적 특성 평가 정도

야생자원식물의 방사선감수성 조사 및 돌연변이유기 10 %
야생자원식물의 방사선감수성 조사 

및 돌연변이 유기 정도

생활친화형 무궁화의 유전성 조사 및 변이체 개발 15 % 무궁화 돌연변이 계통 선발 정도

제초제 저항성 변이체의 특이 유전자 분석 15 %
제초제 저항성 변이체 이용 마커 개

발

2차년도 2004

내염성/ 양요구성 벼 포장평가 예비품종 검정 및 제초

제 저항성  계통 육성
30 % 포장평가 정도 및 품종화 검정

벼/콩/들깨 유망계통 특성 평가 및 생산력 시험, 종자증

식
20 % 유망계통 생산력 검정 및 증식 정도

무궁화 유망 선발계통 품종출원 준비 10 % 무궁화 유망계통 품종화 정도

국내외 자원식물/조경식물/화훼류의 방사선 변이체 선

발 및 증식
20 % 변이체 선발 및 증식 정도

기능성, 내염성 및 기관 돌연변이 유전자 분리 및 DNA 

마커개발
20 %

유용 변이 유전자 발현 검증 및 마

커게발 정도

3차년도 2005

내염성 및 고기능성 벼/콩/들깨 유망계통 지역적응시험 

및 신변이체 선발
25 %

유망계통 지역적응시험 및 선발 정

도

환경내성 및 고품질 선발계통 (벼,콩)의 품종출원 준비 20 % 품종 출원 준비 정도

기능유전체 연구용 특이 변이체 선발기술 개발 및 선발 20 %
유전체 연구용 유전자원 선발방법 

설정

무궁화 유망계통 품종 출원 및 증식, 화훼/자생화, 조경

식물 유망변이체 선발
15 %

무궁화 품종 출원 및 화훼 변이체 

선발

신방사선(감마온실, 이온빔) 이용기술 도입 및 적용 20 %
이온빔 이용 돌연변이 육종 접목 정

도

4차년도 2006

내염성/ 양요구성 벼 신품종 등록 출원 20 % 벼 신품종 등록 출원

벼/콩/들깨/무궁화 유망계통의 품종 실용화 20 % 유망계통 품종 실용화

화훼/자생화/조경식물 유망계통 육성 및 품종화 추진 20 % 화훼 유망계통 선발 및 증식

지속적인 기능유전체용 변이체 대량선발, 데이터베이스

화 및 유전자 대량분리 시스템 구축
20 %

변이체 데이터베이스화 및 유전자 

분리 시스템 구축 정도

신 방사선 이용 유용변이체 선발 및 유용 유전자원 보

급
20 % 신 방사선 이용 돌연변이 육종 확립

최종평가

우수형질 유전자원 확보, 육성 및 실용화 25 %
우수형빌 유전자원 육성 및 실용화 

정도

유용형질 관련 유전자 분리 및 DNA 마커개발 15 %
유용형질 유전자 분리 건수 및 마커 

개발

우수형질 전환체를 이용한 기능유전체 연구 20 %
변이 자원 활용 기능 유전체연구 접

목

신방사선이용 돌연변이 육종기술의 선진화 20 %
신방사선이용 돌연변이 육종기술 확

립

개발된 돌연변이 신품종의 유지, 증식, 보급 20 %
개발된 신품종의 유지, 증식, 보급 정

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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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당해 단계 연구목표 및 달성도 

세부연구목표 주요 연구개발 실적
가중치

(%)

연구목표 
달성도
(%)

◦ 양요구성/환경
내성 세포주선발 
계통의 품종화 준

비 

∙최종 유망계통 내염성 벼 품종보호권 출원 (“원해벼”) 및 재배심사지원 및 신 내염
성 유망계통 포장 평가 
∙고아미노산 함유 벼 유망 선발계통(5MT/M8)의 품종출원 준비 및 아날로그 저항성 

메카니즘 규명
∙AZC(M6) 선발계통의 내염성 관련 AFLP 마커 5종 개발 및 생화학적 검정 

18 100

친환경산업용 변이
체 개발 

- 프롤린 증진 AZC(M6) 선발계통의 내염성 변이체 기내선발 및 포장검증
- 재래종 콩 유전자원(400종) 중 내습성 강한 10품종 선발 및 AFLP 마커 9종, STS 
마커 2종 개발

- 바이오오일용 유채 돌연변이 육종연구 착수: 돌연변이 유기 및 선발중

10 100

◦유망 야생식물의 
고부가가치 농림실
용화  

∙무궁화 유망변이 계통의 품종화 및 유망 변이체 증식 활용

∙무궁화 분재용 및 화분 재배용 왜성 품종 “꼬마” 및 신형질 “창해” 품종보호권 등록  
∙제초제 저항성 들잔디 조직배양체계 확립과 M2 세대 육성
∙국내 자생 버뮤다그래스 45종 자원수집 및 특성검정(핵형, 생육)과 분류

∙자생화 패랭이, 황근, 멀꿀, 해국 등의 유용 변이체 확보

16 100

◦고품질 형질개선 
변이체 품종실용화 

및 응용기술 확보 

∙육성품종 종자 보급 및 실용화: 방사선 육종 벼 8개 품종의 종자를 증식하여 농가 

및 농업관련기관에 4년간 350건을 분양함.
∙고품질 돌연변이 벼 육성계통의 지역적응 시험 및 품종출원 준비 2건
∙고품질 벼 육성을 위한 신 변이계통(M3) 2세대 선발 

∙방사선육종 밥 밑콩용 신품종 콩“조생서리”품종보호권 및 국가품 종목록등재 신청
∙콩 유망 돌연변이 계통의 지역적응성 시험 및 품종보호권 출원 준비  
∙들깨 유망 계통의 생산력 평가 및 유망계통 선정 

20 100

◦유용 돌연변이체 
확보 및 유전자 개
발

∙기능유전체 연구용 특이 변이체 (화 벼 M3-M4, 동진벼 5-MT 저항성 및 AZC M6 
대상) 선발 및 특성평가

∙유전자원은행 사업 기반구축: 유전자원의 DB 구축 및 종자저장고 건설 
∙농진청 농업유전자원관리기관 지정(‘06.1.13) 및 국가농업유전자원센터에 유전자원 기
탁등록 (752점)

∙벼 내염성 관련 AFLP 마커 5종 개발 및 생화학적 검정
∙국화 돌연변이 화색유전자 분리동정 및 발현양상 검정
∙인삼 배배양 유래 세포로부터 부정근 유도 및 고 ginsenoside 합성 변이 부정근 30종 선발

15 100

◦화훼류 및 해외 
도입식물의 돌연변

이 형질개선 (*과
수의 돌연변이 형
질개선 대신 추진)

∙방사선 조사 및 기내배양 방법을 이용한 유망 화훼(국화, 라디올러스, 난류)의 방
사선 돌연변이체 선발 육성 및 대량증식시스템 구축

-케나프 유망 품종 선정, 방사선 M3세대 변이체 선발, M2종자 확보
-아피오스 배양 및 증식기술 개발
-케냐프, 아피오스 국내 생산기술 개발

10 100

◦신RT 육종기술 
개발

∙감마파이토트론 설치 및 국화, 난, 잔디의 저선량 장기조사 향평가  
∙양성자빔을 이용한 돌연변이 육종기술 개발 및 변이체 선발

∙중국 우주선 종자 탑재실험 추진 및 탑재 식물의 발아, 생육 평가

5 100

◦돌연변이 육종홍
보

∙난전문업체에 기술지원하여 개발된  돌연변이 난(동이, 은설) 품종의 언론홍보

∙분재용 왜성 무궁화 “꼬마”언론홍보(2008년 정부수립 60주년기념 전국 배포키로 중
앙일보사와 협약)
∙유색미 녹원찰벼 및 흑선찰벼의 고창, 천안, 김제 등의 집단재배단지 조성 및 지역 

특산브랜드미화 관련 언론홍보

5 100

총 계 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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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연도별 연구목표 및 달성도
1) 2003년 연구목표 및 달성도 

연구개발목표 연구개발 내용 및 범위 달성도(%)

◦ 양요구성/환경내성 세

포주 선발 변이계통의 실

용화 및 유전분석 기술정

착 

∙ 양요구성(5MT, AEC, AZC) 벼 세포주 선발계통(M4, M5

세대)의 생육, 수량, 아미노산 함량특성 조사, 계통육성

∙내염성 벼 세포주 선발계통의 간척지 포장평가

∙제초제 저항성  세포주 선발계통의 육성 및 특성조사 (위

탁) 

100

◦고기능성 돌연변이 작물 

품종화

∙고품질 돌연변이 벼 육성계통의 품종화를 위한 계통육성 및 

평가 

∙유용 콩 돌연변이체 계통육성 및 평가

∙들깨 돌연변이 계통의 육성 및 평가 

100

◦유망 자생 및 원예식물 

형질개량 및 품종화 

∙무궁화 유망변이 계통의 육성 및 평가

∙형질개량을 위한 유망 화훼․관상자원식물의 수집․평가 및 방
사선 적정조사 선량 조사 (위탁) 

∙유망 화훼류 수집 및 평가

100

◦해외 자원식물의 도입 및 

형질개량
∙유망 열대/아열대 해외 자원식물의 도입, 평가 및  증식 100

◦유용 돌연변이체 확보 및 

유전자 분리동정

∙ 양요구성/내염성관련 DNA marker 개발 및 cDNA library 

운용

∙교배모본용 및 유전자 기능해석용 특이변이체 선발 수집

∙돌연변이 유전자 분리 및 대량 검출시스템 구축 

100

◦첨단 RT 육종기술 개발
∙감마온실 운 기술 자료수집

∙중이온빔/양성자빔 조사기술 자료수집 및 습득
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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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2004년 연구목표 및 달성도 

연구개발목표 연구개발 내용 및 범위 달성도(%)

◦ 양요구성/환경내

성 세포주선발 계통

의 품종화 준비 

∙ 양요구성 벼 선발계통(5MT/M6)의 지역적응시험, 수량평가

(AEC/M5), AZC 선발계통 아미노산 함량분석 및 고 함유계통 분리 

∙내염성 벼 세포주 선발계통의 간척지 포장평가 및 미질분석

∙제초제 저항성  변이체의 계통 분석 및 다양한 국내 장려품종

과의 교배 후 지속적인 backcross로 유전적 고정 germplasm 육성 

(위탁) 

100

◦고기능성 돌연변이  

  작물 품종화 

∙고품질 돌연변이 벼 육성계통의 품종화를 위한 특성 평가 및 지역적응 

시험 

∙콩 유망 돌연변이 계통 품질/생산력 평가

∙들깨 유망 계통의 지역적응 평가 

∙지속적인 작물 유망변이체 확보 및 질개량

100

◦유망 자생식물 발

굴 및 품종화 

∙무궁화 유망변이 계통의 평가 및 증식 

∙유망 자생 화훼/관상자원 식물의 수집, 변이체 유기 및 선발 (위탁)

∙유망 화훼 (국화, 라디올러스)/과수류 수집, 방사선 감수성 조사, 종

자 또는 조직배양에 의한 변이체 선발

100

◦해외 자원식물의 

도입 및 형질개량
․유망 열대/아열대 자원식물의 지속적 도입/평가 및 방사선 감수성조사 100

◦유용 돌연변이체 

확보 및 유전자 개발

∙돌연변이 창출 및 기 확보된 돌연변이 유전자원 정리 (정읍 첨방연 종

자저장고 완공 및 종자 보관)

∙기능유전체 연구용 특이변이체 대량 유기 및 선발

∙돌연변이 유전자 분리시스템 구축 

∙환경내성 관련 DNA marker 개발

100

◦첨단 RT 육종기술 

개발

∙감마온실 건설 지원 

∙중이온빔/양성자빔 식물 조사 평가

∙신기술 도입을 위한 국제협력 체계

 구축

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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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2005년 연구목표 및 달성도

연구개발목표 연구개발 내용 및 범위 달성도(%)

◦ 양요구성/환경내

성 세포주선발 계통

의 품종화 준비 

∙ 양요구성 벼 선발계통(5MT/M7)의 지역적응시험, 수량평가

(AEC/M6), AZC 선발계통 아미노산 함량분석 및 고 함유계통 분리 

∙내염성 벼 세포주 선발계통의 간척지 포장평가 및 미질분석

∙제초제 저항성  변이체의 계통 분석 및 다양한 국내 장려품종

과의 교배 후 지속적인 backcross로 유전적 고정 germplasm 육

성 (위탁) 

100

◦고기능성 돌연변이  

  작물 품종화 

∙고품질 돌연변이 벼 육성계통의 품종화를 위한 특성 평가 및 지역적

응 시험 

∙콩 유망 돌연변이 계통 품질/생산력 평가

∙들깨 유망 계통의 지역적응 평가 

∙지속적인 작물 유망변이체 확보 및 질개량

100

◦유망 자생식물 발

굴 및 품종화 

∙무궁화 유망변이 계통의 평가 및 증식 

∙유망 자생 화훼/관상자원 식물의 수집, 변이체 유기 및 선발 (위탁)

∙유망 화훼 (국화, 라디올러스)/과수류 수집, 방사선 감수성 조사, 종

자 또는 조직배양에 의한 변이체 선발

100

◦해외 자원식물의 

도입 및 형질개량

․유망 열대/아열대 자원식물의 지속적 도입/평가 및 방사선 감수성조

사
100

◦유용 돌연변이체 

확보 및 유전자 개발

∙돌연변이 창출 및 기 확보된 돌연변이 유전자원 정리 (정읍 첨방연 

종자저장고 완공 및 종자 보관)

∙기능유전체 연구용 특이변이체 대량 유기 및 선발

∙돌연변이 유전자 분리시스템 구축 

∙환경내성 관련 DNA marker 개발

100

◦첨단 RT 육종기술 

개발

∙감마온실 건설 지원 

∙중이온빔/양성자빔 식물 조사 평가

∙신기술 도입을 위한 국제협력 체계

 구축

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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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2006년 연구목표 및 달성도 

 

목    표 연구개발 수행내용 달성도(%)

◦ 양요구성/환경내성 

세포주선발 계통의 품종

화 준비 

∙내염성 세포주 선발 육성 벼 신품종(“원해벼”) 품종보호권 출원 1건

 -출원품종의 재배심사 지원 및 신 내염성 유망계통 포장 평가 

∙고아미노산 함유 벼 유망 선발계통(5MT/M8)의 지역적응시험 및 품

종출원 준비

∙AEC(M7), AZC(M5) 선발계통 아미노산 함량 및 내염성 계통 선발 

100

100

95

◦고기능성 돌연변이 작

물 품종화 

∙고품질 돌연변이 벼 육성계통의 지역적응 시험 및 품종출원 준비 1

건

 -육성품종 종자 보급 및 실용화: 방사선 육성 벼품종 8건의 종자를   

 증식하여 농가 및 농업관련기관에 103건을 분양함. 

∙고품질 벼 육성을 위한 신 변이계통(M3) 선발 

∙콩 유망 돌연변이 계통의 지역적응성 시험 및 품종보호권 출원

 - 밥 밑콩용 신품종 콩 “조생서리” 품종출원

 - 유해물질 저감용 및 내병성 콩 유망계통 품종화 추진 및 내습성 

콩 육종 연구 착수   

∙들깨 유망 계통의 생산력 평가 및 유망계통 선정 

∙지속적인 작물 유망 변이체 확보 및 형질개량

100

100

100

95

100

◦유용 돌연변이체 확보 

및 유전자 개발

∙기능유전체 연구용 특이변이체 (화 벼 M2-M3, 동진벼 AZC M5 

대상) 선발 및 특성평가

∙돌연변이 유전자원의 DB 구축 및 유전자원 등록

-정읍 방사선연구원 내 종자저장고 건설 및 종자 보관, 농진청 유전 

자원 은행등록 (252건)

∙돌연변이 유전자 분리동정 및 DNA marker 개발

100

95

100

◦유망 자생식물 발굴 

및 품종화 

∙무궁화 유망변이 계통의 품종화 및 유망 변이체 증식 활용

 -분재용 및 화분 재배용 왜성 품종 “꼬마” 품종보호권 등록  

∙유용 자생화 및 조경식물(잔디류)의 방사선조사 선량 검정, 변이체 

유기 및 선발, 조직배양체계 확립 

∙유망 화훼 (국화, 라디올러스, 난류)의 방사선 돌연변이체 선발 육

성 및 대량증식시스템 구축

100

100

100

◦해외 자원식물의 도입 

및 형질개량

∙유망 열대/아열대 자원식물의 지속적 도입 평가 및 방사선 육종 형

질개량

-케나프 유망 품종 선정, 방사선 M3세대 변이체 선발, M2종자 확보

-아피오스 증식기술 개발

100

◦신RT 육종기술 개발

∙감마온실 운용기술 개발 

∙양성자빔을 이용한 돌연변이 육종기술 개발 및 변이체 선발

∙신기술 도입을 위한 국제협력 체계  구축

100

100

9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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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 연도별 주요연구결과 요약

 1) 2003년도 대표적 우수성과 요약 

   □ 연구수행 내용 및 결과

○ 방사선 돌연변이 벼 품종의 품종보호권 획득 및 품종등록 

  - 품종명: 원청벼 (원품종-추청벼) 

  - 품종보호권 : 제 391호(등록일- 2003. 5. 27)

  - 국가품종목록등재 : 공고번호; 등재 2003-3(2003.3.15)

                       등재번호; 1-1-2003-1(2003. 3. 6)

  - 2002∼2003년도에 200여 농가/기관에 종자보급하여 재배면적

   확대중임.

○ 품종보호 출원품종의 2년차 심사지원 

- 2002년도 품종보호출원 벼 품종 4건(원추벼, 원품벼, 흑광찰벼, 녹원찰벼)의 재배시험 심사 지원   

         → 2004년 2월중 품종등록 예정 

○ 무궁화 돌연변이 품종 육성

► 신품종 품종보호권 출원

    품종명 : 창해(원농 11호), 출원번호 2003-448(2003. 12. 29)

            - 각창 품종의 종자에 방사선을 조사하여 꽃이 크고 꽃잎에 파란 빛이 도는 창해 

              품종을 선발함.   

► 육성 신품종의 품종보호권 심사 통과에 따른 품종보호등재 공고

    품종명 : 선녀 (공고번호 2003-445, 공고일자 2003. 12. 15)

    품종명 : 대광 (공고번호 2003-446, 공고일자 2003. 12. 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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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품종보호권 출원품종의 품종재배심사(국립종자관리소) 지원

          품종명: 꼬마 (원농4호, 품종보호 출원번호 2001-108호)       

- 1992년도에 홍단심2호 종자에 감마선을 처리하여 

    후대에서 선발한 왜성인 돌연변이 품종으로 분재용

    및 분화 재배용으로 유망하며 2004년도 말에 품종등록

    예정임. 

  2) 2004년도 대표적 우수성과 요약 

   □ 연구수행 내용 및 결과

○ 방사선 돌연변이 벼 품종의 품종보호권 획득 및 품종등록 

품종보호권 획득: 국립종자관리소로부터 2002년도 출원한 벼 신품종 4건(원추벼, 원품벼, 흑광찰

벼, 녹원찰벼)의 품종보호권을 등록 확보하며, 원추벼와 원품벼는 국가품종목록에 등재되었음. 

  

                        <품종보호권을 확보한 방사선육성 신품종의 주요특성> 

    

품종명 원품종
개량된 형질 품종보호권 등록번호

(등록일)

국가품종 

목록등재

(등록일)

원추벼 추청벼

준조생중,

내도복성,

복합내병성

제1078호

(2004.8.17)

-2004-2

(2004.3.5)

흑광찰벼 상해향혈나
중생종, 단간, 내도복성, 

립형개량 (단원형)

제1079호

(2004.8.17)
-

원품벼 일품벼
조생종,

숙색개량,복합내병

제1077호

(2004.8.17)

-2004-1

(2004.3.5)

녹원찰벼 재래종녹미
중생종, 숙기개량, 등숙향

상, 현미녹색

제1080호

(2004.8.17)
-

                   

        원추벼(원농7-5호)    원품벼(원농14호)     흑광찰벼(원농12호)  녹원찰벼(원농17호)

 

 ○ 무궁화 돌연변이 품종 육성

             육성 신품종의 품종보호권 심사 통과에 따른 품종보호권 등록 획득

  품종명 : 선녀 (품종보호권 공고번호 2003-445, 공고일자 2004. 2. 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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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품종명 : 대광 (품종보호권 공고번호 2003-446, 공고일자 2004. 2. 23)

○ 품종보호권 출원품종의 품종재배심사(국립종자관리소) 지원

 2001년 품종보호권 출원한 꼬마 (원농4호, 품종보호 출원번호 2001-108호) 및 2003년도 출원

한 창해(출원번오 2003-448)의 국립종자관리소의 품종심사를 지원하 으며, 꼬마는 2005년도 

초, 창해는 2006년도에 품종등록 예정임.

  3) 2005년도 대표적 우수성과 요약 

   □ 연구수행 내용 및 결과

○ 그동안 방사선을 이용한 돌연변이 육종의 성과로 2004년도에 “원품벼”, “원추벼”, “흑광찰벼” 및 

“녹원찰벼”와 무궁화 신품종 “대광” 및 “선녀”의 품종보호권을 획득하고 종묘를 농가 보급하 으

며, 내염성 벼 신품종 “원해벼”를 새로 육성하여 품종보호권 신청을 실시함. 

○ 필수 아미노산을 많이 함유하여 양성이 높거나 밥맛이 좋은 벼 그리고 기능성이 뛰어난 콩 및 

들게 유망 돌연변이 계통을 선발하여 품종출원을 위한 지역적응성 시험을 실시함.

○ 이외에도 방사선을 이용하여 화훼 및 자생식물의 유용변이체를 대량 선발하 음.  

   □ 연구성과의 파급효과

○ 신품종 개발 및 보급으로 농가소득 및 지적재산권 증대 (3년후 5,000 ha 재배 시 농가조수익기준

으로 연간 500억원 경제적 파급효과) 

○ 국내 품종 개발 및 기능유전체 연구에 기여하고, 방사선이용에 대한 국민인식 제고

   □ 연구성과의 활용(사례 및 계획)

○ 새로 육성된 신품종의 종자를 증식하여 80여개 농가 및 농업관련 기관에 보급하여 재배하고 있

으며, 앞으로 종자보급을 확대할 예정임. 

○ 고창군, 평택시 및 군산시의 농업기술센터에서 지역특산의 브랜드 쌀로 생산 판매하기 위하여 

농가 실증재배 단지를 조성하여 재배하고 있음.

○ 앞으로 새로 선발된 유용 변이체 및 유망 계통은 품종화를 지속적으로 추진할 예정임.  

                

                              <방사선 육성 품종 및 홍보전시 사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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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2006년도 대표적 우수성과 요약 

   □ 연구수행 내용 및 결과

   ○ 방사선 돌연변이 개발품종의 보급 및 실용화: 녹원찰벼 등 벼 9품종, 분재용 “꼬마” 및 “창해” 

무궁화 신품종 등록 실용화, 민간업체 기술지원 돌연변이 난 (동이, 은설) 품종 개발 및 상업화

   ○ 방사선기술 이용 식물 돌연변이 유용 유전자원 대량확보(4,000점 이상) 및 국가관리보존체계 

구축(농촌진흥청 농업유전자원 관리기관 지정)  

     

                            

   □ 기대효과  

○ 돌연변이 신품종 개발 보급에 따른 농가 소득증대 및 방사선 유용성 홍보 

○ 유용 돌연변이 유전자원 대량확보 및 안전 보존체계 구축으로 생명공학 연구 지원 및 국가 유전

자원 지적재산권 확보 기여

◯ 대표 저널게재 실적

   - Planta 등 논문투고중, International Horticulture Congress 발표 등 

   □ 홍보실적

   -돌연변이 난 개발(‘06.7.13): 주요 일간지, KBS, MBC, YTN, TJB 등 

   -분재용 무궁화 “꼬마” 개발(’06.8.14): 주요 일간지, KBS, YTN, MBN 등  

   -농업유전자원관리기관 지정(06.2.14): 대전/전북지역 신문, 과학신문 등

   -방사선육종: 중앙일보(06. 8. 31), 중도일보(06. 8. 31)

   □ 특허 등록․출원 현황

   - 국내 특허(품종보호권) 등록 2건, 국내 품종보호권 신청 2건 준비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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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관련분야 기술발전 기여도 및 파급효과

가. 경제적 측면 

○ 본 중장기 연구개발 사업을 통하여 총 9개의 벼 신품종이 개발되었으며, 자체적으로 종자를 

증식하여 매년 80-120여 농가 및 농업관련 기관에 보급하 음. 2003년∼‘06년 사이에 분

양한 방사선 육종 벼 종자의 총재배면적은 12,000ha 이상으로 추정되며, 1ha당 농가조수

익 900만원 기준으로 볼 때 경제적 효과는 총 1,080억원, 매년 300원 정도 발생한 것으로 

추산됨. 특히, 원청벼는 내도복성, 양질 다수성을 나타내는 우수한 품종이며, 흑선찰벼 및 

녹원찰벼는 기능성 유색찰벼로 고창군, 천안시, 포항시, 김제시 등에서 지역 특산 브랜드

미로 개발되어 고가에 상품화되고 있다. 그리고 품종 심사중인 원해벼가 품종등록 되어 

보급되면 간척지 6만ha중 10%가 재배될 경우 연 540억원의 소득창출이 기대됨.  

○ 돌연변이 신품종 개발 및 보급으로 국내 종자시장 및 농업생산성 향상

- 종자시장 경제적 파급효과: 돌연변이 품종의 국내시장 점유율이 2010년 2%, 2020년 5%라고 할 

때, 돌연변이 품종개발에 따른 종자시장의 경제적 편인 규모는, 2010년 100억원, 2020년 500억

원이 될 것으로 추산됨. 

- 농산물 생산액 기준 경제적 파급효과: 돌연변이 품종이 국내 재배면적 비율이 2010년 2%, 2020

년 5%라고 할 때, 2010년 농산물생산액은 12,000억원,  2020년 50,000억원이 될 것으로 추산됨. 

             □ 참고: 세계 및 한국의 종자 및 농산물 시장 규모 

년 도
종자시장 총생산물 산업관련 시장규모

세계(억$) 한국(억원) 세계(억$) 한국(억원)

2005 240 3,000 4,000 420,000

2010 300 5,000 7,000 600,000

2020 600 10,000 15,000 1,000,000

○ 국내 종자 및 유전자원 지적재산 증대 

- 2011년 기준 연 30억원 이상의 수입 및 로열티 지불 대체효과

○ 유용한 돌연변이체 및 유전자 대량개발 등에 의한 기능유전체 연구 지원  생명공학 연구개발 활

성화에 대한 간접적인 경제적 효과 창출

  나. 사회적 측면



- 334 -

○ 다양한 국산 신품종 개발보급에 따른 농민 농의식 향상   

○ 방사선 육종식물의 확대보급으로 식품 및 환경 안전성에 대한 일부 시민의 오해가 불식되며, 관

련 연구개발에 대한 사회적 호응이 증대됨.

○ 신 형질 유전자원의 개발 활용 및 신품종 개발․보급으로 지적문화재산의 확대와 국민의 정서 함

양에 기여함.  

○ 최근 우리나라는 양적인 삶에서 질적인 삶으로 전환되는 시점에 들어섰고 이로 인해 웰빙에 대한 

국민적 관심이 매우 높아가고 있고 웰빙 식품, 건강 보조제, 천연 화장품 및 의약품 등이 웰빙의 

폭발적 관심과 함께 급격히 성장하고 있음.

○ 따라서, 이러한 일련의 경향에 맞추어 천연물에서 유래되는 고기능성 물질들의 수요와 관심이 급

증하고 있고 생물신약 및 관련 제품들의 개발이 차세대 국가 경쟁력에 큰 향을 미치는 것으로 

조사되고 있음. 

  다. 기술적 측면

○ 다양한 방사선 선원 이용 및 BT와 융합한 방사선 돌연변이 육종기술이 개발 보급됨에 따라 국

내외 육종기술 개발에 기여

○ 고품질 돌연변이 식물 품종이 개발 보급되며, 국내 방사선 육종기술 수준 향상 : 2016년 돌연변

이 품종개발 세계 8위권(현재 25위권) 및 육종기술 수준 세계 5위권 진입

○ 확보된 방사선 돌연변이체는 우수한 교잡육종용(교배모본용) 유전자원으로 활용 가능하며, 특이 

형질 돌연변이체 대량 창출에 따른 식물 유전자 기능분석용 기능유전체학(Functional Genomics) 

연구 지원이 가능해짐.

○ 교잡 및 형질전환 육종에 비교하여 저비용/고효율의 방사선 육종기술의 개발됨.

○ 방사선육종에 관련 신기술이 개발되고, 방사선연구원내의 시설활용이 극대화되어 방사선연구원이 

국내외 방사선육종 연구개발의 핵심거점으로 발전하게 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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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5 장 연구개발결과의 활용계획

1. 개발 신품종 

○ 본 사업을 통하여 개발된 벼 신품종은 자체적으로 원원종 및 원종급의 종자를 증식하여 농가 및 농업

관련 매년 80-120 건, 약 800-1000kg씩을 분양해오고 있음. 앞으로도 자체적으로 종자를 보급함은 물

론 각 시군 농업기술센터, 농협 및 종자보급소 등과 연계하여 종자 보급을 확대해 나갈 예정임. 또한, 

현재 품종 출원중인 내염성 원해벼 및 조생서리 콩도 품종보호권이 등재 되면 농가 보급을 실시할 예

정임. 벼 종자의 경우 우수한 품종은 20-30년간 재배가 지속되기 때문에 지속적으로 농가 소득창출에 

기여할 것임. 

   ○ 품종 보호권을 확보한 분재용“꼬마” 등 무궁화 신품종은 우선 2008년도 정부수립60주년 기념사업

으로 중앙일보 및 관련 기관등과 공동으로 대대적인 무궁화 보급 사업을 전개하여 국민의 무궁화 사

랑 및 애국심 함양에 기여할 것임. 

2. 선발 유망 돌연변이 계통

○ 본 연구개발 기간 동안 선발 육성된 벼, 콩, 들깨 및 자원식물 들은 후속 연구개발을 통하여 지속적으

로 품종 개발을 추진할 예정임. 따라서, 후속사업으로 개발된 품종은 품종보호권을 확보하고, 농가보급 

또는 품종실시권을 민간 기업에 이전하여 실용화를 달성할 예정임. 

○ 특히, 3단계 사업에 새롭게 추진되어 많은 유용 변이체를 확보한 국화, 잔디, 난류, 자생화 및 해외도

입 식물의 경우, 후속 연구개발 과제(기관고유 및 농진청 바이오그린 21사업 등)를 통하여 중점적으로 

품종 개발을 추진하여, 외국 로열티 대응 및 국산 품종의 수출화에 기여토록 할 것임,

3. 유용 유전자원

○ 3단계 연구개발에서는 신품종 개발과 아울러 방사선을 이용한 특이한 돌연변이 유전자원의 개발에도 

주안점을 두고 추진하 음. 그 결과 벼, 콩 및 원예식물 분야에서 품종으로는 가치가 적지만 특이한 

변이체를 다수 확보하 음. 이러한 자원은 앞으로 유전자의 기능을 밝히는 기능유전체 연구에 크게 

활용될 수 있음, 따라서, 이러한 자원을 DB화 및 체계적으로 정리하여 유지 본존하고, 공급해주는 돌

연변이 유전자원은행 사업이 필요함. 본 연구팀은 3단계 연구기간에 종자저온저장시설을 설치하고, 일

부 자원을 DB화해서 장단기 보존을 실시하 음. 또한, 유전자원의 전산정보화를 위한 검색 및 관리 

소프트웨어의 개발 및 홈페이지 구축 등을 추진하 음. 그리고, 농촌진흥청으로부터 농업유전자원관리

기관으로 지정을 받아 국가 유전자원의 관리체계에 편입하여 돌연변이 유전자원을 관리 보급하는 기

반 구축하 음. 앞으로 본 연구팀이 개발한 돌연변이 유전자원은 유전자원은행 사업을 통하여 보존 

및 공급하여 국가 유전자원 재산권의 확충과 생명공학 발전에 기여해 나갈 예정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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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개발 분자마커 및 유전자

○ 최근 돌연변이체를 이용한 유전자 및 분자마커 탐색과 유전자 기능 연구가 각광을 받고 있음. 본 연

구팀에서도 자체적으로 개발한 돌연변이체를 대상으로 벼의 내염성 및 양성 관련 분자마커 개발 성

과와 아울러 콩 내습성 및 국화의 화색 관련 유전자 및 분자 마커 개발의 성과를 얻었음. 앞으로 개발

된 유전자 및 분자마커는 특허 및 genebank에 등록되어 우리나라의 지적 재산권에 기여하면 물론 유

전자를 이용한 형질전화 육종에서의 활용과 분자마커를 이용한 유용 변이체의 조기 선발에도 활용될 

수 있음. 

5. 신 육종기술 개발

○ 방사선 육종은 단순한 감마선이나 X선 조사에 의한 변이 창출기술이 아니라 최근에는 새로운 생명

공학 기술과의 융합기술과 새로운 방사선선원(이온빔 및 우주선 등)을 이용한 새로운 방사선육종기술

이 개발되어 활용되고 있음. 

○ 본 연구팀에서도 방사선 조사기술에 새롭게 발전하는 genomics, 조직배양기술, 분자마커 개발기술 등

의 생명공학기술을 접목한 기술을 개발 이용하여 품종개발 및 분자마커 개발에 적용하여 왔음.    

 

○ 최근 일본에서 많은 성과를 내고 있는 중이온빔 육종기술의 도입을 위하여 일본의 RIKEN, 일본원자

력연구소 다카사키연구소의 관련 연구자 들과 협력 체계를 구축하 음. 그리고, 원자력의학원의 사키

클로트론의 양성자빔을 이용한 돌연변이체 개발 연구를 수행하 음. 

○ 또한, 중국에서 많은 성과를 내고 있는 우주선 육종기술에 연구 개발에 참여하여 2006년 9월 중국 우

주선 육종 전용 위성인 스젠8호에 우리의 종자 탑재 실험을 실시하 음. 이것을 기반으로 2008년도 한

국인 최초 우주인 사업의 우주인 임무 실험에 우림 팀에서 제안한 우주 종자 발아 생장 비교 실험이 

채택되어 배양 용기 및 관련 기술을 개발중에 있음. 그리고, 장래적으로는 우주정거장 및 우주기지에

서 인류가 장기간 체류할 경우 식량생산에 필요한 식물 품종 및 작물 생산시스템 개발을 추진할 예정

임.   

○ 우리나라에서는 최초로 식물을 장기간 키우면서 감마선을 완조사할 수 있는 감마파이토트론 시설을 

설치하 으며, 앞으로 이를 이용한 육종기술을 개발하여 우리나라의 품종개발에 기여할 예정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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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6 장 연구개발과정에서 수집한 해외과학기술정보

1. 중국 우주선 육종 관련 정보

- 중국은 1980년대 말부터 회수식 인공위성 및 열구를 이용하여 우주 환경에 종자 및 식물체를 노출시켜 

회수 한 후, 그 후대에서 유용 돌연변이체를 선발하여 품종화하는 이른바 우주육종연구에 착수하여 최

근에 많은 품종이 개발되어 활용되고 있음. 작년 9월에는 우주육종용(종자용) 인공위성 스젠(實踐) 8

호를 발사하 음. 본 과제 연구팀에서는 2003년도부터 중국에서 당 사업을 주관하는 중국농업과학원 

방사선육종센터의 Liu L. 박사와 협력하여 중국의 우주선 육종 관련 정보를 수집하 음. 또한, 본 연

구팀은 우리나라에서는 최초로 이 스젠 8호에 벼, 무우, 난 등 8개 종자 200g의 탑재실험을 실시하

으며, 이런 성과를 기반으로 2008년도 4월에 실시 예정인 한국인 최초 우주인 사업의 우주인 실험 임

무에 본 과제에서 제안한 우주 종자 발아 및 생장 실험이 채택되었음. 

    

2. 일본의 중이온빔 육종 관련 연구개발 현황

 - 일본은 대형 중이온가속기의 건설과 함께 1990년대 초반부터 중이온빔을 이용한 식물육종 연구 개발

이 활발하며, 최근에 원예 신품종 개발을 중심으로 많은 성과를 내고 있음. 본 과제팀은 일본 이화학

연구소(RIKEN) Abe T. 박사와 일본원자력연구개발기구(JAEA) 다카사키연구소 Tanaka J. 박사와 교

류를 지속하면서, 일본의 중이온빔 육종 관련 정보를 수집하 음. 이를 기반으로 원자력의학원의 싸이

클로트론의 양성자빔을 이용한 돌연변이 육종 기초 연구를 실시하 고, 앞으로 국내에 건설되는 

30-50MeV 싸이클로트론을 및 양성자가속기를 이용한 육종연구 추진 계획을 세우고 있음.

3. 아시아 지역 방사선육종관련 정보 수집

 - 본 과제 책임자 강시용은 2003년부터 IAEA-RCA 사업과 일본 정부가 지원하는 FNCA 사업의 돌연

변이 육종관련 국제공동연구에 참가하여 오고 있으며, 매년 연구개발 발표 심포지움에 참석하여 아시

아 지역의 방사선육종관련 연구개발 현황 등의 정보를 입수하여 방사선 육종관련 연구개발 계획의 수

립 등에 활용해오고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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