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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과제 리번호
해당단계

연구기간
2003.4.1~2007.2.28 단계 구분  3단계 / 3단계

 연구사업명
 사 업 명 원자력연구개발사업

세부사업명 원자력연구개발 장기계획사업

 연구과제명
 과 제 명 방사선 농업생명공학 기술개발

세부과제명 선량 방사선의 식물이용기술 개발

 연구책임자 정병엽

해당단계 

참여연구원

수

 총   :  23.26 명

 내부 :  10.5  명

 외부 :  12.74 명

해당단계 

연구비

정부:  1,807,638 천원

기업:            천원

  계:  1,807,638 천원

 연구기 명 

 소속부서명

한국원자력연구원

정읍 방사선과학연구소
참여기업명   

 국제공동연구  상 국명 :                    상 국연구기 명 :

  탁 연 구
 연구기 명1 : 충남 학교               연구책임자1 : 박연일

 연구기 명2 : 안동 학교               연구책임자2 : 권순태             

 요약(연구결과를 심으로 개조식 500자이내)
보고서

면수
211

선량 자극 진효과 이용기술 실용화

- 작물별 정 선량 수  확립  방사선 조사기술 개발

- 선량에 의한 작물 생산성 증  효과를 련기 과 비교 확인

- 생리활성 진에 의한 유용생물자원 량생산 기술 확립

- 선량에 의해 유도된 유용 유 자/ 로모터를 작물에 용

선량 방사선의 식물작용기구 해석

- 선량에 의한 식물 양분 사와 유용물질변화 규명

- 선량 자극 진의 생리/생화학/분자생물학  반응기작 해석

- 방사선에 의한 식물의 세포벽, 효소, 합성, 호르몬 사변화 분석

- 방사선에 의해 유도되는 유 자  단백질 발  규명

- 방사선에 의한 활성산소 생성  분포 해석

방사선 내성인자를 활용한 신기능성 작물의 개발

- 방사선에 의한 식물의 항산화능 증진과 환경내성 증가 체계 확립

- 방사선 조사에 따른 항산화 효소  물질의 분석과 인자탐색

- 항산화능 증가 식물체의 환경 내성 평가

- 내성인자를 활용한 고부가가치․친환경  기능성 식물체 개발

   

색  인  어

(각 5개 이상)

한  
 감마선, 선량 방사선, 항산화 효소, 활성산소종, 합성, 방사선유도/억제 유

자, 형질 환 식물, 생리활성

  어

 Gamma radiation, low dose radiation, antioxidative enzyme, reactive oxygen 

species, photosynthesis, radiation inducible/repressible gene, transgenic plant, 

physiological activit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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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   약   문

Ⅰ. 제    목

선량 방사선의 식물이용기술 개발

Ⅱ. 연구개발의 목   필요성

1. 연구개발의 최종목표

○ 선량 방사선에 의한 작물 발아율, 수량 증가

○ 유용 식물자원 이용효율 증

○ 방사선 내성식물 개발

2. 연구개발의 필요성

인간의 생활 형태는 많은 환경 인 요인뿐만 아니라 방사선에 의해서도 그 기틀이 마

련되어져 왔으며 우리가 인지하지 못하는 사이에 방사선은 생활 도처에 편재해 있다. 즉 지구

상의 모든 생물체는 강한 방사선 존재 하에서 진화하여 왔으며 일상생활에서 신체․ 지․

집․음식물․의류 등은 수 의 방사선을 계속 방출하고 있어 사람을 포함한 모든 생체는 이

온화 방사선을 피할 수 없다.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방사선 장해에 한 지식은 선량율과 

․ 선량 피폭에 한 정보 부족으로 고선량 성 피폭에 한 정보에 근거하기 때문에 

수 의 방사선 작용을 잘못 해석하기가 쉽다. 한 방사선에 한 동․식물 등을 상으로 한 

오랜 기간 연구로 고선량인 경우에는 상한 로 유해한 효과를 볼 수 있었으나 흥미롭게도 

선량 역에서는 오히려 식물의 종자나 혹은 유식물체가 선량의 방사선으로 조사되었을 

경우 조구에 비해 발아율  기 생장율이 증가하거나 장기 개화 유도, 발근력 증진, 수량

증가 등이 찰되었다. 이외에도 식물의 뿌리혹 형성과 토양 의 질산화작용 증가 등이 보고

되었는데 특히 곡물류의 경우 선량 방사선조사로 상당한 자극작용이 나타나 조구에 비해 

120%의 수량증가와 발아증가, 내병성 증가 등이 보고된 바 있다. 그리고 방사선의 항산화능 

증진 효과는 주로 식물의 산화  스트 스로부터 자신을 보호하기 한 수단으로 발생되는데 

이 원리를 이용해 식물세포에서 방사선이나 각종 환경스트 스에 한 내성을 발휘하는 인자

를 효율 으로 탐색할 수 있다. 따라서 방사선에 의한 식물의 항산화능 증진, 식물의 환경내성 

유도, 방사선 유도성 인자를 이용한 항성이 강화된 식물체의 육성이 가능하다. 이러한 선

량 방사선에 의한 생물의 유익한 효과는 일반 인 hormesis 개념과 일치되어 방사선 hormesis

에 해 많은 연구자들이 이론을 확립시키기 해 다양한 연구들을 수행하고 있다. 하지만 살

아있는 생물체의 복잡성으로 인해 체 구조에 한 물리  혹은 화학  효과를 실험하는 것

은 많은 어려움이 따르고 있으며 방사선 hormesis가 식물종과 온도․토양수분․ 양조건과 같

은 환경요인에 의해 다양하게 나타나는 특성을 가지기 때문에 방사선 hormesis의 정확한 메카

니즘이 확실히 밝 지지는 않은 실정이다. 

     방사선 hormesis 연구는 우리의 과학 기술에서 유용하게 사용될 수 있는 이온화 방사선

의 한 이용을 한 기  자료를 제공할 수 있으며 한 실생활과 연 된 곡류, 채소 그리

고 육류 등의 생산량을 증 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자원의 효율 인 이용을 도모할 수 있다. 

따라서 방사선 hormesis의 작용기작 연구와 선량 방사선을 실질 으로 인류생활에 용하는 

실용화 기술개발이 실히 요구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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Ⅲ. 연구개발의 내용  범

본 연구는 다음의 세 가지 목표를 가지고 수행되었다. 첫째, 선량 자극 진 효과 이

용기술 실용화. 선량 감마선 조사에 의한 작물의 발아와 기 생육  포장에서의 수량 증가 

효과를 다양한 품종과 방법을 통해 조사하 고 실제 농업 장에서 활용하기 해 련 연구소 

 농가와 함께 실증연구를 수행하 다. 한 선량 방사선의 생리활성 진효과를 이용하여 

지치식물의 유용색소 물질인 shikonin을 산업 으로 량생산할 수 있는 세포배양기술을 확립

함으로써 선량 방사선의 새로운 활용방안을 모색하 다. 

둘째, 선량 방사선의 식물 작용기구 해석. 선량 방사선에 의한 식물의 합성  

생리활성 물질의 함량 변화를 조사함으로써 선량조사에 의한 생리 증진효과를 구명하고 방

사선 응기구를 탐색하고자 했다. 한 선량에 의해 유도되는 유 자  단백질을 조사함으

로써 선량 자극 진의 생화학/분자생물학  반응기작을 해석하고자 했다. 

셋째, 방사선 내성 인자를 활용한 신기능성 작물의 개발. 선량 조사 식물의 , 온도, 

염해, UV-B 스트 스 등 다양한 환경 스트 스에 한 내성 변화를 조사하고 련된 활성산

소, 항산화 효소  항산화 물질을 분석하여 궁극 으로 내성인자를 활용해 고부가가치․친환

경  기능성 식물체 개발하고자 하 다. 이러한 연구는 앞으로 선량 방사선의 생물활성 효과

를 연구하는데 있어 요할 뿐만 아니라 국내의 농업생산성 향상과 고부가가치 유 자원의 개

발을 한 선도  기술 기반을 제공할 수 있을 것이다.

Ⅳ. 연구개발결과

1. 선량 자극 진 효과 이용기술 실용화

1) 작물별 생장 진 유도 정 선량 수  확립  방사선 조사기술 개발

2) 선량 방사선 자극 진효과의 농생물 자원 생산증  응용

3) 선량에 의한 작물생장  종자/종서의 생장 증 효과를 련기 과 비교 확인

4) 생리활성 진에 의한 유용생물자원 량생산 기술 확립

5) 선량에 의해 유도된 유용 유 자/ 로모터를 작물에 용  실용화

2. 선량 방사선의 식물 작용기구 해석

1) 선량에 의한 식물 양분 사와 유용물질변화

2) 선량에 의한 식물의 생리 증진효과 구명  방사선 응기구 탐색

3) 선량조사 식물의 세포벽, 효소, 합성, 호르몬 사분석을 통한 유기 반응기작 해석

4) 선량에 의해 유도되는 유 자  단백질 발  규명

5) 선량 자극 진의 생리/생화학/분자생물학  반응기작 해석

6) 방사선에 의한 활성산소 생성  분포 해석

3. 방사선 내성 인자를 활용한 신기능성 작물의 개발

1) 방사선에 의한 식물의 항산화능 증진과 환경내성 증가 체계 확립

2) 선량 조사에 따른 항산화 효소  물질의 분석과 인자탐색

3) 항산화능 증가 식물체의 환경 내성 평가

4) 내성인자를 활용한 고부가가치․친환경  기능성 식물체 개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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Ⅴ. 연구개발결과의 활용계획

1. 식물생리활성  환경내성 증진기술: 참박, 호박, 고추, 배추, 무 등의 채소작물과 벼, 콩 등

의 주곡작물, 그리고 기내유기 인공씨감자 등의 휴면타   발아율향상, 생육증 , 환경스

트 스 항성 증 를 통한 농업 생산성 향상에 이용될 것이다.

2. 방사선 이용 shikonin 량생산 기술 확립: 방사선을 이용한 주요 식물이차 사산물의 량

생산 가능성을 실증 으로 확인하고 련 배양시스템을 확립함으로써 차후 련기술을 

resveratrol 등 다른 고부가가치 식물 사물질까지 확  용할 수 있게 되었다. 따라서 본 

기술을 이용할 경우 앞으로 웰빙시 에 요구되는 기능성 식품  의약품의 주된 원료를 

가에 공 할 수 있게 될 것이다.

3. 벼의 C4H, F5H와 복분자 C4H, F3H 유 자 분리  규명: 벼와 복분자에서 방사선에 유도

되는 주요 생리활성 련 유 자인 C4H, F5H, 그리고 F3H 유 자를 분리하여 동정함으로

써의 향후 환경스트  내성작물  기능성이 강화된 복분자의 개발에 활용될 것이다. 한 

상 으로 취약한 딸기류의 유 정보 데이터베이스에 요한 정보를 추가함으로써 앞으로 

복분자외 타 딸기류에서도 분자육종을 한 유용한 정보를 제공할 것이다.

4. 이온화 방사선에 한 식물유 자의 게놈수  변화 규명: 그동안 식물에서 게놈수 의 유

자발 은 방사선 반응과 련해 규명되지 않았다. 따라서 게놈수 에서 이온화 방사선에 의

해 유도/억제되는 유자자들을 규명한 본 연구결과는 산업  이용이 가능한 다양한 방사선 

반응 유 자/ 로모터의 발굴을 한 기 자료를 제공하며 특히 본 과제에서 선발된 합성 

 항산화 효소 련 유 자는 스트 스 내성  고기능성 형질 환 식물개발을 한 분자

육종에 활용될 수 있다.

5. 끝으로 본 연구개발 결과는 농업분야에서 방사선 기술의 유용성을 밝힘으로써 방사선에 

한 의 막연한 공포감을 해소시킬 수 있는 요한 정보를 제공한다. 따라서 본 연구결과

는 인간은 물론 다양한 생물자원에 향을 미치는 요한 인자로서 방사선환경의 건 성 

제고를 한 기 자료로 활용될 수 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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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 U M M A R Y

Ⅰ. Project title

Development of plant application technique of low dose radiation

Ⅱ. Objectives and importance of the project

1. Objectives

○ Improvement of crop germination rate and productivity by low-dose radiation

○ Enhancement of utilization of valuable plant resources

○ Development of radiation-tolerant plants

2. Importance of the project

Human beings have been interacting with numerous environmental factors during 

their whole life. Radiation is one of such unavoidable factors and it exists in all of our 

living environments allowing no perception of its existence. That is, all organisms in the 

earth have evolved under certain radiation environment. Moreover, as human bodies, 

houses, foods, clothes, and such like emit low-level radiation, all creatures including human 

being cannot be excluded from ionizing radiation. Most knowledge on radiation-induced 

injuries as known to us is based on the research results from acute exposure to high-dose 

radiation, because the results from chronic exposure to low-dose rate and/or 

low/middle-dose radiation are of lack until now. Therefore, effects of low-dose radiation  

in organisms are apt to be misinterpreted. High-dose application of ionizing radiation in 

plants and animals was predictable to be deleterious from the abundant scientific results 

accumulated for a long time, while interestingly in a range of low-dose radiation, 

germination of seeds and growth of seedlings were increased. Flowering induction, 

improved rooting and increased productivity were also observed in a range of low-dose 

radiation. Besides, formation of root lumps in plants and increased nitration in soil are 

reported, especially low-dose-irradiated crop plants showed 120% increase in productivity 

and improved germination and disease-resistance. Since antioxidative abilities stimulated by 

radiation serve as measures to protect plants from oxidative stress, we can efficiently 

search for cellular components exerting substantial tolerance in plant cells against various 

environmental stresses including ionizing radiation. Therefore, improvement of plant 

antioxidant abilities, induction of environmental stress-tolerance in plants and breeding of 

plants with an increased stress-resistance using radiation-inducible factors can be aided by 

radiation technologies. These beneficial effects induced by low-dose radiation are paralleled 

with the general concept of 'hormesis' and many researchers are carrying out various 

projects to establish a concrete hypothesis for radiation hormesis. However, due to the 

complexity of living organisms are many difficulties in performing experiments to elucidate 

physical or chemical effects of radiation on the whole living structure. Moreov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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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henomena of radiation hormesis are differently observed depending on environmental 

factors such as plant species, temperature, soil moisture and plant nutrition status. These 

complicate aspects explain why the actual mechanism in living cells for radiation hormesis 

couldn't be elucidated. Researches on radiation hormesis will provide important data to 

properly use ionizing radiation in science technologies for our industry and help to elevate 

yields of crops, vegetables and meat for the realities of life. Furthermore, efficient 

utilization of natural resources will be stimulated by this radiation technology. Conclusively, 

researches on the action mechanism of radiation hormesis should be achieved and thereby 

development of techniques for practical utilization of low-dose radiation be spurred to 

contribute to human life.

Ⅲ. Scope and contents of the project

The project was carried out to achieve three aims. First, development of application 

techniques of cell-stimulating effects by low-dose radiation. Following irradiation with 

gamma-rays of low doses, beneficial effects in crop germination, early growth, and yield 

were investigated using various plant species and experimental approaches. For the actual 

field application, corroborative studies were also carried out with a few concerned 

experimental stations and farmers. Moreover, we attempted to establish a new technique of 

cell cultivation for industrial mass-production of shikonin, a medicinal compound from 

Lithospermum erythrorhizon  and thereby suggested new application fields for application 

techniques of low-dose radiation. 

Second, elucidation of action mechanisms of ionizing radiation in plants. By 

investigating changes in plant photosynthesis and physiological metabolism, we attempted 

to elucidate physiological activity-stimulating effects of low-dose radiation and to search 

for radiation-adaptive cellular components. Besides, analyses of biochemical and molecular 

biological mechanisms for stimulus-stimulating effects of low-dose radiation were 

accomplished by examining genes and proteins inducible by low-dose radiation.

Third, development of functional crop plants using radiation-resistant factors.  

Changes in stress-tolerance of plants against environmental stress factors such as light, 

temperature, salinity and UV-B stress after exposed to low-dose gamma-rays were 

investigated. Concerned reactive oxygen species, antioxidative enzymes, and antioxidants 

were also analyzed to develop high value-added and environment-friendly functional plants 

using radiation-resistant factors. These researches are important to elucidate biological 

activities increased by low-dose radiation and help to provide leading technologies for 

improvement of domestic productivity in agriculture and development of high value-added 

genetic resources.

Ⅳ. Results of the project

1. Development of application techniques of cell-stimulating effects by low-dose radiation

1) Determination of optimum low-dose levels for growth stimulation of various crops an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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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evelopment of gamma-irradiation techniques for seedlings

2) Improvement of productivity for agrobiological resources by low-dose radiation

3) Practical field test for enhancement of crop growth and seed production by low-dose 

radiation with related agricultural institutes

4) Development of mass production techniques for valuable biological resources by 

low-dose-radiation-induced stimulation of physiological activity

5) Utilization of valuable genes/promoters induced by low-dose radiation in development of 

high value-added transgenic crop plants

2. Elucidation of action mechanisms of ionizing radiation in plants

1) Investigation of changes in plant nutrient metabolism and valuable cellular components

2) Investigation of physiological activity-stimulating effects by low dose radiation and 

identification of cellular components for radiation acclimation

3) Understanding of induction mechanisms by low dose radiation through analyses of plant 

cell wall, enzymes, photosynthesis, and hormone metabolism

4) Investigation of gene and protein expressions induced or repressed by ionizing radiation

5) Analysis of physiological/biochemical/molecular biological responses stimulated by 

ionizing radiation in cells

6) Investigation of production and distribution of reactive oxygen species by ionizing 

radiation

3. Development of functional crop plants using radiation-resistant factors

1) Improvement of antioxidative capacity and stress-resistance against environmental 

factors in plants by ionizing radiation

2) Investigation of antioxidative enzymes, antioxidants, and related factors after treatment 

of ionizing radiation

3) Evaluation of environmental stress resistance in plants with increased antioxidative 

capacity by low-dose radiation

4) Development of high value-added and environment-friendly functional plants using 

radiation-resistant factors

Ⅴ. Proposals for application of the results

1. Techniques for improvement of physiological activity and environmental-stress tolerance 

in plants: the developed techniques will contribute to promotion of productivity in 

agriculture since they are practically applicable to dormancy breaking, improvement of 

germination and early growth, and increase of environmental-stress-resistance for 

vegetable crops such as gourd, pumpkin, hot pepper, cabbage and radish, grain crops 

such as rice, barley, wheat and bean, and incubated seed potatoes.

2. Establishment of industrial mass-production techniques for shikonin using ionizing 

radiation: since the possibility of industrial mass-production for high value-added plant 



- 9 -

secondary metabolites using ionizing radiation was practically verified and concerned 

culture systems were established, the developed techniques will be applicable to other 

plant metabolites such as resveratrol and contribute to the growth of domestic 

agrobiological industry. Besides, a variety of functional foods and medicinal materials 

with an increasing demand for the coming future of well-being society can be produced 

at lower cost.

3. Isolation and characterization of C4H and F5H genes from rice and C4H and F3H from 

Korean black raspberry: C4H, F5H and F3H genes, which are inducible by ionizing 

radiation and encode major physiological activity-related proteins, were isolated and 

characterized. The obtained results will be used for development of crop plants tolerant 

to environmental stress factors and new Korean black raspberry cultivars with a high 

content of medicinal compounds. Additionally, the data will provide useful information 

for breeding of other berries except Korean black raspberry by adding new genetic 

information in the relatively poor genetic database for berries.

4. Elucidation of radiation-induced changes in plant genome: meanwhile, plant gene 

expression in response to ionizing radiation was investigated about some individual 

genes, but not about the whole genome. Therefore, our identification of genes 

inducible/repressible by ionizing radiation at a genome level provides fundamental 

database to dig out useful radiation-responsive genes/promoters for industrial use. 

Especially, photosynthesis- and antioxidative enzyme-related genes selected in this 

project can be applied to molecular breeding for development of stress-tolerant or high 

functional transgenic plants.

5. Lastly, our research results can be important information to release the public's fear 

about radiation by showing usefulness of radiation technology in the field of agriculture. 

Therefore, the project outcome will contribute to improvement of healthiness in the 

radiation environment as an important factor influencing various biological resources as 

well as human being.



- 10 -

C O N T E N T S

Chapter 1. Summary of the research project ------------------------------------- 12

Chapter 2. Domestic and international status of technique development ---------------- 14

Chapter 3. Contents and results of the project ------------------------------------ 15

 Section 1. Utilization of application techniques of low-dose stimulating effects -------- 15

 Section 2. Understanding of action mechanisms of low-dose radiation on plants ------- 67

 Section 3. Development of new functional crop plants using radiation-tolerant factors -- 150

Chapter 4. Achievement of the project and contribution to the related fields ---------- 203

Chapter 5. Proposals for application of the results ------------------------------- 205

Chapter 6. Information about foreign scientific technology obtained during the project -- 207

Chapter 7. Literature -------------------------------------------------------- 208



- 11 -

목      차

제 1 장 연구개발과제의 개요 -------------------------------------------------- 12

제 2 장 국내외 기술개발 황 ------------------------------------------------- 14

제 3 장 연구개발 수행 내용  결과 -------------------------------------------- 15

   제 1  선량 자극 진 효과 이용기술 실용화 -------------------------------- 15

   제 2  선량 방사선의 식물 작용기구 해석 ---------------------------------- 67

   제 3  방사선 내성인자를 활용한 신기능성 작물의 개발 ------------------------ 150

제 4 장 목표달성도  련분야에의 기여도 ------------------------------------- 203

제 5 장 연구개발 결과의 활용계획 --------------------------------------------- 205

제 6 장 연구개발과정에서 수집한 해외과학기술정보 ------------------------------- 207

제 7 장 참고문헌 ----------------------------------------------------------- 208



- 12 -

제 1 장 연구개발과제의 개요  

인간의 생활 형태는 많은 환경 인 요인뿐만 아니라 방사선에 의해서도 그 기틀이 마

련되어져 왔으며 우리가 인지하지 못하는 사이에 방사선은 생활 도처에 편재해 있다. 즉 지구

상의 모든 생물체는 강한 방사선 존재 하에서 진화하여 왔으며 일상생활에서 신체․ 지․

집․음식물․의류 등은 수 의 방사선을 계속 방출하고 있어 사람을 포함한 모든 생체는 이

온화방 사선을 피할 수 없다.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방사선 장해에 한 지식은 선량율과 

․ 선량 피폭에 한 정보 부족으로 고선량 성 피폭에 한 정보에 근거하기 때문에 

수 의 방사선 작용을 잘못 해석하기가 쉽다. 하지만 방사선에 한 동․식물 등을 상으로 

한 오랜 기간 연구로 고선량인 경우에는 상한 로 유해한 효과를 볼 수 있었으나 흥미롭게

도 선량 역에서는 식물의 종자나 혹은 유식물체가 선량의 방사선으로 조사되었을 경우 

조구에 비해 발아율, 생장율, 장기 개화 유도, 발근력 증진, 수량증가 등을 찰할 수 있었다. 

이외에도 식물의 뿌리혹 형성과 토양 의 질산화작용 증가 등이 보고되었는데 특히 곡물류의 

경우 선량 방사선조사로 상당한 자극작용이 나타나 조구에 비해 120%의 수량증가와 발아

증가, 내병성 증가 등이 보고된 바 있다. 한 방사선의 항산화능 증진 효과는 주로 식물의 산

화  스트 스로부터 자신을 보호하기 한 수단으로 발생되는데 이 원리를 이용하면 식물세

포에서 방사선이나 각종 환경스트 스에 한 내성을 발휘하는 인자를 찾는데 이용될 수 있다. 

따라서 방사선에 의한 식물의 항산화능 증진, 식물의 환경내성 유도, 방사선 유도성 인자를 이

용한 항성이 강화된 식물체의 육성이 가능하다. 이러한 선량 방사선에 의한 생물의 유익한 

효과는 일반 인 hormesis 개념과 일치되어 방사선 hormesis에 해 많은 연구자들이 이론을 

확립시키기 해 다양한 연구들을 수행하고 있다. 하지만 살아있는 생물체의 복잡성으로 인해 

체 구조에 한 물리  혹은 화학  효과를 실험하는 것은 많은 어려움이 따르고 있으며 방

사선 hormesis가 식물종과 온도․토양수분․ 양조건과 같은 환경요인에 의해 다양하게 나타

나는 특성을 가지기 때문에 방사선 hormesis의 정확한 메카니즘이 확실히 밝 지지는 않은 실

정이다. 

     방사선 hormesis 연구는 우리의 과학 기술에서 유용하게 사용될 수 있는 이온화 방사선

의 한 이용을 한 기  자료를 제공할 수 있으며 한 실생활과 연 된 곡류, 채소 그리

고 육류 등의 생산량을 증 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자원의 효율 인 이용을 도모할 수 있다. 

따라서 방사선 hormesis의 작용기작 연구와 선량 방사선을 실질 으로 인류생활에 용하는 

실용화 기술개발이 실히 요구된다.

1) 기술  측면

   국민 복지 증진을 한 식량․환경․보건․의료 등 생명 련 산업의 발 에는 방사선 이용

기술 개발이 한 분야를 이루고 있으며 부족한 식량자원의 생산 증 를 해서는 공정개선 기

술 개발과 함께 고선량 방사선을 이용한 돌연변이 유발에 의한 품종 육성에 심을 기울여온 

 시 에서 방사선 조사에 의한 식물체 유 자 구조변화를 유발시키지 않는 선량 방사선에 

의한 생물활성 진기술의 개발은 식량자원의 생산증 를 한 새로운 기술로 련 산업의 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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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 크게 기여할 것이다.

2) 경제  측면

   방사선에 의한 생물의 생장과 활성 진 효과가 있는 선량 방사선 처리기술 개발은 특히 

생물자원의 생산성 향상으로 식량공 의 안정화에 기여할 수 있는데 이는 산업체와 연계한 실

험 수행으로 종자산업 반에 비용 감을 가져올 수 있고 이에 상응하여 농작물생산증가로 농

가소득증 에 많은 향을 끼칠 수 있다. 한 작물생육에 피해를 주는 UV/ 온/high light 등

의 여러 환경재해와 고추 역병/배추․무사마귀 병 등에 한 항성 증가로 비료와 농약 사용

을 감소시켜 환경오염을 방지하고 유 물질을 활성화하여 질병 항성과 치료를 통해 친환경농

업생명 련 산업 활성화에 기여함으로써 국민보건 향상에도 필수  요소가 될 것이며, 방사선

에 의해 유도되는 물질은 방사선보호물질 (UV protectant)로 활용이 가능하기 때문에 신 기능

성 의약품 등의 신제품을 창출할 수 있어 경제 으로도 상당한 기여를 할 수 있다.

3) 사회  측면

   친환경농업생명 련 산업 활성화를 한 방사선/RI 이용기술 수 이 미비한 실정에서 선

량 자극 진효과 이용기술 실용화와 선량의 식물 작용기구 해석, 방사선 내성 신기능성 작물 

개발 등에 한 선량 방사선 처리기술의 지속 인 연구는 원자력 발  분야와 비발  분야

의 균형 인 발 과 원자력산업에 한 국민  이해 증진에도 크게 기여할 것이며, WTO 비 

농업생산성 제고와 질  개선을 통한 식량의 자 화  국제 경쟁력 향상에도 상당한 기여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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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2 장 국내외 기술개발 황

선량 방사선의 생리작용(radiation hormesis)에 한 연구는 세계 으로 오랜 역사를 

가지지만 세포수  이하의 기 인 생리생화학  작용기 은 아직 규명되지 않고 있다. 많은 

연구자들이 방사선 hormesis에 한 증거를 획득하 으나 무시하거나 믿지 않았으며 한 실

험  조건이 동일하게 조 되지 않았기 때문에 계속해서 동일한 결과를 얻는 것이 불가능하

다. 즉, 반복실험에서 차이가 많고 수회의 실험  한두번은 유의성없는 반응을 보이는 것 등

의 높은 변이성이 hormesis의 연구를 어렵게 만들고 있는데 생물의 생장 진은 검체와 환경이 

최 이하의 조건에서 정 으로 나타나며, 선량이 다르면 자극받는 생리  지표도 달라지는 

것 같다. 일정농도의 반복실험에서 같은 반응을 보이지 않으며, 모든 작용물질의 최고의 선

량-반응곡선은 각각 다른 형태를 가지므로 어떤 선량이 가장 좋다고 특정 지울 수가 없다. 따

라서 통계 으로 확실한 결과를 얻을 때까지 많은 선량에서 반복실험을 수행하여 폭넓은 범

의 표 화가 이루어질 필요가 있다. 하지만 최근의 방사선 hormesis 연구는 세계 으로 동물

세포 는 동물시스템을 이용한 일부실험에 한정되어 식물에서 나타날 수 있는 특이  반응에 

한 연구가 정체되어 있다. 따라서 본 과제를 통한 선량 방사선의 식물작용 연구  이용기

술개발은 국내는 물론 세계 으로도 선도 인 시도로 평가될 수 있다. 특히 최신 생명과학기술

을 이용한 세포수 의 방사선 효과 규명과 주요한 방사선 반응유 자의 클로닝을 통한 형질

환체 구축 그리고 방사선 세포배양 기술의 개발은 국내외 으로 식물분야에서 처음 시도되는 

것으로 향후 산업  효과가 클 것으로 생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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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3 장 연구개발 수행 내용  결과

제 1  선량 자극 진 효과 이용기술 실용화

1. 주요연구내용

가. 작물별 생장 진 유도 정 선량 수  확립 방사선 조사기술 개발

나. 선량 방사선 자극 진효과의 농생물 자원 생산증  응용

다. 선량에 의한 작물생장  종자/종서의 생장 증 효과를 련기 과 비교 확인

라. 생리활성 진에 의한 유용생물자원 량생산 기술 확립

마. 선량에 의해 유도된 유용 유 자/ 로모터를 작물에 용  실용화

2. 추진 략

선량 자극 진 효과 이용기술의 실용화를 해 고령지 시험장과 (주)농우바이오 그리고 

일반농가와 함께 장 실증실험을 수행하 으며 연구소 포장에서는 보다 엄격한 통제하에 실험을 

수행하여 결과의 재 성  기술의 안정성을 확보하 다. 한 연구소 자체사업으로 충남 학교와 

공동연구를 통해 선량 자극 진 기술을 식물조직배양에 이용하여 기능성 식물이차 사물질인 시

코닌을 량생산 하는 기술을 개발하 다.

3. 연구방법  연구결과

가. 작물별 생장 진 유도 정 선량 수  확립

(1) 채소작물의 발아와 기생장 진 선량 규명

(가) 연구방법1: 채소작물의 발아와 기생장 진 선량 수  확립을 해 시 치, 

무, 참박, 호박종자에  4 Gy와  8 Gy의 선량 방사선을 조사한 후 조구와 함께 온실에서 

생장시켜 발아율과 엽면 , 뿌리길이, 건물  등을 측정하 고 SLA(leaf area/ leaf dry 

weight), SRL (root length/root dry weight), R/S(root dry weight/shoot dry weight) 등의 생

장계수를 계산하여 생장 진 선량을 확인하 다. 

(나) 연구결과1: 시 치와 무 모두 선량 방사선에 의해 상승된 발아율을 보 고 엽건

량과 SLA 한 선량방사선에 해 상승된 값을 보 다
1)
. 시 치는 R/S와 뿌리건 량에서 

선량 방사선에 의해 증가된 값을 나타내었으나 무는 그 지 않았다. 시 치의 SRL은 8 Gy

의 선량 방사선에 의해 감소되었으나 무는 그 지 않았다. 참박과 호박의 생육은 종 15일

과 20일 후 측정하 다. 하배축의 길이보다는 직경에서 효과를 보 으며 자엽의 생육에서는 참

박보다 호박에서 더 효과를 보 다. 20일 후에는 하배축의 생육이 15일 후보다는 덜 증가하

으나 지하부와 지상부의 건물 은 선량 방사선에 의해 상승되는 값을 보 고 뿌리길이 측정

에서는 호박의 8 Gy만 제외하곤 조구보다 25% 이상 증가하여 뚜렷한 차이를 보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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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연구방법2: 고추 네 품종(여명, 조흥, 명, 왕)의 종자에 2, 4, 8, 16 Gy의 선량 

방사선을 조사한 뒤 온실에서 조구와 비교하여 선량 방사선에 의한 식물체의 생육증진을 

확인하고 고추에서 품종과 계없이 생육증진을 유도하는 선량 방사선의 범 를 조사하 다. 

(라) 연구결과2: 선량 방사선에 의한 고추 품종별 생육증진 효과는 다음과 같다. 조

사된 고추품종 모두에서 체 으로 2, 4, 8 Gy에서 생육증진 효과가 찰되었으며 16 Gy에서

는 오히려 생육이 해되는 것으로 나타났다(그림 1)
2)
. 세부 으로 여명고추는 4 Gy, 조흥고추 

2 Gy, 명고추 2 & 8 Gy (도표 1)
2)
, 그리고 왕고추는 2 Gy에서 생육증진의 효과가 가장 좋

았다. 반면에 발아율의 증가는 명고추와 왕고추의 방사선 조사구에서만 찰되었으며 최고 

30%까지 증가하 다(도표 2). 여명고추와 조흥고추가 모두 99년산인데 반해 명고추는 98년, 

왕고추는 97년산이었으므로 선량 방사선에 의한 발아율 증진의 효과는 묵은 종자일수록 보

다 하게 나타남을 알 수 있었다. 

(2) 식물체내(in planta) 선량 방사선 조사 후의 생육차이 규명

(가) 연구방법: 선량 방사선이 식물체에 미치는 직 인 효과를 규명하기 해 온실

에서 자란 태양고추의 유식물체에 2, 4, 8, 16 Gy의 선량 방사선을 조사한 뒤 다시 온실 환

경으로 옮겨 생육의 차이를 비교함으로써 식물체내(in planta) 조사에서 생육증진에 가장 효과

인 선량 방사선의 범 가 조사되었다.

(나) 연구결과: 기존에 선량 방사선의 생리활성 연구를 해 종자수 에서 방사선을 

조사한 것과 달리 직  식물체에 선량 방사선을 조사한 뒤 시간에 따라 나타나는 생리활성

의 변화를 추 하 다. 심은 뒤 28일 된 태양고추 유식물체에 2, 4, 8, 16 Gy의 선량 방사선

을 조사한 뒤 생육을 조사한 결과 2, 4 Gy에서 비조사구에 비해 생육증진의 효과가 있었으며 

8, 16 Gy에서는 오히려 생육이 억제되었다(도표 3)
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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Yeomyung (21 DAS)

Joheung (21 DAS)

0 Gy 2 Gy 4 Gy 8 Gy 16 Gy

0 Gy 2 Gy 4 Gy 8 Gy 16 Gy

Yeomyung (21 DAS)

Joheung (21 DAS)

0 Gy 2 Gy 4 Gy 8 Gy 16 Gy

0 Gy 2 Gy 4 Gy 8 Gy 16 Gy

 그림 1. 종자에 선량 방사선이 조사된 고추의 품종별 기생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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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도표 1. 종자에 선량 방사선을 조사한 여명, 조흥고추의 품종별 기생육

Cultivar 
Dose 
(Gy) 

Germination 
rate (%) 

Stem length
(cm) 

Stem diameter 
(mm) 

Leaf area 
(cm2) 

0 97.3 ± 4.5 a 6.7 ± 0.6 a 2.1 ± 0.2 ab 6.5 ± 1.1 a 

2 96.0 ± 6.3 a 8.2 ± 1.2 b 2.2 ± 0.2 abc 8.2 ± 1.4 b 

4 96.7 ± 4.9 a 8.0 ± 1.1 b 2.3 ± 0.3 c 8.4 ± 1.9 b 

8 98.0 ± 4.1 a 7.9 ± 0.9 b 2.3 ± 0.2 bc 8.8 ± 1.8 b 

Yeomyung

16 96.7 ± 4.9 a 6.5 ± 0.8 a 2.1 ± 0.2 a 6.9 ± 1.1 a 

0 82.7 ± 10.3 a 6.1 ± 0.7 a 2.0 ± 0.3 a 6.8 ± 1.4 a 

2 85.3 ± 9.9 a 7.6 ± 0.7 c 2.4 ± 0.2 b 9.5 ± 1.5 b 

4 80.7 ± 10.3 a 6.9 ± 0.8 b 2.2 ± 0.3 b 8.8 ± 1.4 b 

8 83.3 ± 16.3 a 7.2 ± 0.7 bc 2.3 ± 0.2 b 9.8 ± 1.9 b 

Joheung 

16 82.0 ± 10.8 a 6.2 ± 0.6 a 2.0 ± 0.2 a 6.8 ± 1.2 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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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도표 2. 종자에 선량 방사선을 조사한 명, 왕고추의 품종별 기생육

9.2 ± 1.4 a1.8 ± 0.2 a9.9 ± 0.7 a76.0 ± 15.9 b16

9.7 ± 1.5 a1.9 ± 0.2 ab10.3 ± 0.8 a76.0 ± 11.2 b8

9.1 ± 1.2 a1.9 ± 0.2 ab10.2 ± 0.7 a78.7 ± 8.3 b4

9.7 ± 1.7 a2.0 ± 0.3 c10.8 ± 0.8 b82.0 ± 15.2 b2

9.6 ± 1.5 a2.0 ± 0.2 bc9.8 ± 0.8 a58.0 ± 15.7 a0

Wang

12.6 ± 3.1 a2.1 ± 0.2 a10.9 ± 0.9 a82.0 ± 16.6 b16

13.2 ± 2.5 a2.3 ± 0.2 b11.8 ± 0.7 b66.0 ± 18.8 ab8

12.1 ± 2.7 a2.1 ± 0.1 a11.5 ± 0.7 ab77.3 ± 14.4 ab4

13.8 ± 2.7 a2.2 ± 0.2 ab11.8 ± 1.0 b76.0 ± 14.5 ab2

13.9 ± 2.6 a2.3 ± 0.2 b11.1 ± 0.8 a65.3 ± 15.1 a0

Daemyung

Leaf area
(cm2)

Stem diameter
(mm)

Stem length
(cm)

Germination
rate (%)

Dose
(Gy)

9.2 ± 1.4 a1.8 ± 0.2 a9.9 ± 0.7 a76.0 ± 15.9 b16

9.7 ± 1.5 a1.9 ± 0.2 ab10.3 ± 0.8 a76.0 ± 11.2 b8

9.1 ± 1.2 a1.9 ± 0.2 ab10.2 ± 0.7 a78.7 ± 8.3 b4

9.7 ± 1.7 a2.0 ± 0.3 c10.8 ± 0.8 b82.0 ± 15.2 b2

9.6 ± 1.5 a2.0 ± 0.2 bc9.8 ± 0.8 a58.0 ± 15.7 a0

Wang

12.6 ± 3.1 a2.1 ± 0.2 a10.9 ± 0.9 a82.0 ± 16.6 b16

13.2 ± 2.5 a2.3 ± 0.2 b11.8 ± 0.7 b66.0 ± 18.8 ab8

12.1 ± 2.7 a2.1 ± 0.1 a11.5 ± 0.7 ab77.3 ± 14.4 ab4

13.8 ± 2.7 a2.2 ± 0.2 ab11.8 ± 1.0 b76.0 ± 14.5 ab2

13.9 ± 2.6 a2.3 ± 0.2 b11.1 ± 0.8 a65.3 ± 15.1 a0

Daemyung

Leaf area
(cm2)

Stem diameter
(mm)

Stem length
(cm)

Germination
rate (%)

Dose
(G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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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도표 3. 고추식물체에 선량 방사선을 조사한 5일 후 생육지표의 변화

10.2 ± 2.4 a2.34 ± 0.22 a10.9 ± 1.2 a16

10.8 ± 2.8 ab2.41 ± 0.14 a12.0 ± 0.7 b8

12.3 ± 2.8 ab2.71 ± 0.16 bc13.4 ± 0.9 c4

12.7 ± 3.4 b2.79 ± 0.18 c13.5 ± 1.3 c2

10.8 ± 2.7 ab2.61 ± 0.23 b12.8 ± 0.7 c0

Dose
(Gy)

After
γ-irradiation

10.3 ± 1.3**1.69 ± 0.18**8.5 ± 0.5**80.0 ± 18.1*Before
γ-irradiation

Leaf area
(cm2)

Stem diameter
(mm)

Stem length
(cm)

Germination
rate (%)

10.2 ± 2.4 a2.34 ± 0.22 a10.9 ± 1.2 a16

10.8 ± 2.8 ab2.41 ± 0.14 a12.0 ± 0.7 b8

12.3 ± 2.8 ab2.71 ± 0.16 bc13.4 ± 0.9 c4

12.7 ± 3.4 b2.79 ± 0.18 c13.5 ± 1.3 c2

10.8 ± 2.7 ab2.61 ± 0.23 b12.8 ± 0.7 c0

Dose
(Gy)

After
γ-irradiation

10.3 ± 1.3**1.69 ± 0.18**8.5 ± 0.5**80.0 ± 18.1*Before
γ-irradiation

Leaf area
(cm2)

Stem diameter
(mm)

Stem length
(cm)

Germination
rate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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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종자수분함량에 따른 채소작물의 발아와 기생장 진 선량 규명

(가) 연구방법: 종자수분함량에 따른 채소작물의 기생장 진 선량을 규명하기 해 

농우바이오에서 시 용 종자로 생산한 채소종자를 임의로 수분함량을 조정하여 방사선을 조사

한 후 발아율과 장 등의 기생육을 찰하 다. 실험에 사용한 재료로는 다음과 같다. 매력

배추와 백옥무는 수분함량이 각각 4.06%와 4.26%인 건조종자와 11.8%와 10.13%인 습윤종자에 

0, 2, 4, 8, 10 Gy, 태양고추는 6.14%인 건조종자와 12.1%인 습윤종자에 0, 4, 8, 12, 20 Gy, 

OK 참박과 흑종호박은 각각 6.56%와 4.25%인 건조종자와 10.56%와 8.46%인 습윤종자에 0, 2, 

4, 8, 16 Gy 5수 으로 방사선을 조사한 후 온실에서 생장시키며 기생장 진 수 을 확인하

다. 

(나) 연구결과:  수분함량을 상이하게 하여 찰한 발아와 기생장에 미치는 선량 

방사선 효과는 작물에 따라 다르게 나타났다4). 발아율의 경우는 건조종자보다 습윤종자에서 

체로 높았으며 선량 효과는 배추와 호박의 습윤종자 4 Gy와 2 Gy에서 각각 33%와 13% 증

가하여 뚜렷한 효과를 보 고, 참박은 건조종자 4∼8 Gy에서 높았다. 기생장은 습윤종자에서 

뚜렷한 효과를 보여 배추와 무는 10 Gy, 호박은 2 Gy, 참박은 8 Gy에서 6∼26% 정도 증가하

다. 이러한 기생장 진효과는 선량 방사선과 수분함량 상호간에 유의 인 차이를 보

으며 특히 배추와 참박에서 가장 높았다. 즉, 채소 종자의 수분함량을 상이하게 하여 선량 

방사선의 효과를 조사한 결과 정 수분함량에서 발아와 유묘생장이 진됨을 확인할 수 있었

다. 

(4) 실증실험 결과의 통계분석과 장실험 보완을 통한 정  조사선량 기  확립

(가) 연구방법: 작물 생육 진에 한 선량 조사선량 기  확립을 해 강원도 평창

에 치한 농 진흥청 산하 고령지 농업연구소에서 장실험을 통한 실증 실험을 실시하 다. 

본 실험 수행을 해 사용한 감자 품종으로는 최근 웰빙 먹거리로 부상하고 있는 일명 자주

감자라고 불리 우는 ‘자심’품종을 사용하여 0, 4, 8 Gy 선량으로 방사선을 조사하 다. 

(가) 연구결과: 표피와 육색이 자주색이며 포도당, 과당이 일반감자보다 높아 질감이 

좋고 다이어트용으로  합한 알카리성 식품으로 안토시안색소가 함유돼 있어 성인병을 방

하는 칼로리 기능성 식품으로 알려져 있는 감자 자심 품종에서 선량 방사선에 의한 생육

진 효과를 확인하고자 고령지 연구소 시험장에서 장 실증 실험을 수행하 다. 그 결과 방

사선 조사에 의해 자심 감자는 20-30% 정도 수량이 증가됨을 찰 할 수 있었다(그림2). 한 

이러한 효과로 인해 재까지 타 작물에서 보고된 4 Gy와 8 Gy의 선량 수 이 생육 진을 

한 정 선량이며 선량 효과의 기  선량임을 확인 할 수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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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2. 선량 방사선이 조사된 자심 감자의 생육증  장 실험 - 고령지 농업연구소



- 23 -

나. 선량 방사선 자극 진효과의 농생물 자원 생산증  응용

(1) 선량 조사 인공씨감자의 휴면조  

(가) 연구방법: 지 인공씨감자의 장방법과 장기간에 따른 휴면조 에 미치는 효

과를 알아보기 해 습도 20±5%에서 5℃ 암 장과 습도 80±5%에서 20℃ 장한 인공씨감

자를 장 기간 별로 0, 1, 2, 4, 8, 16 Gy 6수 으로 방사선을 조사한 후 20℃, 장, 습도 

80±5%의 incubator에서 생육하면서 맹아율과 맹아생육을 찰하 다. 

(나) 연구결과:  5℃․암상태로 장한 지 소괴경의 최종맹아율은 모든 장기간에서 

조구에 비해 별다른 증가를 보이지 않았으나 맹아생성 기에는 효과를 보여, 15일 장한 소

괴경의 생산 후 34일에는 조구 6.3%에 비해 100～200%까지 증가하 는데 그  16 Gy가 

가장 높았다. 그러나 생산 후 50일부터는 별다른 증가를 보이지 않았다. 한 30일 장한 소

괴경의 맹아율은 1 Gy를 제하곤 생산 50일까지 증가효과를 보 고 45일 장은 맹아생성 기

인 생산 50일에만 증가하 다. 20℃․ 상태로 15일 장한 소괴경의 맹아율은 1～4 Gy에서 

10%이상의 증가를 보 으며 30일 장은 별다른 증가효과를 보이지 않았다. 한 45일 장은 

2 Gy에서 최종맹아율이 10% 증가하 다. 지감자 소괴경의 방사선 조사 60일 후 찰한 맹

아길이는 5℃․암상태 장은 조구 0.33 cm이 비해 2～8 Gy에서 6～20% 증가하 는데 그 

 8 Gy에서 0.39 cm로 가장 높았고, 30일 장에서는 조구 0.34 cm에 비해 모든 선량 조

사구에서 2～18% 증가하 으며 45일에는 1～12% 증가하 다. 20℃․ 상태로 15일 장에서

의 맹아길이는 1～8 Gy에서 0.40 cm로 조구보다 1～17% 증가하 는데 그  2 Gy가 가장 

높았고, 30일과 45일 장에서는 모든 선량 조사구에서 증가하 는데 그  30일 장은 4 

Gy와 8 Gy에서, 45일 장은 4 Gy에서 가장 높았다. 

(2) 선량 조사 작물의 당   후  수량 검정

(가) 연구방법1: 선량 방사선 조사가 작물의 포장재배 시 생산증 에 미치는 향을 

보고자 설악벼와 흑미종자에 0, 1, 2, 4, 8, 12, 16, 20 Gy 8수 으로, 서리콩과 황 콩은 0, 0.5, 

1, 2, 4, 8, 16 Gy 7수 으로 방사선을 조사한 후 포장에서 생육하 다. 

(나) 연구결과1: 설악벼와 흑미의 선량 조사에 의한 수량검정 결과, 설악벼는 4 Gy와 

8 Gy에서 증가하 는데 특히 8 Gy에서 가장 높았다. 그러나 흑미는 모든 선량조사구에서 

별다른 증가를 보이지 않았다. 한 서리콩과 황 콩의 선량 조사에 의한 수량검정 결과, 서

리콩은 별다른 증가를 보이지 않았으나 황 콩은 장, pod 수, 수량 모두에서 0.5 Gy가 조

구보다 증가하는 생육양상을 보 다.

(다) 연구방법2: 2002년도에 선량 γ선을 조사하여 포장 재배하여 수확한 설악벼와 흑

미, 서리콩과 황 콩의 후 수량 검정을 해 F1과 F2 종자를 방사선 무조사 상태로 시험포장

에 종하여 생육을 찰하 다. 

(라) 연구결과2: 선량 조사가 설악벼와 흑미, 서리콩과 황 콩의 후 생육에 미치는 

향을 조사한 결과, 수량조사 시 조구에 비해 높은 값을 보 으나 유의성 있는 증가는 아니

었으며 기생육과 다른 포장수량구성요소도 별다른 증가효과를 보이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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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선량에 의한 작물생장  종자/종서의 생장 증 효과를 련기 과 비교 확인

(1) 채소종자의 발아와 기생육에 한 비교실험(농우바이오)

(가) 연구방법: 선량 방사선이 채소종자의 발아와 기생육에 미치는 효과를 보고자 

농우바이오에서 시 용 종자로 생산한 칠성배추․매력배추․백옥무 품종 종자에 0, 2, 4, 8, 10 

Gy, 인도에서 생산한 OK 참박 품종의 종자에 0, 2, 4, 8, 16 Gy, 국에서 생산한 흑종호박 종

자에 0, 2, 4, 8, 16 Gy, 국내에서 생산한 발아율 50% 이하인 인동 목 종자에 0, 2, 4, 8, 16 

Gy, 덴마크에서 생산한 바이오 시 치의 발아율이 70～80%와 50% 이하인 종자에 0, 4, 8, 12, 

20 Gy, 국에서 생산한 태양고추 품종의 종자에  0, 4, 8, 12, 20 Gy 수 으로 방사선을 조사

한 후 농우바이오의 시험포장에 종하여 생육을 찰하 다.

(나) 연구결과: 선량을 조사한 배추와 무의 발아율은 기에 그 효과가 뚜렷하여 

종 4일 후의 발아율 조사에서 매력배추, 칠성배추와 백옥무 모두 8 Gy와 10 Gy에서 증가하

다. 선량조사한 발아율이 70～80%인 참박종자의 발아율은 종 9일 후에는 2 Gy와 4 Gy에

서 증가하 는데 종 10일부터는 별다른 차이를 보이지 않았다. 한 발아율이 80～90%인 종

자의 발아율은 종 10일 후에 2～8 Gy에서 증가하 다. 발아율이 70～80%인 호박종자의 최

종발아율은 4 Gy에서 증가하 으며 발아 기에도 4 Gy가 가장 높았다. 한 발아율이 80～

90%인 종자의 발아율은 모든 선량 조사구에서 증가하 는데 그 효과는 기발아에서 더 뚜

렷하 다. 발아율이 50% 이하인 인동 목의 선량조사에 의한 발아율은 모든 선량 조사구

가 조구에 비해 낮은 발아를 보 다. 선량 조사한 발아율이 70～80%인 시 치종자의 발아

율은 20 Gy를 제외한 모든 선량 조사구에서 증가하 으며 특히 8 Gy가 가장 놓았다(그림 

3). 한 발아율이 50% 이하인 시 치종자의 발아는 선량에 의한 효과는 보이지 않았다. 발

아율이 70～80%인 고추종자의 발아율은 발아 기인 종 12일 후에 모든 선량 조사구에서 

증가하 다. 그러나 그 이후부터는 뚜렷한 차이를 보이지 않았다. 한 발아율이 80～90%인 

종자의 발아율은 선량조사에 의해 별다른 증가효과를 보이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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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림 3. 선량 방사선을 조사한 호박종자의 발아율 - (주) 농우바이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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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감자 휴면조 에 한 비교실험 (농 진흥청 산하 고령지농업시험장)

(가) 연구방법1: 씨감자의 휴면조 과 포장생육에 미치는 선량 조사효과를 보기 해 

양액재배로 생산한 수미씨감자를 크기별로 1, 5, 10, 20, 30 g으로 분류하여 0, 8, 16 Gy 3수

으로 방사선조사하여 고령지시험장에서 맹아생육을 찰한 후 포장에 종하여 생육을 찰하

다. 

(나) 연구결과1:  씨감자 크기별로 선량조사한 수미감자의 맹아생육은 선량 조사구

에서 뚜렷한 증가효과를 보 다. 맹아길이의 경우 선량 조사구에서 씨감자 1 g은 39～52%, 

5 g은 18%, 10 g은 5～17%, 20 g은 10～40%, 30 g은 28～33% 증가하 고 맹아수도 맹아길이

와 같이 뚜렷한 증가효과를 보 는데 특히 10 g의 16 Gy에서 가장 높은 효과를 보 다.

(다) 연구방법2: 선량 조사한 씨감자의 휴면조 과 포장생육을 알아보기 해 양액재

배로 생산한 자심, 남서, 수미씨감자를 0, 2, 4, 8, 16 Gy 5수 으로 방사선조사하여 고령지시험

장 포장에 종하여 생육을 찰하 다. 

(라) 연구결과2: 선량 조사하여 품종별로 가을재배한 감자 장의 경우 자심품종은 

모든 선량 조사구에서 조구 56.9 cm에 비해 3～15%, 남서품종은 2～10% 증가하 으며 총

괴경수는 남서품종의 4 Gy와 16 Gy에서 증가한 것을 제하곤 별다른 증가를 보이지 않았고, 

50 g이상 괴경수에서도 남서품종에서만 조구 1.2개에 비해 67～200% 증가하 다. 괴경 도 

남서품종에서만 선량조사에 의해 뚜렷한 증가를 보 으며 그  16 Gy가 가장 높았다(그림 

4).



- 27 -

 

D o se (G y)
0 2 4 8 16

Tu
be

r w
ei

gh
t (

g)

0

100

200

300

400

그림 4. 선량 방사선을 조사한 씨감자 남서 품종의 괴경  - 고령지농업시험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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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채소종자의 발아에 한 종묘산업체와의 장 실증 실험 (농우바이오)

(가) 연구방법: 선량 방사선에 의한 채소 종자의 발아 증진효과를 확인하기 해 참

박 종자에 4 Gy와 8 Gy의 방사선을 조사한 후 국내 종묘산업체인 (주) 농우바이오의 발아 시

험장에서 장 실증 실험을 수행하 다. 

(나) 연구결과: 참박 발아 기내 실험의 경우, 발아 기인 종 2일에는 조구 42.5% 

에 비해 4 Gy에서 7% 증가한 45.5%를 나타냈으나 최종발아 시에는 발아율이 거의 비슷하

다(그림 5). 한 참박의 발아 과정에서 정상묘보다 생육이 지연되는 뿌리뭉침 상을 찰한 

결과 조구와 선량 조사구간에 별다른 차이를 보이지 않았다. 다음으로 포장실험에서는 

종 5일부터 발아가 시작되었는데 기내 실험과 같이 4 Gy에서 발아가 진되었으며 특히 종 

7일 째에 7% 증가하는 효과를 보 다. 

(4) 씨감자의 포장생육과 수량에 한 장 실증 실험 (고령지농업연구소)

(가) 연구방법: 씨감자의 포장생육에 한 선량 방사선 효과를 장 실증 실험을 통

해 확인하기 해 장기간을 달리한 지와 수미 씨감자에 4 Gy와 8 Gy의 방사선을 조사한 

후 강원도 령 고랭지에 치한 농 진흥청 산하 고령지농업연구소의 시험포장에 종하여 

시기별로 생육을 찰하 다. 

(나) 연구결과: 장기간을 달리하여 씨감자에 방사선을 조사한 후 종하여 찰한 생

육은 다음과 같다. 종 32일 후 조사한 경장에서 수미는 8 Gy 조사구가 생육이 가장 높았으

며(그림 6), 그 효과는 40일 장 처리구에서 뚜렷하 고 비교  오래 장한 60일 장 처리

구에서는 별다른 효과를 보이지 않았다. 한편, 지 품종은 방사선 조사와 계없이 30일 장

한 처리구에서 가장 높은 생육을 보 다. 한 62일 후 조사에서도 비슷한 결과를 보 다. 

종 100일 후 쯤 조사한 수량에서는 수미는 방사선 조사구와 장기간별로 별다른 차이를 보이

지 않았으나 지는 방사선 조사구에서 체로 수량이 증가함을 확인할 수 있었다.

(5) 종묘산업체인 (주) 농우바이오와의 종자 발아증가 효과 비교 확인

(가) 연구방법: 선량 방사선에 의한 채소 종자의 발아 증진효과를 국내 종묘산업체인 

(주) 농우바이오와 비교 확인하기 해 시 치 종자에 4 Gy와 8 Gy의 방사선을 조사한 후 발

아 시험장에서 발아양상을 비교 확인하 다. 

(나) 연구결과: 주) 농우바이오에서 실험한 결과는 다음과 같다. 시 치 종자 발아 실험

의 경우, 선량 조사에 의해 기 발아 진 효과를 확연히 확인 할 수 있었는데, 특히 종 

2일 후에 4 Gy와 8 Gy에서 각각 28%와 33%를 나타내 조구 21.5%보다 30～50%의 증가율

을 보 다(그림 7). 한 발아 14일 후 조사한 최종발아 시에도 조구 67%에 비해 선량 조

사구에서 5～12%의 증가율을 보여 선량 방사선에 의한 발아 증가효과를 확인할 수 있었다. 

동시에 방사선 조사하여 원자력연구소 발아시험장에서 조사한 시 치 종자의 발아에서도 비슷

한 경향을 보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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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5. 선량 방사선을 조사한 참박 종자의 발아율 변화 - (주) 농우바이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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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6. 선량 방사선을 조사한 씨감자 수미 품종의 괴경  - 고령지농업시험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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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감자 생산 농가와의 종서 생장 증 효과 비교 확인

(가) 연구방법: 장기간과 방법에 따른 선량 방사선에 의한 수미 microtuber의 휴면

조 을 해 생산 후 5℃ 암상태 와 20℃ 상태로 15일 (DAP ; days after production), 30일, 

45일 동안 장한 microtuber에 0, 4, 8, 16, 50 Gy로 방사선을 조사하여 20℃ 장을 하면서 

맹아생육을 찰하 고, 감자 생산농가와의 비교 실험은 microtuber 생산 205일 후인 12월 3일

에 북 김제시 진 면 심포리에 치한 비닐하우스에 종서를 종하여 발아율과 생육을 조사

하 다. 

(나) 연구결과: 종직 에 찰한 맹아 길이는 5℃ 암상태 15 DAP의 경우는 8 Gy와 

16 Gy에서,  30 DAP는 8 Gy에서 조구보다 증가하 으며, 45 DAP는 모든 선량 조사구에

서 뚜렷한 증가를 보 다. 한 20℃ 상태에서는 30일의 16 Gy를 제외한 모든 선량 조사

구에서 증가하 는데 특히 45 DAP의 50 Gy에서 가장 높은 34%의 증가를 보 다. 감자 재배

농가 종 후 64일에 찰한 생육은 다음과 같다. 발아율의 경우 5℃ 암상태 15 DAP는 4 Gy

에서 55.6%로 조구 52.8%에 비해 5%, 30 DAP는 50 Gy에서 58.3%로 조구 50%에 비해 

17% 증가하 으며, 45 DAP는 조구 42%에 비해 8 Gy와 16 Gy에서 각각 63.9%와 55.6%로 

53%와 33% 증가하 다. 한 20℃ 상태 15 DAP와 45 DAP는 4 Gy에서 각각 3%와 35% 

증가하 다. 유묘 장의 경우 5℃ 암상태 15 DAP는 조구 7.6 cm에 비해 8 Gy와 16 Gy에서 

각각 8.1 cm와 8.0 cm로 6%와 8% 증가하 고, 30 DAP는 4 Gy와 8 Gy에서 6%와 8% 증가

하 으며, 45 DAP는 4～16 Gy에서 2～27% 증가하 는데 그  8 Gy에서 8.0 cm로 가장 높았

다(그림 8). 한 20℃ 상태 15 DAP는 조구 5.7 cm에 비해 모든 선량 조사구에서 3～

20% 증가하 는데 특히 4 Gy에서 6.8 cm로 가장 높았고, 30 DAP는 8 Gy와 16 Gy에서 4%와 

11% 증가하 으며, 45 DAP도 모든 선량 조사구에서 14～33% 증가하 는데 특히 8 Gy에서 

7.0 cm로 가장 높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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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림 8. 선량 방사선을 조사한 감자 유묘의 생장 - 김제 감자 농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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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 생리활성 진에 의한 유용생물자원 량생산

(1) 유용물질 량생산을 한 선량 수  확립 

(가) 연구방법: 지치의 callus를 배양하면서 callus의 생장  shikonin 유도체의 생성량

이 우수한 세포주를 선발하 고 선발한 callus에 감마선을 조사한 후 bioreactor를 이용한 세포

탁배양에서의 생육 진효과와 shikonin합성 효과를 조사하 다.

(나) 연구결과1: Callus를 지속 으로 BA 2 mg․L
-1
와 IAA 0.2 mg․L

-1
를 첨가한 LS 

(Linsmeir and Skoog) 고체배지상에서 25±2oC의 암조건에서 3주 간격으로 계 배양을 하면서 

shikonin합성이 양호할 것으로 측되는 679, 679-29  622-46의 세 가지 세포주를 선발하

으며,  LS 액체배지에서 암조건으로 3주간 배양한 후 세포의 증식과 shikonin 합성량을 측정한 

결과 세 가지 세포주  622-46 line에서 생체 의 증가와 더불어 shikonin의 생성에 있어서도 

월등히 증가하 다(그림 9)
5)
. 

(다) 연구결과2: 선발한 622-46 line의 callus를 주종세포주로 결정하여 3주간 계 배양

한 후 0, 2, 16  30 Gy의　방사선을 조사한 후 LS 액체배지에 넣어 5L의 bioreactor에서 14

일간 암조건으로 탁배양한 결과, 배양배지와 배양세포로부터 매우 선명하고 깨끗한 색소물을 

추출하 으며 배양배지와 세포에서의 shikonin의 합성량은 16 Gy 조사구에서 히 증가하

다. 

(라) 연구결과3: 선발한 622-46 line의 callus를 공시하여 shikonin 합성에　효과가 가장 

양호하 던 16 Gy의 방사선을 단독으로 조사한 후 LS 액체배지에 넣어 7 L의 bioreactor로 14

일간 배양한 결과, 방사선 조사구에서 뚜렷한 효과를 보 다(그림 10, 11)5).

(2) 체내 활성물질 탐색을 통한 유용물질 생산 증

(가) 연구방법: 선발된 세포주 622-46의 callus를 주종세포주로 3주간 계 배양한 후에 

2 Gy의 감마선을 조사한 후 10 g의 크기로 500 ml의 LS (Linsmeir and Skoog) 액체배지가 

담긴 5 L의 배양기에 넣어 2주간 배양을 하고, 배양 종료 후 PHB geranyltransferase와 PHB 

glucosyltransferase의 활성을 조사하 다.

(나) 연구결과: PHB geranyltransferase는 shikonin의 합성과정에서 매우 요한 역할

을 하는 효소로서 배지조성이나 배양환경에 많은 향을 받는다. 본 실험에서 볼 때 622-46의 

세포주의 경우 LS배지에서도 PHB geranyltransferase가 어느 정도의 높은 활성을 보이고 있

었으며, 2 Gy의 선량 방사선 조사에 따라 약 68%의 증가율을 보 고, 16 Gy의 조사에서는 

83%의 증가를 보여 세포주의 선발에 따라 이 효소의 활성을 높일 수가 있다는 것을 알 수 있

었다(그림 12)5). 이러한 결과는 선량 방사선 조사에 따라 활성을 증 시킬 가능성이 있는 것

으로 단되었다. 한 PHB glucosyltransferase의 활성에 있어서는 2 Gy에서 38.2 pkat와 16 

Gy에서 36.6 pkat로 무조사구의 43.1 pkat에 비해 다소 감소하는 경향을 보이기는 하 지만 큰 

변화를 볼 수가 없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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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9. 지치 선발 세포주의 생육  시코닌 함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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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0. 622-46 세포주에서의 방사선 조사에 의한 시코닌 함량 변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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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1. 622-46 세포주에서의 방사선 조사에 의한 시코닌 량생산,

A: 0 Gy, B: 16 G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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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2. 방사선에 의한 시코닌 합성 효소의 변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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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Shikonin 량생산을 한 tank culture system 확립

(가) 연구방법: 호르몬 조성의 변화를 통해 뿌리, 잎, 기, 종자에서 캘러스를 유기하

으며 선량별 방사선 조사후 조직의 성장과 시코닌 합성을 조사하 다.

(나) 연구결과1: 근부 조직 - 산 약  시장에서 공수한 지치 뿌리를 이용하여 캘러스

를 유도하 다. 먼  구입한 뿌리에 있는 흙을 제거하기 해 흐르는 물로 수세한 후 70% 

EtOH로 5분간 소독한 후 2.5% sodium hypochlorite 로 20분간 침지 소독하 다. 다시 멸균수

로 3회 세척하여 치상하 다. 배지는 MS와 M9 배지에 호르몬 NAA, IAA, 2,4-D, Kinetin의 

농도를 달리하여 치상해본 결과 MS + NAA 2ppm + kinetin 2ppm에서 캘러스를 얻었다(그림 

13). 

(다) 연구결과2: 잎 조직 - 지치 잎 조직을 이용하여 캘러스 유도를 실시하 다. 먼  

흐르는 물로 수세한 후 70% EtOH로 2분간 소독하고 2.5% sodium hypochlorite 로 10분간 침

지 소독하 다. 멸균수로 3회 세척하여 치상하 다. 배지는 MS 기본 배지에 호르몬 NAA 를 

0.5ppm, 0.1ppm, 1ppm, 2ppm, 5ppm 처리하여 치상 해본 결과 1, 2, 5ppm에서 캘러스가 유도

된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그림 14).

(라) 연구결과3: 기 조직 - 지치 기 조직을 이용하여 캘러스 유도를 실시하 다. 

먼  흐르는 물로 수세한 후 70% EtOH로 5분간 소독하고 2.5% sodium hypochlorite 로 15분

간 침지 소독하 다. 멸균수로 3회 세척하여 치상하 다. 배지는 MS 기본 배지에 호르몬 

NAA 를 0.5ppm, 0.1ppm, 1ppm, 2ppm, 5ppm 처리하여 치상 해본 결과 1, 5ppm에서 캘러스가 

유도된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그림 15).

(마) 연구결과4: 종자 - 남 진도농업기술원에서 얻은 종자를 이용하여 캘러스를 유도 

하 다. 먼  공수된 종자의 외피를 벗기고, 벗긴 종자를 70% EtOH로 10분간 소독하 다. 멸

균수로 2회 세척한 후 다시 2% NaClO로 20분 소독 후 멸균수로 3회 세척하여 LS + 2,4-D 

2ppm + Kinetin 2ppm 배지에 치상하 다. 캘러스 유도는 그림 16과 같이 이루어졌다.

(바) 연구결과5: 방사선 조사에 따른 캘러스의 성장률 변화를 알아보기 해 종자에서 

얻은 캘러스에 감마선 2 Gy를 조사하여 캘러스 생장 변화를 찰하 다. 찰한 결과 방사선 

조사한 캘러스의 생장이 비조사구 보다 빠른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그림 17). 한 방사선조

사에 따른 시코닌 생성율 변화를 알아보기 해 LS + Kinetin 2ppm + IAA 0.2ppm 배지에 캘

러스를 치상한 후 방사선 조사를 실시하 다. 비교를 해 비조사구와 2 Gy 조사한 캘러스를 

이용하 고, 선량은 4, 8, 16, 32 Gy으로 조사하 다. 결과 으로 비조사구에 조사한 것 보다 2 

Gy 조사했던 캘러스에 다시 조사한 캘러스에서 시코닌 합성율과 성장률 모두 높은 것을 확인

할 수 있었다(그림 18-24). 한 조사한 선량  4 Gy 조사구에서 시코닌 합성율이 가장 높게 

나타났다. 하지만 32 Gy 조사한 캘러스의 경우 다소 검게 변하면서 죽는 것을 확인 할 수 있

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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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3. 지치 뿌리  근부조직에서 유도된 캘러t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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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4. 지치 잎조직에서 유도된 캘러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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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5. 지치 기에서 유도된 캘러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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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6. 지치 종자에서 캘러스 유도



- 44 -

그림 17. 조사구 (왼쪽)와 비조사구 (오른쪽)의 생장율 차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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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8. 4 Gy 조사 후 시코닌 합성율 비교 ( 조구, cell line 10, cell line 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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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9. 4 Gy 조사 후 캘러스 생장율 비교 ( 조구, cell line 10, cell line 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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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20. 8 Gy 조사 후 시코닌 합성율 비교 ( 조구, cell line 10, cell line 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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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21. 8 Gy 조사 후 캘러스 생장율 비교 ( 조구, cell line 10, cell line 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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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22. 16 Gy 조사 후 시코닌 합성율 비교 ( 조구, cell line 10, cell line 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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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23. 16 Gy 조사 후 캘러스 생장율 비교 ( 조구, cell line 10, cell line 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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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24. 32 Gy 조사 후 캘러스 생장율 비교 ( 조구, cell line 10, cell line 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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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형 bioreactor culture system에 의한 shikonin의 량 생산

(가) 연구방법: 시코닌 량생산을 한 바이오리엑터 배양실 시스템을 그림 25와 같이 

구축하고 실제 배양기를 이용하여 지치 캘러스 세포의 탁배양을 통해 시코닌 합성을 유도하

다.

(나) 연구결과: 종자에서 얻은 캘러스를 이용하여 LS + BA 2ppm + IAA 0.2ppm 배지

에서 시코닌 량 생산을 유도 하 다. 비지 12L에 캘러스 5g을 넣고 산소를 공 해 주었더니 

약 5일 정도 지나니 시코닌이 합성되어 배지가 빨갛게 변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그림 

26). 한 차 시간이 지나면서 배지의 색이  진해지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5) 지치세포의 시코닌 합성증가를 한 형질 환체 개발

(가) 연구방법  결과: 지치세포의 시코닌 생합성 증가를 해 련 유 자인  

LePGT1 과 LePGT2에 한 특이 라이머를 이용해 체 유 자를 합성하 으며 형질 환을 

해 pGEM-T vector에 삽입하여 염기서열을 확인하 다(그림 27). 한 발  vector인 

pCAMBIA 3301을 두 유 자에 맞게 변경하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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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25. 바이오리엑터 배양실 시스템 경 ( 쪽 두그림, 조직배양실;

아래쪽 두그림, 바이오리엑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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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26. 바이오리엑터를 이용한 시코닌 생산 (왼쪽, 0 d; 가운데, 7 d; 오른쪽, 14 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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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27. 시코닌 합성유 자의 클로닝 ( 쪽, pGEM-T map;

왼쪽, LePGT1 insert 확인; 오른쪽, LePGT2 insert 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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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 선량에 의해 유도된 유용 유 자/ 로모터를 작물에 용  실용화

(1) 식물체 색소 사 련 방사선유도 유 자 규명

(가) 연구방법: 종후 33일째 200 Gy의 감마선을 조사한 애기장 는 조사후 13일째부터 

잎의 엽록소 함량의 격한 증가를 보인다. 따라서 이러한 상을 유발하는 색소 합성 련 유 자

를 규명하기 해 Affymetrix ATH1 Genome Array를 이용해 rosette leaf의 transcript에 한 

genechip analysis를 수행하 다. 

(나) 연구결과: Genechip analysis 결과는 엽록소 합성 유 자들 에서 

NADPH-protochlorophyllide oxidoreductase A (PORA), PORB, PORC, glutamyl-tRNA 

reductase 1 (HEMA1)이 방사선에 의해 발 이 증가되며 특히 HEMA1과 PORB가 13일 이후

의 색소증가와 연 이 있음을 증명하 다.

(2) 방사선 유도 C4H promoter를 이용한 벼 형질 환체 개발

(가) 연구방법: 방사선 유도 F5H 유 자는 생체 내에서 발 이 매우 어 constitutive한 

로모터인 35S promoter를 사용할 때보다 C4H promoter를 이용하는 경우 발 이 훨씬 높게 된다는 

결과가 애기장 에서 보고되어 있다. 이에 벼에서 C4H promoter를 이용한 F5H 유 자의 과 발  

형질 환체를 개발하기 해 agrobacterium host로 LBA4404 strain을 사용하여 실험을 수행하 다.  

 Agrobacterium 종은 callus에 실시하 으며 kanamycin 항생제가 첨가된 AB 배지를 이용해 3일

간 28～29℃에서 배양한 후 co-cultivation, 1st selection, 2nd selection 과정을 수개월간 거쳐 

regeneration 배지에 옮겨 계 배양을 실시하 다. 

(나) 연구결과: 벼에서 방사선 유도 C4H promoter의 제작을 해 OsC4HL 유 자 스타트 

코돈 앞에 2kb 되 는 부분의 양 끝에서 라이머를 제작하고 일품벼의 genomic DNA를 추출한 후 

35S promoter 부분을 제거한 PLR 벡터에 OsC4HL promoter 부분을 T4 DNA ligase를 이용하여 

ligation 하 으며 유 자가 삽입된 클론의 경우 sequencing하여 아미노산 서열을 확인하 다(그림 

28). 이 게 비된 유 자는 LBA4404 strain을 이용하여 형질 환 실험을 진행하 다. 벼 callus에 

agrobacterium을 종 한 후 1st selection과 2nd selection 실험을 수행하 으며 2nd selection 10～

15일 후 active하게 자라는 callus를 재분화 배지에 옮겨 25
o
C 조건에서 계  배양하면서 C4H 

promoter를 이용한 F5H 유 자 과 발  벼 형질 환체를 screening 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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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28. 방사선 유도 C4H promoter를 이용한 벼 형질 환체 개발을 한 유 자 지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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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CaMV 35S와 Ubi 로모터를 이용한 C4H, F5H 벼 형질 환체 개발

(가) 연구방법: 벼에서 방사선에 의해 유기되는 C4H와 F5H 두 유 자를 이용해 형질

환체를 개발하기 해 CaMV 35S와 Ubi 로모터가 삽입된 PLR과 pGA1611 벡터에 두 유

자를 클로닝하 다. 그런 후 벼에서 C4H와 F5H 유 자의 과발  형질 환체를 개발하기 

해 LBA4404 strain을 agrobacterium host로 사용하여 실험을 수행하 다. 벼 callus에 

agrobacterium 종한 후 kanamycin 항생제가 첨가된 AB 배지를 이용해 배양하 으며 

co-cultivation, 1st selection, 2nd selection 과정을 거쳐 regeneration 배지에 옮겨 계 배양을 

실시하 다. 

(나) 연구결과: 방사선에 의해 유도되는 두 유 자 C4H와 F5H의 형질 환체 개발을 

해 CaMV 35S와 Ubi 로모터가 삽입된 PLR과 pGA1611 벡터에 두 유 자를 클로닝하 다

(그림 29). 유 자가 삽입된 클론의 경우 sequencing하여 아미노산 서열을 확인하 으며, 이

게 비된 C4H와 F5H 두 유 자는 LBA4404 strain을 이용하여 형질 환 실험을 진행하 다. 벼 

callus에 agrobacterium을 종 한 후 1st selection과 2nd selection 과정을 거쳐 선발된 형질

환 callus는 재분화 배지에 옮겨 25oC 조건에서 계 배양하면서 C4H 와 F5H 유 자 과 발

 벼 형질 환체를 screening 하고 있다.    

(4) 벼 조직내 C4H 효소의 발  치 탐색

(가) 연구방법: 벼 조직 내에서 Cinnamate-4-hydroxylase (C4H)의 국재 패턴을 알아

보기 해 면역조직학  방법
6)
을 용하 다. 1mm

2
로 취된 시편을 0.1% 루타르알데히드

와 4% 라포름알데히드 혼압액(in 50mM sodium cacodylate buffer, pH7.2)를 사용하여 4시

간 동안 고정시켰다. 이어 동일한 완충액으로 10분간 2회 세척하 후, 알코올계열 탈수를 거쳐 

London Resion White를 사용하여 포매시켰다. 이어 다이아몬드 나이 를 사용하여 70-90nm 

두께의 박 편을 제작한 다음 300mesh 니  그리드에 mounting한 다음 면역 표지를 실시

하 다. 1차 항체 처리  그리드를 glycine(in PBS buffer)으로 처리한 다음, 증류수, PBS 

buffer, normal goat serum으로 순차 으로 처리하 다. 모든 시료는 C4H 항체를 1:10-1:100의 

희석배율로 37℃에서 90분간 incubation시켰다. PBS-탈지분유-tween, PBS, Tris buffer로 시

료를 세척한 다음 gold conjugate(10nm)로 상온에서 2시간 동안 incubation 하 다. 그 후 

TBS-tween20, TBS buffer, Tris buffer와 증류수로 세척을 하 다. 조구로는 1st 항체를 처

리하지 않고 상기의 방법에 따라 진행한 다음 자 미경을 찰 하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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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29. 방사선 유도 C4H( 쪽)와 F5H(아래쪽) 과발  벼 형질 환체

개발을 한 유 자 지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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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연구결과: 벼 조직 내에서 C4H의 국재 패턴을 알아보기 해 실험을 실시하 다. 

C4H 항체의 정 희석배율을 결정하기 하여 1:10- 1:100의 희석배율로 처리한 결과 정 희

석배율은 1:10으로 나타났다(그림 30). 아울러 1차 항체를 제외시킨 조구의 경우 표지  

찰 되지 않았다. 벼 조직 내에서 C4H의 국재 치는 주로 핵, 엽록체, 그리고 2차벽이 형성된 

세포벽에서 찰되었다. 염처리 후 C4H의 국재 패턴을 악하기 해 IR-29(salt sensitive)와 

Pokkali(salt tolerant)의 잎, 기, 뿌리의 3부분으로 나 어 면역 표지 패턴을 분석하 다(그

림 31-33). 찰 결과 염처리 후 두 품종 모두에서 약간 증가한 경향을 보 으나 통계 으로 

유의성은 보이지 않다. 한 염처리 민감성 품종과 내성을 가지고 있는 품종 간에 차이 도 볼 

수 없었다. 한 상처 처리 후 벼 조직 내에서 C4H의 국재 패턴을 조사한 바, 상처 처리 3시

간 후 일품벼 조직 내에서 C4H의 국제는 1차벽으로 구성된 유세포 보다는 2차벽이 형성된 도

벽에서 약간 증가하게 나타났다(그림 34-35). 특히 세포벽 구성  복합세포간층 보다는 2차

벽에서 더 높은 입자 도를 나타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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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0. 벼 (IR-29)의 염처리 후 C4H 국재패턴. 

1차 항체 희석비율: 1:0 (A) and 1:10 (B-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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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1. 조구 (A와 C)  염처리구 (B와 D)의 잎에서 

유세포 (A와 B)와 도  (C와 D)의 C4H 국재패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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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2. 조구 (A와 C)  염처리구 (B와 D)의 기에서 

유세포 (A와 B)와 도  (C와 D)의 C4H 국재패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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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3. 조구 (A와 C)  염처리구 (B와 D)의 뿌리에서 

유세포 (A와 B)와 도  (C와 D)의 C4H 국재패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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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4. 조구 (A와 C)  wounding 처리구 (B와 D)의

잎 (A와 B)과 기 (C와 D)의 미경 사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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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5. 조구 (A와 C)  wounding 처리구 (B와 D)의 기에서 

유세포 (A와 B)와 도  (C와 D)의 C4H 국재패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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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2  선량 방사선의 식물 작용기구 해석

1. 주요연구내용

가. 선량에 의한 식물 양분 사와 유용물질변화

나. 선량에 의한 식물의 생리 증진효과 구명  방사선 응기구 탐색

다. 선량조사 식물의 세포벽, 효소, 합성, 호르몬 사분석을 통한 유기 반응기작 해석

라. 선량에 의해 유도되는 유 자  단백질 발  규명

마 선량 자극 진의 생리/생화학/분자생물학  반응기작 해석

바. 방사선에 의한 활성산소 생성  분포 해석

2. 추진 략

방사선의 식물작용 기작을 해석하기 해 경북 학교와 공동연구로 호르몬 사의 방사선 

향을 조사하 으며 충남 학교 탁연구(연구책임자: 박연일)를 통해 모델식물인 애기장 에서 

선량 방사선 생리활성 증 와 합성능과의 연 성을 규명하고자 하 다. 한 water radiolysis에 

의한 신호 달을 규명하기 해 애기장  microarray 실험을 통해 방사선 반응 유 자의 로필을 

작성하 으며 자 미경과 면역학  기법을 활용해 활성산소  항산화효소의 조직학  분석을 시

도함으로써 방사선 반응기작의 생리/생화학/분자생물학  해석을 시도하고자 하 다.

3. 연구방법  연구결과

가. 선량에 의한 식물 양분 사와 유용물질변화

(1) 선량에 의한 식물 양분 사와 유용물질변화

(가) 연구방법1: 선량 방사선 4 Gy와  8 Gy를 조사한 후 온실에서 생육시킨 시 치, 

무 식물체의 이온분석을 해 조구와 함께 질소는 달방법, 인은 Chapman and Pratt 방법, 

K, Ca, Mg는 atomic absorption/flame emission spectrophotometer(AA-680, Shimadzu, Japan)

를 사용하여 선량 방사선 조사한 채소작물에서의 양분 사의 변화를 찰하 다. 

(나) 연구결과1: 선량 방사선 4 Gy와  8 Gy를 조사한 후 온실에서 생육시킨 시 치, 

무 식물체의 이온분  석 결과는 질소, 인, 칼륨, 칼슘, 마그네슘 모두 시 치에서는 선량방사

선에 의해 증가되었으나 무는 그 지 않았다.

(다) 연구방법2: 유용 천연자원의 량생산을 한 연구의 일환으로 shlkonin 생산 진 

세포주를 선발하 고 선발된 세포주에서의 shikonin류 정량분석을 실시하 다. 한 선량 방

사선조사에 의한 shikonin 량생산 조건을 탐색하 다. 

(라) 연구결과2: Shikonin 생산에 매우 효율성이 높은 세포주 622-46이 선발되었으며, 

이 세포주를 사용할  경우 세포 증식용으로만 사용되는 LS배지에서도 shikonin의 합성이 가능

할 것으로 보여 지치의 세포배양에 의한 shikonin의 생산에 있어 세포증식용배지와 shikonin합

성용 배지를 구분하여 세포를 배양하는 2원배양법에서 탈피하여 동일배지에서의 연속배양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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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 있을 것으로 간주된다. Shikonin 생산을 목 으로 하는 지치의 탁배양에 있어 선량 γ선

의 조사 효과가 인정되었으며, 그 선량의 세기는 배지로의 용출에 있어서는 2 Gy가 가장 효과

이었으며, 세포주 내의 함유량에 있어서는 16 Gy 조사구가 하 다(그림 36). 따라서 세

포내의 shikonin의 양을 배지내로 용출시킬 수 있는 방법을 모색할 경우 16 Gy의 γ선을 조사

함으로써 지치의 세포 탁배양으로 shikonin의 생산 효율을 하게 증 시킬 수 있을 것으

로 확인되었다.



- 69 -

0 Gy 2 Gy 16 Gy 20 Gy0 Gy 2 Gy 16 Gy 30 Gy0 Gy 2 Gy 16 Gy 20 Gy0 Gy 2 Gy 16 Gy 30 Gy
     

  그림 36. 622-46 cell line의 선량간 shikonin 함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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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선량에 의한 식물의 생리 증진효과 구명  방사선 응기구 탐색

(1) 품종별 고추 유식물체의 합성 능과 합성 련 색소함량 변화

(가) 연구방법1: 고추 두 품종(여명, 조흥)의 종자에 2, 4, 8, 16 Gy의 선량 방사선을 

조사한 뒤 온실 환경에서 생육한 조구와 비교하여 선량 방사선에 의한 고추 유식물체의 

합성 자 달과 합성 기구의 활성을 반 하는 엽록소 형 지표를 통하여 기존에 방사선 

조사구에서 찰되던 생육증진과 합성의 연  계를 조사하 다.

(나) 연구결과1: 엽록소 형 을 이용해 계 2의 기능  상태에 미치는 선량 방사선

의 향을 조사한 결과 고추 두 품종(여명고추와 조흥고추)에서 차이를 보 다. 조흥고추의 경

우 최 합성 효율(Fv/Fm)에는 차이가 없었지만 방사선 조사구에서 기형 (Fo)이 최 형

(Fm)과 달리 감소하여 기능  계 2의 양을 표시하는 1/Fo-1/Fm가 동반 감소하므로 반

으로 방사선 조사구에서 계 2의 기능  상태가 향상되어 있는 것으로 보인다(그림 37)
2)
. 

그러나, 여명고추는 Fo의 증가로 인해 1/Fo-1/Fm가 오히려 감소하 는데 이것은 두 품종간의 

발달단계의 차이에 기인하는 것으로 보인다.

(다) 연구방법2: 항산화 기능을 포함한 다양한 기능을 가진 합성 련 색소(엽록소 a 

& b, 네오잔틴, 비올 라잔틴, 안테라잔틴, 제아잔틴, 루테인, 베타카로틴)들의 함량이 선량 방

사선에 의해 어떻게 변화되는지를 조사하 다.

(라) 연구결과2: 선량 방사선에 의한 합성 색소 함량의 변화 조사에서 합성을 수

행하기 한 기본 색소인 엽록소 a/b의 비율은 선량 방사선에 의해 크게 변화되지 않았지만, 

생체 에 한 량은 방사선 조사구에서 감소하는 경향을 보 다. 반면에 합성의 보조색

소이면서 항산화 기능을 가져 스트 스에 한 식물체의 내성 기작과 연 이 있는 카로티노이

드(carotenoid) 계열의 색소 함량은 두 고추 품종과 발달단계에 따라 다소 차이를 보 다. 베타

카로틴(β-carotene)과 루테인(lutein)은 두 품종 모두 방사선 조사구에서 높았으며, 특히 조흥고

추에서 선량 방사선에 의한 베타카로틴의 상  증가가 두드러졌다(그림 38)
2)
. 체 카로티

노이드 색소 함량, 즉 네오잔틴(neoxanthin), 비올라잔틴(violaxanthin), 안테라잔틴

(antheraxanthin), 제아잔틴(zeaxanthin), 루테인 그리고 베타카로틴의 합은 체 엽록소 함량에 

한 비율로 볼 때 여명고추는 방사선 조사구에서 히 증가하 지만 조흥고추에서는 비조

사구와 크게 다르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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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림 37. 종자에 선량 방사선을 조사한 고추 두품종 (black bar, 여명;

white bar, 조흥)에서 합성 형 지표의 차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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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림 38. 종자에 선량 방사선을 조사한 고추 두품종의 합성 색소함량의 차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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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식물체내(in planta) 선량 방사선 조사 후의 합성능  련 색소함량 변화

(가) 연구방법1: 선량 방사선이 식물체에 미치는 직 인 효과를 규명하기 해 온

실에서 자란 태양고추의 유식물체에 2, 4, 8, 16 Gy의 선량 방사선을 조사한 뒤 다시 온실 

환경으로 옮겨 생육시킨 후 식물체내(in planta) 에서 엽록소 형 지표(Fo, Fm, Fv/Fm, qP, 

NPQ, ETR)의 변화를 추 함으로써 선량 방사선에 의한 합성 자 달과 합성 기구의 

기능  변화를 조사하 다.

(나) 연구결과2: 엽록소 형 지표 Fo, Fm, Fv/Fm, qP, NPQ, ETR은 각각 기형 , 

최 형 , 합성 효율, 의존  형 소거, 비 의존  형 소거, 자 달율을 의미한다. 식물

체내 방사선 조사 후 1일째에 기  최 형 이 약간 감소하고, 합성 자 달율이 다소 

증가하여 빛에 지의 화학  이용률이 높아졌으며, 반면에 열소산을 포함하는 비 화학  반

응에 사용되는 빛에 지의 비율은 크게 감소하 다. 그러나 이러한 변화들은 선량 방사선의 

식물체내 조사 후 2일째에 상당부분 회복되었으며 비조사구와 비교할 때 빛에 지의 화학  

이용률도 차이가 없었다. 

(다) 연구방법1: 고추 유식물체에서 합성 련 색소(엽록소 a & b, 네오잔틴, 비올라

잔틴, 안테라잔틴, 제아잔틴, 루테인, 베타 카로틴)들의 함량이 선량 방사선의 식물체내 조사

에 의해 어떻게 변화되는지를 조사하 다.

(라) 연구결과2: 선량 방사선을 식물체내 조사한 후 7일동안 합성 색소함량의 변화

를 조사하 다. 합성 보조색소이면서 항산화 반응에 참여하여 계를 보호하는 베타카로틴, 

루테인, 카로티노이드 색소의 함량이 체 엽록소 함량에 한 상댓값으로 표 할 때 방사선 

조사 후 1일째에 조사구에서 상 으로 크게 감소한 뒤 2일 이후에는 조구와 크게 다르지 

않았다(그림 39-40)
3)
. 이것은 합성 보조색소들이 엽록소보다 방사선에 민감하지만 곧 가역

으로 회복되며, 이러한 변화가 비 화학  형 소멸, 즉 NPQ의 변화에 직 인 원인이 될 수 

있음을 의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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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림 39. 선량 조사 고추 식물체의 합성 색소 함량 변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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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림 40. 선량 조사 고추 식물체의 엽록소 비 카로테노이드 함량 변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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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선량 조사 씨감자의 호흡률  당함량 변화

(가) 연구방법: 수미 씨감자를 각각 5, 10, 20℃에 20일, 40일, 60일씩 장한 후 4 Gy, 

8 Gy의 방사선을 조사하여 생육하면서 방사선 조사  20, 40, 60일 후에 a gas chromatograph 

(Shimadzu GC-14B, Japan)를 사용하여 호흡율을, sucrose/glucose/fructose combination kit 

(BM Cat. No. 716260, Boehringer Mannheim Chemica)를 사용하여 sucrose/glucose/fructose 

함량을 측정하 다. 

(나) 연구결과
7)
: 감자의 호흡률은 장온도에 의해 크게 향을 받았으며 특히 10℃에

서 20일간 장한 경우 감마선 조사 후 호흡률이 증가하 다(도표 4). 한 10℃ 와 20℃에서 

40일간 장한 경우 4 Gy와 8 Gy 감마선 조사 후 호흡률이 증가하 다(도표 5). 하지만 60일 

장한 경우 감마선의 호흡에 한 향은 없었다(도표 6). 20일간 장 후 당함량을 측정하

을 때 장온도가 낮을수록 당함량은 증가하 다(도표 7). 환원당은 5℃와 10℃에서 40일간 

장하 을 경우 증가하 지만 20℃에서는 이러한 증가가 나타나지 않았다(도표 8). 60일간 장

한 경우 총당함량은 40일 장의 경우와 비슷한 경향을 나타내었다(도표 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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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표 4. 수확후 20일간 장한 경우 감마선 조사 후 호흡률

  

Respiration rate (CO2·ml/kg/hr) 
Temperature(℃) Dose(Gy)

0 DAIx 20 DAI 40 DAI 
0 13.4±0.26 20.2±0.29 23.9±1.05 
4 14.9±0.28 19.2±0.17 17.7±0.16 20 
8 17.4±0.51 20.4±0.14 17.4±0.67 
0 26.2±0.28 17.8±0.38 18.1±0.66 
4 26.8±0.24 19.6±0.06 18.8±0.09 10 
8 37.4±0.69 18.9±0.41 25.6±0.73 
0 44.1±0.18 23.1±0.20 18.1±0.14 
4 41.1±0.75 19.7±0.47 22.8±0.96 5 
8 41.9±1.57 17.4±0.28 20.3±0.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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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표 5. 수확후 40일간 장한 경우 감마선 조사 후 호흡률

Respiration rate (CO2·ml/kg/hr) 
Temperature(℃) Dose(Gy)

0 DAIx 20 DAI 40 DAI 
0 35.2±0.52 23.3±0.37 19.8±0.33 
4 40.6±0.57 23.8±0.03 19.5±0.21 20 
8 43.8±2.38 23.1±0.20 22.3±0.20 
0 31.7±0.61 23.7±1.18 26.2±0.20 
4 41.3±0.88 18.8±0.37 20.7±0.33 10 
8 45.6±0.53 18.1±0.22 24.5±0.12 
0 45.1±1.75 21.7±0.56 19.5±0.47 
4 35.2±0.52 23.3±0.37 19.8±0.33 5 
8 40.6±0.57 23.8±0.03 19.5±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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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표 6. 수확후 60일간 장한 경우 감마선 조사 후 호흡률

Respiration rate (CO2·ml/kg/hr) 
Temperature(℃) Dose(Gy)

0 DAIx 20 DAI 40 DAI 
0 16.0±0.37 30.9±0.05 17.8±0.23 
4 21.8±0.23 34.4±0.51 21.4±0.56 20 
8 20.7±0.29 33.3±0.40 21.2±0.14 
0 25.5±1.06 29.6±1.40 21.3±0.17 
4 28.8±0.32 22.3±2.42 21.2±0.29 10 
8 29.4±0.39 25.4±0.12 24.5±0.21 
0 34.5±0.36 24.2±0.26 22.8±0.37 
4 41.3±0.81 20.5±0.21 27.1±0.33 5 
8 42.5±0.61 21.0±0.74 27.1±0.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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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표 7. 수확후 20일간 장한 경우 감마선 조사 후 당함량

Temperature(? ) Dose(Gy) Sucrose Glucose Fructose Total sugar 

0 8.95±1.67a 5.51±0.57 2.18±0.17 16.64abc

4 8.13±0.90a 5.21±0.53 2.96±0.27 16.30a20 
8 8.58±1.17a 5.63±0.19 2.62±0.11 16.83ab

0 12.4±0.86a 5.81±0.07 4.66±0.17 22.85c

4 8.83±0.47a 5.96±0.25 2.26±0.17 17.05ab10 
8 15.1±2.38a 5.49±0.13 2.15±0.11 22.76bc

0 37.4±0.20c 13.2±0.07 13.5±0.02 64.17e

4 23.6±1.44b 14.9±0.44 13.2±0.34 71.79e5 
8 25.0±3.35c 18.8±0.43 15.7±1.37 59.55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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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표 8. 수확후 40일간 장한 경우 감마선 조사 후 당함량

Temperature(℃) Dose(Gy) Sucrose Glucose Fructose Total sugar

0 11.2±0.49ab 1.21±0.19 0.78±0.14 13.2ab 
4 7.86±0.60 ab 1.14±0.08 0.59±0.05 9.59a 20 
8 9.10±0.36 ab 0.60±0.01 0.43±0.03 10.1a 
0 7.63±2.48 ab 9.89±1.05 7.23±0.92 24.7c 
4 6.84±1.47 a 9.93±0.10 5.86±0.13 22.6c 10 
8 7.40±1.01 ab 7.54±0.27 5.35±0.18 20.2bc 
0 9.03±0.55 ab 11.76±0.75 12.38±0.49 33.1d 
4 13.19±0.81 b 13.32±0.53 14.63±0.57 41.1d 5 
8 10.40±1.47 ab 15.75±1.18 18.99±1.10 45.1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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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표 9. 수확후 60일간 장한 경우 감마선 조사 후 당함량

Temperature(℃) Dose(Gy) Sucrose Glucose Fructose Total sugar

0 5.41±0.89ab 3.63±0.26 3.16±0.28 13.3ab 
4 5.95±0.39ab 3.59±0.09 3.55±0.14 13.0a 20 
8 4.41±0.09ab 3.05±0.08 3.04±0.16 11.4a 
0 9.58±0.99bc 2.98±0.59 3.40±0.20 15.9ab 
4 9.12±1.02bc 3.76±0.24 3.42±0.11 16.3ab 10 
8 8.70±2.40bc 3.35±1.89 3.49±0.94 15.5ab 
0 11.9±1.74bc 11.68±0.88 8.37±1.47 31.9c 
4 11.8±0.24bc 11.26±0.28 6.98±0.57 30.0c 5 
8 11.1±0.45bc 9.26±0.28 8.14±0.71 28.5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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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선량 조사 식물체의 세포벽 성분 분석 

(가) 연구방법1: 리그닌은 세포벽의 주요한 구성성분  하나로 소량의 p-coumaryl 

alcohol(H unit)와 주요한 coniferyl alcohol(G unit), 그리고 sinapyl alcohol(S unit)로 이루어진 

합체이다. 각각의 단 체로 구성된 리그닌을 애기장 의 형질 환체(C4H-F5H, S-type 

lignin), 돌연변이(fah1-2, G-type lignin)들을 이용해 각각의 시료들을 10 um이하로 

ball-milling한 다음 Björkman 방법
8)
으로 리그닌을 분리하여 열분해를 실시하 다. 열분해 산

물은 표  화합물을 이용해 GC/MS로 동정하여 리그닌 열분해 산물의 database를 구축하 다.

(나) 연구결과1: G-type, S-type, 그리고 조구 리그닌들을 애기장 의 기에서 

Björkman 방법
8)
으로 분리한 다음 알카리 나이트로 벤젠 산화법으로 리그닌 단 체들를 확인

하 다. 돌연변이 애기장 인 fah1-2(G-type 리그닌)에서 분리한 리그닌은 99%이상 G-단 체

들로 구성되었음을 알 수 있었고 형질 환체인 C4H-F5H(cinamate-4-hydroxylase의 promotor

에 farulate -5-hydroxylase 유 자를 붙여 만든 형질 환체, S-type 리그닌) 애기장 에서 분

리한 리그닌은 약 93%정도의 S-단 체들로 이루어져 있음을 알 수 있었다(도표 10)
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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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표 10. 돌연변이  형질 환 애기장 의 NBO 산화산물 비교

 

NBO products (mg/g)a Wild type fah 1-2 C4H-F5H 
4-Hydroxybenzaldehyde 1.39±0.01 1.32±0.03 3.20±0.09 
4-Hydroxybenzoic acid 0.63±0.05 0.54±0.04 0.92±0.06 
Vanillin 162.98±5.98 189.78±3.78 13.61±1.61 
Vanillic acid 23.31±1.95 31.83±1.85 3.36±0.50 
Syringaldehyde 51.99±3.30 tr 216.27±4.71 
Syringic acid 7.89±0.68 tr 48.90±3.12 
Total 248.18±10.49 223.47±5.56 286.25±8.90 
a, Data are the means ±S.D. of triplicate experiments; tr, Trace amount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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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연구방법2: 애기장 에서의 세포벽 형성과정을 보고자 Immature( 기=5cm)와 

Mature( 기=45cm) 단계에서의 기들을 수확하여 세포벽 분석 실험을 수행하 다. 세포벽 분

석실험으로는 성당 분석, 리그닌 함량, 리그닌 단 체의 구성 비율 등을 수행하 다. 

(라) 연구결과2: 애기장 에서의 세포벽 형성과정을 조사하기 해 Immature stage(

기 =5 cm)와 mature stage( 기=45cm)의 기들을 각각 채취하여 세포벽 실험을 수행하 다. 

Immature stage에서의 성당 분석결과는 상 으로 높은 함량의 arabinose와 galactose를 나

타내었고, mature stage에서는 xylose함량이 상 으로 높게 나왔다(도표 11)
10)
. 한 세포벽 

형성 단계를 알 수 있는 arabinose:xylose 비율은 immature 와 mature stages에서 각각 1:2와 

1:5의 비율을 보 다. 각각의 리그닌 단 체들은 immature stage에서 H units 

(4-hydroxybenzaldehyde + 4-hydroxybenzoic acid)가 가장 높게 나타난 반면 mature stage에

서는 G units(vanillin + vanillic acid)와 S units(syringaldehyde + syringic acid)가 높게 나타

났다(도표 12)
1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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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표 11. 애기장 의 발달단계에 따른 성당 조성 비교
 
Monosaccharides (%)a       Immature stage  Mature stage 
Rhamnose 0.50±0.04 1.73±0.14 
Arabinose 2.37±0.22 2.38±0.27 
Xylose 5.23±0.32 11.87±0.84 
Mannose 1.56±0.14 3.19±0.38 
Glucose 22.06±2.31 32.80±1.83 
Galactose 3.36±0.24 3.77±0.61 
Total 35.08±1.54 55.74±1.68 
aData are the means ±S.D. of triplicate experiment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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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표 12. 애기장 의 발달단계에 따른 NBO 산화산물 비교

NBO products (mg/g of CWR) a    Immature stage   Mature stage 
4-Hydroxybenzaldehyde 1.36±0.04 0.42±0.04 
4-Hydroxybenzoic acid 0.75±0.02 0.13±0.03 
Vanillin 0.83±0.03 31.11±2.20 
Vanillic acid 0.35±0.05 2.20±0.40 
Syringaldehyde    ND 12.93±1.04 
Syringic acid    ND 0.79±0.10 
Total 3.28±0.04 47.56±3.78 
S/V ratio    - 0.41 
aData are the means ±S.D. of triplicate experiments; CWR, cell wall residues; ND, 
not determined; -, cannot be calcula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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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 연구방법3: 애기장 에서 선량 효과를 나타내는 정 선량을 구하기 해 10～

200 Gy까지 종자에 조사한 후 각각의 선량에 해 발아  생육조사를 실시하 다. 생육증진 

효과를 나타내는 정선량(40 Gy)과 해를 나타내는 선량(200 Gy)을 조구와 비교하여 세포

벽 분석을 생육 단계별로 수행하 다.

(바) 연구결과3: 애기장 에서 선량 방사선 효과를 나타내는 정한 선량은 40 Gy에

서 가장 좋은 발아율과 생육을 나타내었고, 150 Gy 이상에서는 생육 해를 유발하는 것을 볼 

수 있다(그림 39). Petridish와 pot에서 각각의 선량에 한 발아율을 측정한 결과 pertridish의 

경우는 통계 으로 40 Gy에서만 유의성을 나타내었고, 그 외의 모든 선량에서의 발아율은 pot

와 비교해서 상 으로 높은 발아율을 보 다(그림 40). 반면 pot의 경우는 40 Gy에서  높은 

발아율을 보 고 150과 200 Gy에서는 낮은 발아율 그리고 그 밖의 선량에서는 조구와 비슷

한 발아율을 나타내었다. 리그닌 함량의 경우는 40 Gy에서 다른 선량과 비교해서 상 으로 

높은 함량을 나타낸 반면 150과 200 Gy에서는 낮은 리그닌 함량을 보 는데 이는 선량별 생육 

결과와 매우 흡사한 경향을 보 다(그림 41). 



- 89 -

그림 39. 종자에 감마선을 조사한 애기장 의 생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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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 연구결과4: 방사선을 조사한 애기장 의 세포수 에서의 형태학  특징은 다음과 

같다. 40 Gy에서의 생육 진 효과는 발아율, 기신장 그리고 리그닌 함량에서 그 차이를 보

는데 세포 형성 단계에서도 조구나 200 Gy보다 유조직(IF, interfascicular fiber)의 형성이 빠

름을 알 수 있었다(그림 42). 조구와 200 Gy의 경우는 기에서 도 조직만이 형성 되어있

음을 찰한 반면 40 Gy의 경우는 도 과 유조직 모두 형성되어 있음을 알 수 있었다. 따라서 

이의 결과는 40 Gy에서의 생육 진 효과를 단 으로 증명해 주는 결과라고 할 수 있다. 리그

닌의 H-units는 200 Gy에서 상 으로 약간 높은 함량을 보이면서 식물체가 성숙하면서 비

슷한 함량을 가졌고 종 후 19일째 G-units가 집 되고 같은 시기에 S-units는 거의 검출되

지 않았다. 선량별 S/G 비율은 생육 기에 40 Gy에서 가장 높았고 200 Gy에서는 조구에 비

해 낮았다(그림 43). 그러나 성숙기로 발달하면서 모든 선량에서 S/G 비율은 비슷하게 나타났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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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선량조사 식물의 세포벽, 효소, 합성, 호르몬 사분석을 통한 유기 반응기작 해석

(1) 고추의 품종별 식물체의 항산화 능 변화

(가) 연구방법: 고추 두 품종 (여명, 조흥)의 종자에 2, 4, 8, 16 Gy의 선량 방사선을 

조사한 뒤 온실 환경에서 조구와 비교하여 엽록체내 주요 항산화 효소인 superoxide 

dismutase(SOD), glutathione reductase(GR)의 활성을 측정하므로써 선량 방사선에 의한 생

육증진과의 연 성이 조사되었다.

(나) 연구결과: 선량 방사선에 의한 항산화 효소 활성의 변화 조사 시 방사선 조사구

에서 생체 당 엽록소 함량의 감소와 유사하게 생육 증가율이 컸던 4, 8 Gy에서 단백질 함량

이 다소 감소하 다. 반면에 방사선 조사구에서 단백질 함량당 항산화 효소 활성의 변화는 품

종별 는 식물체 발달단계에 따른 차이를 반 하는 것으로 보인다. 합성 기구인 엽록체에서 

항산화 효소반응 에 처음으로 작용하는 SOD가 여명고추의 방사선 조사구에서는 증가한 반

면 조흥고추에서는 감소하 고, 마지막 단계에서 작용하는 GR은 오히려 조흥고추의 방사선 조

사구에서 증가하 다(그림 44)2). 

(2) 발아종자의 호르몬 함량 변화

(가) 연구방법: 설악벼와 흑미 묵은 종자를 사용하여 0, 1, 2, 4, 8, 16 Gy 6수 으로 

선량을 조사한 후 발아율이 향상된 선량을 선별하여, 설악벼는 조구와 4 Gy의 종 후 24h, 

48h, 72h 간격으로, 흑미는 조구와 8 Gy의 종 후 48h, 72h, 96h 간격으로 GA와 ABA의 

분석을 실시하 다. 

(나) 연구결과
11)
: 설악벼의 경우는 종 96h부터 발아가 시작되어 조구 6.0%에 비해 

4 Gy에서 9.1%로 52% 증가하 으며 최종발아조사일인 7 DAS에도 조구 34.2%에 비해 

35.9%로 12% 증가하 다. 발아 진과 련이 있는 내생 GA인 GA12, GA53, GA19, GA20 함량은 

별다른 증가를 보이지 않았으며 생리활성 GA인 GA1의 함량은 조구에 비해 4 Gy에서 24h에

는 36%, 48h에는 32%, 72h에는 6% 증가하 으나 이는 큰 증가를 보인 것이 아니므로 발아

진효과가 단순한 식물호르몬의 생합성 진에 의해 일어나는 것이 아니라 사료되어 더많은 연

구가 필요할 것이다(도표 13). 한 ABA 함량도 별다른 차이를 보이지 않았다. 흑미벼의 발아

율은 96h에 8 Gy에서 44.2%로 조구 34.6%에 비해 28% 증가하 으며 144h에도 8 Gy에서 

67.8%로 조구 60.3%보다 12% 증가하 다. 발아 진과 련이 있는 내생 GA인 GA12, GA53, 

GA19, GA20 함량은 별다른 증가를 보이지 않았고 생리활성 GA인 GA1의 함량은 조구에 비

해 8 Gy에서 48h에는 24%, 72h에는 2%, 76h에는 7% 정도 극미한 증가를 보 으며, ABA 함

량도 별다른 차이를 보이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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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44. 종자에 선량 방사선을 조사한 고추 두 품종 (black, 여명; white, 조흥)에서

superoxide dismutase (SOD)와 gluthione reductase (GR) 활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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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표 13. 벼의 발아율에 미치는 선량 방사선과 식물 호르몬의 상승작용

Concentration
(ppm)

Dose
(Gy)

1111 111GA311111111 11111111IBA 1111111  11111 11BA11111111 
2 DAS 6 DAS 2 DAS 6 DAS 2 DAS 6 DAS

0

0 21 b 94 a 21 ab 94 ab 21 c 94 a
4 23 b 88 a 23 ab 88 ab 23 bc 88 a
8 22 b 90 a 22 ab 90 ab 22 c 90 a

0.0001
0 32 ab 92 a 23 ab 87 b 31 abc 90 a
4 28 ab 89 a 23 ab 97 a 41 a 90 a
8 30 ab 92 a 21 ab 90 ab 39 a 96 a

0.001
0 39 a 89 a 28 a 92 ab 35 a 94 a
4 28 ab 85 a 27 ab 92 ab 34 ab 93 a
8 20 b 89 a 30 a 91 ab 39 a 91 a

0.01
0 23 b 88 a 16 b 96 a 30 abc 94 a
4 26 b 90 a 21 ab 93 ab 30 abc 89 a
8 23 b 88 a 16 b 95 ab 32 abc 92 a

Values of 3, 4 and 5 DAS (days after sowing) were not represented. Values with same letters are not 
significantly different within each column at 5% level by DMR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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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선량 방사선과 식물호르몬간의 상승작용 효과에 따른 생장 진 규명

(가) 연구방법: 5년간 실온에서 장한 묵은 벼종자의 발아에 향하는 선량 방사선

과 식물 호르몬 간의 상승작용효과를 검정하기 해 4 Gy 와 8 Gy의 선량 방사선을 조사한 

벼종자에 조구와 함께 호르몬 - gibberellic acid(GA3), indole-3-butyric acid(IBA), 

benzyladenin (BA)- 의 농도를 0, 0.0001, 0.001, 0.01 ppm으로 처리하여 incubator에서 생육하

면서 발아세와 생육을 찰하 다. 

(나) 연구결과
11)
: 선량 방사선과 식물 호르몬 간의 상승작용효과는 최종발아율에서는 

별다른 차이를 보이 지 않았으나 종 기인 2일 후에는 효과를 보 다. 그 효과는 0.0001 

ppm과 0.001 ppm에서 나타났는데 특히 BA 처리 0.0001 ppm의 4 Gy에서 가장 높은 발아율을 

보 다. 유묘생육에서는 호르몬 종류와 농도에 따라 다른 경향을 보 으나 체로 선량 방사

선 조사구인 4 Gy 와 8 Gy에서 증가하는 효과를 보 다(도표 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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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표 14. 벼의 생장에 미치는 선량 방사선과 식물 호르몬의 상승작용

Concentration. 
(ppm)

Dose
(Gy)

1111 111GA311111111 11111111IBA 1111111  11111 11BA11111111 
 Shoot   Root  Shoot   Root  Shoot   Root 

length length length

0
0 2.2 cdef 2.7 ab 2.2 cd 2.7 abc 2.2 cde 2.7 abc
4 2.5 ab 2.8 ab 2.5 ab 2.8 abc 2.5 b 2.8 abc
8 2.1 def 2.7 ab 2.1 de 2.7 abc 2.1 de 2.7 bc

0.0001
0 2.5 abc 2.1 cd 2.4 abcd 3.1 a 2.0 e 2.9 ab
4 2.6 a 3.1 a 2.4 abc 2.8 abc 2.3 bcd 2.5 bc
8 2.3 abcd 2.6 ab 2.1 de 2.5 bc 2.3 bcd 3.2 a

0.001
0 2.1 def 2.5 bc 2.3 bcd 2.7 abc 2.1 de 2.9 ab
4 2.3 bcde 2.4 bc 2.6 a 2.9 ab 2.1 de 2.7 abc
8 2.0 ef 1.9 d  2.1 de 2.7 abc 2.4 bc 2.9 ab

0.01
0 1.9 f 1.8 d 1.9 e 2.3 c  2.9 a 2.8 abc
4 2.0 def 2.1 cd 2.2 cd 2.7 abc 2.5 bc 2.7 abc
8 2.2 cdef 2.1 cd 2.2 cd 3.0 ab 2.3 bcd 2.3 c

Values with same letters are not significantly different within each column at 5% level by DMR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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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선량 방사선 단일  연속 조사가 식물체의 합성 능에 미치는 향 

(가) 연구방법: 선량 방사선의 선량효과 (dose effect)에 따른 식물의 생육증 를 조

사하기 해 0.5, 1, 2, 3, 4 Gy의 선량 방사선을 고추 종자 종 후 28일째부터 3일 간격으

로 3회 유식물체에 연속 조사하 다. 선량 방사선의 연속 조사에 따른 유식물체 생육변화  

합성 변화가 식물체 생체 , 기신장  잎면 , 그리고 합성 형 지표들 (Fv/Fm, qP, 그

리고 NPQ)로부터 분석되었다.

(나) 연구결과
12)
: 고추 식물체에 0.5, 1, 2, 3, 4 Gy의 선량 방사선을 3일 간격으로 연

속조사한 후 생장과 합성에 미치는 향이 조사되었다. 0.5～4 Gy까지 모든 방사선 조사구들

은 첫 번째 방사선 조사후 1일째 (1 DA1I) 생육이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지만 세 번째 방사선 

조사후 3일째 (3 DA3I)에는 오히려 해된 것으로 나타났다(그림 45). 0.5 Gy를 제외하고 모든 

방사선 조사구들은 3 DA3I 시 에서 조구보다 높은 최 화학효율 (Fv/Fm)를 가졌지만, 

세 번째 방사선 조사 후 이들의 화학  형 소멸지수(qP)는 오히려 조구나 0.5 Gy보다 약

간 낮았다(그림 46). 조 으로 비 화학  형 소멸지수 (NPQ)는 0.5 Gy를 제외한 방사선 

조사구에서 더 높았다. 체 실험기간동안 합성 자 달 속도 (ETR)은 조구에서 시간 의

존 으로 감소한 반면 4 Gy 방사선 조사구에서는 비교  일정하게 유지되었다(그림 47). 결론

으로, 선량 리방사선의 식물생장 자극효과는 연속조사의 선량보다는 단일조사의 입

사선량에 의해 결정됨을 확인할 수 있었다. 한 이러한 생육측면의 자극효과가 합성의 변화

와 반드시 일치하지는 않으며 오히려 연속조사의 경우 식물의 생육을 지연시킴으로써 자연노

화에 한 보호작용을 하는 것으로 생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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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45. 선량 방사선 연속 조사에 따른 고추 식물체의 생장 변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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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염 처리한 식물체에서의 세포벽 성분 변화 분석

(가) 연구방법: 염스트 스 하에서 식물의 생장과 세포벽 형성과의 련성에 해 확인

하기 해 내염성 항성 품종인 Pokkali와 감수성 품종인 IR29를 이용하여 실험을 수행하

다. 세포벽 구성성분은 주로 페놀화합물 즉 리그닌, NBO, Hydrocinnamica acid을 분석하 으

며, 리그닌 생합과 련된 peroxidase의 활성을 측정하 다. 

(나) 연구결과
13)
: 염처리 3주 후 염에 의한 생장 억제 효과는 IR29와 Pokkali에서 각각 

28.4%와 6.4%로 나타났다. 화학분석 결과 리그닌 함량은 조구에 비해 IR29는 120.6%가 증가

한 반면 Pokkali는 112.9%로 IR-29에 비해 상 으로 게 나타났다. 두 품종에서 S/V 비율

은 거의 비슷하게 유지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NBO 분해 산물  축합형 리그닌을 나타내는 

hydrobenzaldeghyde가 IR29에서 약 5%정도 증가하 다. 한 리그닌 생합성에 여하는 효소

의 하나인 peroxidase 활성도 염처리 조건하에서 높게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는 염처리 조건

하에서 리그닌의 생합성이 진되었고, 다량의 축합형 리그닌이 합되는것을 보여주었다.

(6) 선량 방사선 조사한 식물체의 GA와 ABA 함량 분석

(가) 연구방법: 선량 조사 작물의 생장 진에 따른 식물체내 호르몬의 함량을 확인하

기 해 참박, 호박, 무, 배추 종자에 0～16 Gy의 수 으로 방사선을 조사한 후 각 식물체의 

생장이 진된 선량에서 내생 GA인 GA12, GA53, GA19, GA20과 생리활성 GA인 GA1의 함량, 

ABA 함량을 조사하 다.  

(나) 연구결과: 선량 4 Gy와 8 Gy 수 에서 생장이 진된 OK 참박과 흑종호박의 

호르몬 분석 결과를 다음과 같다. 참박의 경우는, 내생 GA인 GA12, GA53, GA19, GA20 함량은 

4 Gy와 8 Gy에서 조구에 비해 2～41% 정도 증가하 으나 생리활성 GA인 GA1은 오히려 

감소하 다. 한 ABA 함량은 4 Gy와 8 Gy에서 조구에 비래 33%와 153% 증가하 다. 다

음으로 호박의 경우는, 종 12일 후에는 내생 GA 함량은 별다른 증가를 보이지 않았으나 8 

Gy에서 생리활성 GA인 GA1만 21% 증가하 고, 종 18일 후에도 8 Gy에서 생리활성 GA인 

GA1만 18% 증가하 으며 ABA 함량도 39% 증가하 다. 백옥무의 경우는 생장이 진된 4 

Gy에서 호르몬 분석 결과, 내생 GA  GA53과 GA20 만 조구에 비해 34%와 67% 증가하 으

며 생리활성 GA인 GA1과 ABA 함량은 증가하지 않았고 매력배추는 내생 GA 함량만 조구

에 비해 3～31% 정도 증가하 으며 생리활성 GA인 GA1과 ABA 함량은 증가하지 않았다. 

한 칠성배추에서 진선량인 8, 10 Gy와 조선량인 4 Gy를 선별하여 조구와 함께 분석한 

결과에서는 내생 GA 함량은 생육 진과 조선량에 따른 상 계를 보이지 않았으며 생리활

성 GA인 GA1은 8 Gy에서만 조구에 비해 23% 증가하 다. 한 ABA 함량은 증가하지 않

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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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선량 방사선 조사 식물체의 미시구  세포 소기 의 형태변화

(가) 연구방법: 선량 수 의 방사선이 생장  식물 세포 소기 에 미치는 향을 

악키 해 애기장  식물체에 1, 2, 5, 50 Gy 수 의 방사선을 조사한 후 조구와 함께 온실

에서 생장시켜 식물체의 생장과 미시구 으로 세포 소기 의 형태변화를 찰하 다. 

(나) 연구결과14): 애기장  생장은 조구  모든 조사구에서 시간이 경과함에 따라 

서서히 증가하 다. 특히 상 으로 선량 (1 Gy,  2Gy)이 조사된 조사구에서는 조구에 

비해 신장이 증가하 으나, 이러한 생장 진 효과는 조구와 선량 조사구 간에 유의성 없

었다. 이와 조 으로 상 으로 고선량 (50 Gy)에 노출된 애기장 의 생장은 상당히 억제

되었다. 이러한 경향은 다른 식물종과 거의 유사하게 나타났다. 감마선 조사 후 자 미경을 

사용하여 애기장  기내의 세포 소기 의 미시구조를 찰하 다. 투과형 자 미경 찰 

결과 고선량과 선량을 조사 한 후 일반 인 형태는 거의 유사한 형태로 나타났다. 그리고 

cortex cell은 세포벽과 액포사이의 세포질이 얇은 층 형태로 액포화가 심하게 발생하 다. 세

포질은 세포벽을 따라 치하고 있었으며, 세포질의 자 도 높고, 엽록체, endoplasmic 

reticulum (ER), 미토콘드아, 리보소옴과 같은 다양한 소기 이 함유되어 있었다. 조구와 상

으로 선량 (1 Gy, 2 Gy)이 조사된 애기장  기는 정상 인 틸라코이드막을 가지고 있

는 형 인 엽록체의 형태를 가지고 있었다(그림 48). 이와 조 으로 상 으로 고선량인 

50 Gy를 조사한 애기장  기의 엽록체는 한 형태 변형이 나타났으며, 틸라코이드막은 

심하게 팽윤 거나, 구조 으로 괴되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엽록체의 크기는 선량과 고

선량간에 통계학 으로 유의성이 없게 나타났다. 흥미롭게도 고선량이 조사된 엽록체는 스트

스하에서 lipid의 산화와 련된 plastoglobuli를 상당수 함유하고 있었으며, stroma에서 그 크

기는 상당히 크게 증가하 다. 한 이러한 형태변화와 함께, 엽록체 내에 분립의 출 이 

찰되었다. 그러나 상 으로 선량이 조사된 애기장  기에선 엽록체 내에 분립이 존재

하지 않았다. 미시구  찰 결과 감마선에 의한 피해 양태는 주로 엽록체에서 찰되었으

며, ER  미토콘드리아에서도 미미하게 찰되었다. 자 미경 찰결과 엽록체가 감마선에 

가장 민감한 것으로 나타났으며, 애기장 의 경우 정 선량은 5 Gy 미만인 것으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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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48. 방사선 조사 후 애기장  식물체  stem의 엽록체 형태 변화. Ch, chloroplast;

CW, cell wall; ER, endoplasmic reticulum; M, mitochondria; IS,

intercellular space; Sg, starch grain; and V, vacuo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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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 선량에 의해 유도되는 유 자  단백질 발  규명

(1) 방사선에 의해 유도되는 유 자의 조직별 발 패턴 규명

(가) 연구방법: 방사선이 조사된 벼 식물체에서의 C4H와 F5H 유 자의 발 패턴을 

분석하기 해 3개월간 수경재배한 벼 식물체에 5, 10, 50, 100 Gy의 방사선을 조사한 후 0, 5, 

12, 24, 48, 72시간째의 시료에서 RNA를 추출하고 OsC4HL와 OsF5HL  두 유 자의 발 을 

RT-PCR을 통해 분석하 다. 각 유 자의 발 수 은 내부 비교유 자인 actin을 이용하여 유

의성을 단하 다.

(나) 연구결과
15)
: 벼에서 C4H와 F5H 두 유 자의 방사선량  조직에 따른 발  변화

를 조사하기 해 자포니카 품종인 일품벼와 인디카 품종인 IR-29의 잎과 기를 이용하여 

사수 을 분석하고자 하 다. 이를 해 1/2 Murashige and Skoog (MS) 배지에서 3개월간 수

경재배한 식물체에 5, 10, 50, 100 Gy의 방사선을 조사한 후 0, 5, 12, 24, 48, 72시간에 잎과 

기를 채취하여 OsC4HL와 OsF5HL 두 유 자의 발 수 을 RT-PCR로 조사하 다. 방사선 

조사후 24시간 후에 OsC4HL  유 자의 사수 은 IR-29의 OsC4HL의 경우만 빼고 반 으

로 두 품종의 잎에서 선량이 증가함에 따라 증가되는 양상을 나타냈다(그림 49). 그러나 기

에서는 선량이 증가함에 따라 일품벼는 OsC4HL가 감소되고 IR-29는 일정하게 남아있는 반면  

OsF5HL의 경우에는 일품벼는 증가되고 IR-29에서는 감소되었다. 100 Gy 조사 후 OsC4HL와 

OsF5HL의 시간별 발 양상을 조사했을 때는 방사선 조사 후 5시간과 72시간에서 품종과 무

하게 잎에서 가장 높게 발 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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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49. 방사선 조사 24시간 후에  잎( 쪽)과 기( 앙)에서  OsC4HL  와 OsF5HL  

유 자의 선량의존  발 ;  100 Gy 조사 후 OsC4HL와 OsF5HL의

시간별 발 (아래쪽); A와 B는 일품벼와 IR-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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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감마선 조사 후 벼 잎에서 SOD 동질효소 유 자의 발  분석

(가) 연구방법: 30일간 생육한 벼 식물체에 500 Gy의 방사선을 조사하고 6, 12, 24, 48, 

72시간 후에 벼 잎에서 시료를 채취하 다. 각각 채취한 시료에서 Trizol method를 사용하여 

total RNA를 추출하 고 superoxide dismutase (SOD) 동질효소 6종의 유 자에서 만들어진 

유 자 특이  primer를 사용하여 RT-PCR을 통해 시간 별 각 동질효소 유 자의 발 양상

을 조사하 다. 

(나) 연구결과
16)
: 500 Gy 감마선이 주요 항산화 효소인 SOD의 유 자 발 에 어떤 

향을 미치는지 동질효소 수 에서 조사하 다. 체 인 발 량은 감마선 조사후 6시간에 조사

구의 동질효소들이 조구보다 높은 발 량을 보 으며 이러한 효과는 cCuZn-SOD1을 제외하

고 24시간까지 지속되었다(그림 50). 그 이후 조사구에서는 모든 동질효소들의 발 량이 

히 감소하기 시작하여 72시간에서는 오히려 조구보다 낮아졌다. 반 으로 조구에서는 일

간차이로 인해 동질효소의 발 이 복잡한 양상을 보이는데 반해 조사구에서는 6시간 이후로 

시간에 따라 지속 으로 발 량이 감소하 다. 따라서 벼 식물체에 500 Gy의 감마선을 조사할 

때 SOD의 유 자발 이 하됨을 알 수 있다. 그러나 단백질, 엽록소, 카로테노이드의 함량변

화를 통한 벼 잎의 생리  손상을 조사하 을 때 생리  손상이 24시간 이내에 확인되는 것

(결과 미제시)과 달리 SOD 유 자의 발 은 24시간까지 조구보다 높게 유지되다가 48시간 

이후에 감소하 으므로 어도 SOD 유 자 발 의 감소가 벼 잎의 기 생리  손상에 기여

한 것으로 생각되지는 않는다. 결과 으로 500 Gy의 감마선은 모든 SOD 유 자들의 발 을 

히 감소시켰으므로 72시간부터의 생리  손상과 연 될 가능성이 있다고 생각되어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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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50. 감마선 조사 후 벼 잎에서 시간에 따른 SOD 동질효소의 유 자 발 양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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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선량 방사선이 조사된 종자로부터 나온 벼 식물체에서 항산화 동질효소의 발 패턴 분석

(가) 연구방법: 2, 4, 8, 16 Gy의 선량 방사선을 조사한 벼 종자로부터 나온 2주된 식

물체에서 SOD 동질  효소 6종, APX 동질효소 4종, CAT 동질효소 3종을 포함한 총 13개 유

자의 발 을 RT-PCR을 통해 분석하 다. 각 유 자의 발 수 은 내부 비교유 자인 actin

과 18S rRNA와 비교하여 유의성을 단하 다.

(나) 연구결과
17)
: 벼 식물체에서 항산화 동질효소 유 자의 발 을 조사하기 해 

GenBank 데이터베이스를 이용해 SOD, APX, CAT 동질효소 유 자에 한 범 한 검색  

염기서열 비교를 실시하 다. 결과 으로 자포니카 벼에는 6종의 SOD 동질효소가 있는데 

cofactor에 따라 분류할 때 CuZn형 3종 (cCuZn-SOD1, cCuZn-SOD2, pCuZn-SOD), Mn형 2

종 (Mn-SOD1, Mn-SOD2), Fe형 1종 (Fe-SOD)의 유 자가 확인되었다. 반면에 APX는 4종, 

엽록체형 2종 (Chl_sAPX, Chl_tAPX)과 세포질형 2종 (cAPXa, cAPXb)의 유 자가 등록되어 

있었으며, CAT는 3종 (CATa, CATb, and CATc)의 유 정보가 확인되었다. 동질효소들은 높

은 염기서열 유사성을 보 으므로 cDNA의 체 서열을 이용해 각 유 자에 특이 인 PCR용 

primer를 제작하여 특이성을 확인하 다. 이 primer를 이용해 감마선 조사 (2, 4, 8, 16 Gy) 종

자로부터 나온 벼 식물체에서 항산화 동질효소 유 자들의 발 변화를 보기 해 RT-PCR을 

수행하 다. 종자시기의 감마선 조사는 식물체로 성장 후 pCuZn-SOD의 발 을 약간 증가시

켰고, 반면에 Fe-SOD, cAPXb, CATb의 발 은 오히려 감소시켰다(그림 51). 그러나 선량에 

계없이 방사선 조사구와 비조사구 사이에는 체 으로 조사된 항산화 동질효소 유 자의 

발 에 유의 인 차이가 없었다. 따라서 종자단계에서 선량 방사선 조사는 식물체 수 에서 

SOD, APX, CAT 동질효소 유 자들의 발 에 유의 인 변화를 래하지 않는 것으로 생각된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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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51. 종자에 선량 방사선이 조사된 벼 식물체의 항산화 동질효소 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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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선량 방사선이 조사된 식물체에서 항산화 동질효소 유 자, proline 합성 련 유 자, 그

리고 Na+/H+ antiporter 유 자의 발  분석 

(가) 연구방법: 2주간 수경재배한 벼 식물체에 4 Gy의 선량 방사선을 조사하고 7일 

지난 뒤 SOD, APX, CAT 동질효소 13종의 유 자와 P5CS, 그리고 NHX2의 발  변화를 조

사하기 해 RT-PCR을 수행하 다. 각 유 자의 발 수 은 내부 비교유 자인 actin과 18S 

rRNA와 비교하여 유의성을 단하 다.

(나) 연구결과
18)
: 4 Gy의 선량 방사선이 조사된 후 7일 후 벼 식물체에서 항산화동

질효소 유 자와 NHX2, P5CS 발 변화를 조사하 다. 선량 방사선은 Chl_tAPX 발 을 증

가시켰지만 pCuZn-SOD 발 은 오히려 감소시켰다(그림 52). 반면에 다른 SOD, APX, CAT 

동질효소들과 NHX2, P5CS는 발  수 에 유의 인 변화가 찰되지 않았다. 이러한 결과는 

방사선 조사후 7일의 시간이 흘러 부분의 유 자 발  변화가 정상수 으로 회복되었기 때

문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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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52. 선량 방사선이 조사된 식물체에서 항산화 동질효소

 염스트 스 련 유 자의 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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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Pseudomonas에서 선량 방사선에 의해 유도되는 로모터/유 자 탐색

(가) 연구방법: 단백질의 산화환원에 의한 미생물 생리조 은 biotic stress, abiotic 

stress, 미생물의 성장에 요한 조  인자이다. 본 연구는 산화-환원에 여하는 단백질을 선

택 으로 분리하고 동정하는 기술을 이용하여 선발된 P.aeruginosa PAO1의 disulfide protein

을 암호화 하는 유 자  산화스트 스에 유도되는 유 자를 발굴하는 것을 목표로 하 다. 

선발된 유 자의 발 은 RT-PCR과 real-time RT-PCR로 확인하 다.

(나) 연구결과: RT-PCR을 이용한 유 자 발 분석에서 선발된 15개의 candidates는 

산화스트 스를 받거나 산화스트 스 이후 회복기간에서 조구보다 발 양이 증가하는 것을 

확인 할 수 있었다(그림 53). 이들을 real-time RT-PCR로 확인실험을 하여 조구 비 2배이

상 발 이 증가하는 9개 유 자를 선발하 다(도표 15). 이들은 크게 진 으로 발 이 감소

하는 유형, 차 발 양이 증가하는 유형, 그리고 갑자기 발 이 증가하는 세가지 유형으로 나

뉘어졌다. 앞으로 이 유 자들의 로모터를 찾고 산화 스트 스 유도 로모터인지 확인 하는 

연구가 필요하다.

(6) 선량 조사한 Pseudomonas에서 산화/환원조 에 여하는 proteome 분석

(가) 연구방법: 단백질의 산화환원에 의한 미생물 생리조 은 biotic stress, abiotic 

stress, 미생물의 성정에 요한 조  인자이다. 본 연구는 산화-환원에 여하는 단백질을 선

택 으로 분리하고 동정하는 기술을 이용하여  P.aeruginosa PAO1의 산화-환원 단백질을 발

굴하는 것을 목표로 하 다.

(나) 연구결과: 산화-환원 단백질의 분리는 총단백질 분리후 알킬화, 환원, thiol 

affinity 컬럼을 이용한 흡착의 과정을 거쳐 disulfide bond를 갖는 단백질만을 선택 으로 분리 

하 다. 이들은 다시 SDS-PAGE를 통해 분자량에 따른 분리를 유도한 후 band를 잘라내어 

단백질을 elution하 다(그림 54). 각 단백질의 확인을 해 LC/MS/MS (Agilent LC/MSD 

trap XCT)를 이용하 으며, 데이터 분석은 Agilent Spectrum Mill 로그램을 사용하 다. 최

종 으로 28개의 단백질 band에서 sequence coverage 15% 이상인 43개의 disulfide candidate 

proteins을 동정하 다(도표 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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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53. RT-PCR을 통한 유 자 발  분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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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표 15. Real-time RT-PCR을 통한 유 자 발  분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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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54. Disulfide 단백질의 SDS 기 동 분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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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표 16. LC/MS/MS를 이용한 disulfide 단백질의 확인

NO  protein name(protein ID) MS/MS
SC(%) MS/MS(sequence) Accession# pI/MW (Da)

H1
 outer membrane protein and related
 peptidoglycan-associated(lipo)proteins

43 (R)DVLVNEYGVEGGR(V) 32041851 4.86/35785.5

H3

 probable binding protein component of 
 ABC transpoter

15 (K)AITDTYASGEVNK(I) 15596539 8.3/33054.4

 probable bacteriophage protein 24 (R)LALNAEDVRPVADR(V) 15595815 8.93/31716.4

H5
 Autotranspoter adhesin 45 (R)NSAITGAITGGLLGGLAGGLASDENR(G) 15595268 8.93/31716.4

 Probable cytochrome c1 precursor 19 (R)GTDWLYSYLR(S) 15599625 7.00/28993.7

H6

 Zn-dependent protase with chaperon 
 function

33 (K)LGGGDSSMFDSHPGSQAR(A) 15595474 6.08/26626.2

 arginine/ornithine binding protein AotJ 35 (R)LDAVVADSVNLEDGFLK(T) 15596085 6.43/28010.1

 Probable cytochrome c1 precursor 25 (K)TWFGAAPPDLTLVAR(V) 15599625 7.00/28993.7

 hypothetical protein 15 (R)EADSLFDDGAQGLFVDLR(G) 15596261 5.38/24172.3

 probable iron-sulfer protein 21 (K)GQPAPLNLPIPPYTFDADDVITIGVDQEKA(-) 15599627 6.07/20827.9

 ribosomal protein L3 15 (R)IFTEEGVSIPVTVIEVEPNR(V) 46164757 9.80 21489.4

H7

 probable iron-sulfer protein 43 (K)GQPAPLNLPIPPYTFDADDVITIGVDQEKA(-) 15599627 6.07/20827.9

 alkyl hydroperoxide reductase subunitC 24 (K)FIEVTEESLK(G) 15595337 5.89/20541.5

 hypothetical protein 15 (R)EADSLFDDGAQGLFVDLR(G) 15596261 5.38/24172.3

H8
 conserved hypothetical protein 19 (R)GVNTQGLVTAFEK(L) 15595474 6.08/26626.2

 hypothetical protein 29 (K)TFPVTLSDSFSGPGPAK(G) 15595324 7.65/22367.4

H9

 hypothetical protein 27 (K)RLEIVLTDTGLPAPPTEGDAVAYR(A) 15600607 5.75/22547.0

 Predicted outer memberane lipoprotein 27 (K)IATVAGAVGGGYAGNK(V) 15599014 9.08/18972.7

 hypothetical protein 21 (K)TFPVTLSDSFSGPGPAK(G) 15595324 7.65/22367.4

 hypothetical protein 15 (R)EADSLFDDGAQGLFVDLR(G) 15596261 5.38/24172.3

 hypothetical protein 16 (R)YNAFYPDGVSR(G) 15596178 6.25/21870.9

H10

 molybdoprotein biosynthetic protein B2 40 (R)QISLADIGTSTIQSR(A) 15598225 5.52/19223.9

 hypothetical protein 23 (R)FGGEDYLPLIDTTR(M) 15600607 5.75/22547.0

 hypothetical protein 15 (R)LFSIEDVANTGLR(R) 15596261 5.38/24172.3

H11

 Uncharacterized protein conserved in 
 archaea

27 (R)FYLATDNADDTPIEKPLAR(I) 15596965 9.18/19720.0

 conserved hypothetical protein 14 (K)ALGDQIDGVPVNYK(V) 15595474 6.08/26626.2

 hypothetical protein 17 (R)LFQLSEKDGETSVK(W) 15595830 4.93/17538.7

 conserved hypothetical protein 15 (K)DSVGNVLQDGDTITVIK(D) 15595326 5.07/12164.0

H12

 PilA 35 (R)SEGASALATINPLK(T) 14573303 6.24/15497.8

 Serine protase inhibitor ecotin 20 (K)LPIVVYAPK(D) 32037799 6.17/15741.1

 hypothetical protein 17 (K)RLEIVLTDTGLPAPPTEGDAVAYR(A) 15600607 5.75/22547.0

H13

 Predicted periplasmic protein 34 (K)GDNSLAVVPVSDNSTLVFSNVISASGAK(Y) 15596064 5.05/13695.5

 Predicted secreted protein 18 (R)LGPEVYSNSEEDSGLVGSGGESTWR(F) 15595975 4.85/14607.6

 hypothetical protein 19 (K)VAGDDAEERELQLFASLAQVSR(Q) 15595821 4.60/12523.0

H14

 Predicted periplasmic protein 48 (K)GDNSLAVVPVSDNSTLVFSNVISASGAK(Y) 15596064 5.05/13695.5

 ribosomal protein S11 34 (R)AGQAALEYGLK(N) 46164739 10.2/11969.6

 hypothetical protein 19 (K)VAGDDAEERELQLFASLAQVSR(Q) 15595821 4.62/12523.0

 Predicted secreted protein 29 (R)LGPEVYSNSEEDSGLVGSGGESTWR(F) 15595975 4.85/14607.6

 Ribosomal protein S8 24 (R)GGLGVSIVSTNK(G) 46164746 9.63/11251.2

 hypothetical protein 19 (K)VAGDDAEERELQLFASLAQVSR(Q) 15595821 4.60/12523.0

 type 4 fimbrial biogenesis protein PilE 17 (R)TEGQALLSDAAAR(Q) 15599752 9.69/15279.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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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 선량 자극 진의 생리/생화학/분자생물학  반응기작 해석

(1) 애기장 의 게놈수 에서 방사선 반응 유 자 탐색
19)

(가) 연구방법: 공시시료인 애기장 는 종후 33일동안 16시간의 주기를 가지면서 낮/밤 

22/18℃ 조건에서 생육하 다. 감마선 조사는 한국원자력연구소의 150 TBq 용량의 60Co 감마선 조

사기를 이용하여 수행하 으며 조사선량은 200 Gy 다. 유 자 분석을 한 total RNA는 Trizol 

(Invitrogen, Carlsbad, CA)을 이용하여 분리한 후 RNeasy Mini Kit (Qiagen, Valencia, CA)에서 

정제하 고 RNA의 양은 260 nm에서 흡 도로 계산하 으며 완 성은 기 동후 ribosomal RNA

를 분석하여 평가하 다. Total RNA를 double-stranded cDNA로 환하고 이것으로부터 

biotin-labeled cRNA를 생성하고 다시 GeneChip
®
 Arabidopsis ATH1 Genome Array (Affymetrix, 

Santa Clara, CA)와 합반응을 시키는 일련의 과정은 Affymetrix의 추천 로토콜을 따랐다. Chip 

실험데이터의 분석은 GenPlex
TM 
v1.8 software (ISTECH Inc., Goyang city, South Korea)를 이용

하 다.
20)

(나) 연구결과1: 방사선조사후 체 분석기간  9일째 가장 많은 유 자가 반응함을 확인하

으며 2165개의 감마선 유도 유 자와 1735 억제 유 자가 이 시기에 규명되었다. 한 체 분석

기간에 걸친 조구와 조사구의 집단  비교분석(Welch's t-test와 fold change 분석) 결과 354개의 

차별  발 유 자에서 유의성이 확인되었다(그림 55).

(다) 연구결과2: 감마선 조사후 3일째의 유 자 발 과 비교된 9, 13, 16일째의 유 자 발

은 gene ontology (GO) term 분석결과 도표 17에서 보이는 것처럼 방어  스트 스 반응유 자가 

up-regulation되었으며 rhythmic process와 생장 련 유 자는 억제되었다. 유의 유 자의 pathway 

분석에서는 9일째에 조구 비 조사구에서 가장 많은 유 자들이 반응하며 특히 RNA 합성, 리그

닌 합성, ascorbate 사 등의 경로에 여하는 유 자가 많이 발견되었다(도표 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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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B) 

그림 55. 방사선 조사후 조구와 조사구의 유 자 발  (A) 

 조사후 조구와 조사구의 집단  비교분석 (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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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표 17. 감마선 조사후 유의 으로 변화하는 유 자들의 Gene ontology 분석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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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표 18. 감마선 조사후 유의 으로 변화하는 유 자들의 KEGG Pathway 분석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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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방사선 반응 색소  합성 사  유 자 변화 규명
21)

(가) 연구방법: 공시시료인 애기장 는 종후 33 or 36일동안 16시간의 주기를 가지면

서 낮/밤 22/18℃ 조건에서 생육하 다. 감마선 조사는 한국원자력연구소의 150 TBq 용량의 
60
Co 

감마선 조사기를 이용하여 수행하 으며 조사선량은 200 Gy 다. Rosette leaf의 엽록소와 카로테노

이드 함량은 Spherisorb ODS-1 column (Alltech, Deerfield, IL)을 이용한 HPLC 분석을 통해 구하

으며 안토시아닌 함량은 7% (v/v) HCL in methanol에서 용출한 후 최종 으로 A530-0.33*A657을 

계산하여 결정하 다. 최  합성효율은 엽록소형  분석기인 Imaging-PAM (Walz, Effeltrich, 

Germany)을 이용하여 측정되었다. 미경분석을 해서 취해진 잎 편은 즉시 2% (w/v) 

glutaraldehyde와 4% (w/v) paraformaldehyde 담근 후 차후에 1% (w/v) osmium tetroxide에 다시 

고정되었고 일련의 탈수과정을 거친 뒤 Spurr's low viscosity resin (EMC, Hatfield, PA, USA)에 

embedding하 다. 학 미경은 Nikon TE300, 자 미경은 JEOL 1010을 사용하 으며 ultra-thin 

section (70 to 90 nm)는 RMC MT-7000 ultramicrotome을 이용해 얻었다.

(나) 연구결과1: 200 Gy의 감마선을 조사한 애기장 의 rosette leaf은 조사후 13일째부터 

엽록소와 카로테노이드 함량에서 격한 증가를 보 으며, 유사하게 안토시아닌 함량도 증가하 다

(그림 56-57). 한 조구가 노화로 인해 최  합성 효율(Fv/Fm)가 감소하는 반면 조사구는 변

함없는 합성 효율을 유지하 다(그림 58). 이러한 조사구의 노화지연 효과는 합성 자 달율

(ETRmax)에서도 나타났다. 감마선 조사후 13일째에 조구 26.5, 조사구 38.6, 16일째에 조구 

18.5, 조사구 33.5로 각각 46%와 81% 증가된 값을 보 다. 이러한 결과는 그림 59에서 보듯이 색소

의 증가는 물론 세포당 엽록체 수의 증가에서 기인하는 것으로 보인다. 한 조사구는 노화에 따른 

틸라코이드의 분해가 억제됨을 확인할 수 있었다. 따라서 종후 36일째 감마선(200 Gy)를 조사한 

애기장 의 경우 노화지연  합성 능력의 향상을 확인할 수 있었다(그림 60). 

(다) 연구결과2: 감마선 조사후 3, 6, 9, 13, 16일에 조구와 비교하여 증가 는 감소한 

발 수 을 보이는 색소  합성 사 련 유 자는 도표 19와 같다. 

NADPH-protochlorophyllide oxidoreductase A (PORA), PORB, PORC, glutamyl-tRNA 

reductase 1 (HEMA1), chlorophyll A-B binding protein (LHCB2:4), chlorophyll A-B binding 

protein (LHCB6)의 발 이 chlorophyll A-B binding protein (LHCB4.3)와 

9-cis-epoxycarotenoid dioxygenase는 감소하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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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56. 감마선 조사후 조구와 조사구의 엽록소(Chl a+b)와

카로테노이드(tCar) 함량변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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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57. 감마선 조사후 조구와 조사구의 안토시아닌 함량변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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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58. 감마선 조사후 조구와 조사구의 최  합성효율 (Fv/Fm)의 변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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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59. 감마선 조사후 16일째 조구(왼쪽)과 조사구(오른쪽) 학 미경 사진, Bar=100 μ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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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60. 감마선 조사후 16일째 조구(왼쪽)과 조사구(오른쪽) 자 미경 사진, Bar=1 μ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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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표 19. 감마선 조사후 유의 으로 변화하는 색소  합성 련 유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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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방사선에 의해 유도되는 항산화 효소 유 자 규명
19)

(가) 연구방법: 종후 33일째 200 Gy의 감마선을 조사한 애기장 는 조구와 달리 이후

의 reproductive stage에서 노화지연 상을 보인다. 따라서 이러한 상과 항산화 효소 유 자의 

발 양상과 연 성을 조사하기 해 Affymetrix ATH1 Genome Array를 이용해 rosette leaf의 

transcript에 한 genechip analysis를 수행하 다. 유의성 있는 항산화 효소 유 자의 발 변화는 

최종 으로 real-time quantitative PCR 분석을 이용하여 확인하 다. 이를 해 total RNA는 

AccuPower RT Premix (Bioneer, Daejeon, Korea)와 anchored oligo(dT)18V primer를 이용해 

cDNA로 역 사되었으며 SYBR®Premix Ex TaqTM (2x) (Takara Bio Inc., Otsu, Japan)과 

gene-specific primer를 이용해 Smart Cycler
®
 II System (Cepheid, Sunnyvale, CA)에서 real-time 

PCR을 수행하 다.

(나) 연구결과: Genechip analysis 결과는 조사구의 reproductive stage에서 유의성 있는 

변화를 보이는 유 자의 리스트는 도표 20, 21과 같다. 한 이들 에서 cytosolic 

Cu/Zn-superoxide dismutase (SOD) (csd1), chloroplastic Cu/Zn-SOD (csd2) chloroplastic 

Fe-SOD (fsd1), stromal ascorbate peroxidase (sapx), dehydroascorbate reductase (dhar), 

glutathione peroxidase (gp), 그리고 catalase 2 (cat2)의 차별 인 발 변화 양상은 그림 61에

서 확인되었다. 이러한 결과는 감마선 조사에 따른 항산화 효소의 발  증가가 일반 으로 조

사후 13일 이후에 해지지만 gp와 cat2와 같은 효소는 오히려 감소하 음을 보여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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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표 20. 감마선 조사후 유의 으로 발 이 증가하는 항산화 효소 유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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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표 21. 감마선 조사후 유의 으로 발 이 감소하는 항산화 효소 유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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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61. 감마선 조사후 항산화 효소 유 자의 발  변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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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 방사선에 의한 활성산소 생성  분포 해석

(1) 감마선 조사 후 식물체의 활성산소종  과산화수소의 국재 양상 분석
22)

(가) 연구방법: 과산화수소는 스트 스 응과정에서 세포 붕괴의 signal molecule  

막구조와 단백질에 직 으로 산화  손상을 주는 mediator로서 2  역할을 한다. 따라서 활

성산소종으로서의 H2O2의 세포벽에서의 국재(localization)를 통해 감마선에 한 세포벽의 반

응을 탐색한다. 1 kGy의 방사선을 종 9일째 호박 식물체에 직  조사한 뒤 19일 후 조구

(0 Gy)와 과산화수소의 국재 양상과 함량 차이를 비교하 다. 

(나) 연구결과1: 감마선 조사(1 kGy) 후 식물 생장의 불균형의 지표인 잎이 말리고 황

색으로 변색되는 상이 나타났다. 아울러 이러한 형태학  변화와 함께 호박의 부 별 횡단면

의 학 미경 찰 결과 감마선에 한 서로 다른 민감성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다) 연구결과2: 감마선 조사 후 조구와 조사구의 잎간에 도 의 크기는 큰 차이를 

보이지 않았으나, 엽병과 하배축의 경우 조구와 조사구의 도  크기는 매우 큰 차이를 보

다(그림 62). 그러나 떡잎의 경우는 다른 3부 와는 반 의 경향을 보 다. 즉 감마선 조사구의 

세포 크기  수가 조구에 비해 증가하게 나타났다. 그래서 과산화수소의 생산과 련한 세

포차원에서 서로 다른 민감성을 조사하 다. 조구 호박 잎의 경우 과산화수소와 반응한 

cerium perhydroxide 과립 (CPDs) 분포는 도 과 유세포의 원형질막에서 나타났다(그림 63). 

감마선이 조사된 호박의 경우 그 분포 형태는 조구의 그것과 비슷한 경향을 보 으나 CPDs

의 국재 강도는 조구에 비해 히 증가하게 나타났다. 특히 유세포의 CPDs의 국재 형태와 

강도는 조구에 비해 크게 증가한 경향을 보 다. 즉 감마선 조사된 호박 유세포의 경우 세포

간극과 원형질막에서 강한 침착을 보 다.

(라) 연구결과3: 엽병과 하배축의 경우 CPDs는 도 의 세포벽에서 조구와 처리구간

에 큰 차이를 보이지 않았지만 유세포의 세포간극에서 국한되어 나타났다(그림 64-65). 더 나

아가 도 과 유세포의 원형질막에서는 거의 침착되지 않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CPDs의 국재 

강도는 잎에서 나타난 것 보다는 덜하 다. 흥미롭게도 떡잎의 경우 CPDs의 국재 형태는 상반

된 결과를 보 다(그림 66). 그럼에도 불구하고 유세포내에서 CPDs의 침착강도와 분포 형태는 

다른 3부 와 유사하게 나타났으나, 도 에서 국재 강도는 처리구에 비해 조구에서 더 높게 

나타났다. 

(마) 연구결과4: 감마선 조사 후 과산화수소의 농도는 잎, 엽병, 하배축에서 증가한 경

향을 보 다(그림 67). 감마선 조사된 잎의 조직에서 과산화수소의 최  증가를 나타냈다. 반면 

떡잎의 경우 처리구에 비해 조구에서 과산화수소의 농도가 높게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는 앞

에 보인 자 미경의 사진 결과와 유사하게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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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62. 호박 잎(A와 B), 엽병(C와 D), 하배축(E와 F), 떡잎(G와 H), 조구 (A, C, E, G),

1 kGy 조사구 (B, D, F, H), C, cambium region; P, Phloem; X, xylem. Bar = 10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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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63. 잎에서 H2O2 국재: vessel(A와 B), parenchyma cell(C와 D), 조구(A와 C),

 1 kGy 조사구(B와 D); CML, cell corner middle lamellae; IS, intercellular space;

 V, vessel wall, Bar = 0.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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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64. 엽병에서 H2O2 국재: vessel(A와 B), parenchyma cell(C와 D), 조구(A와 C),

 1 kGy 조사구(B와 D); CML, cell corner middle lamellae; IS, intercellular space;

 V, vessel wall : Bar = 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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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림 65. 하배축에서 H2O2 국재: vessel(A와 B), parenchyma cell(C와 D), 조구(A와 C),

 1 kGy 조사구(B와 D); CML, cell corner middle lamellae; V, vessel wall Bar = 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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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66. 떡잎에서 H2O2 국재: vessel(A와 B), parenchyma cell(C와 D), 조구(A와 C),

1 kGy 조사구(B와 D); CML, cell corner middle lamellae; V, vessel wallBar = 0.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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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67. 감마선 조사 후 19일째 조직별 H2O2 함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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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 연구결과5: 고선량을 사용한 이온화 radiation의 경우 생리 인 변화를 래하고, 

세포벽, 막구조, DNA와 같은 세포의 거 분자를 변화시킨다. 그리고 한 과산화수소는 잎의 

노화를 진시킨다고 보고되고 있다. 이런 효과는 이온화 radiation과 거 분자의 상호 직

인 효과와 water radiolysis에 의해 발생된 활성산소종의 간 인 효과에 기인한 것으로 생각

되며, 지 까지 찰 결과 감마선 조사가 항산화효소 활성의 감소로 인한 과산화수소의 

detoxification의 억제 는 radiolysis, 아포 라스트에서 oxalate oxidase와 amine oxidase, 그

리고 원형질막에서 NADPH oxidase에 의한 과산화수소가 증가한 것으로 여겨진다. 결과 으

로 감마선에 의해 과산화수소의 국재는 주로 원형질막과 세포간극에서 증가하 으며, 국재 양

상은 조직에 따라 다르게 나타났으며, 도 보다는 유세포에서 더 강하게 발 되는 것을 보

다. 

(2) 방사선 조사 후 경과 시간별 과산화수소의 조직내 집 치 탐색
22)
  

(가) 연구방법: 과산화수소의 세포화학  검증을 해 cerium chloride기법을 사용하

다. 즉 감마선 조사 후 1mm2로 취된 시편을 5ml CeCl3(in 50mM Mops buffer, pH7.2)용액에

서 1시간 incubation 시켰다. 이어 1.25% 루타르알데히드와 1.25% 라포름알데히드 혼압액

(in 50mM sodium cacodylate buffer, pH7.2)를 사용하여 1시간 동안 고정시켰다. 이어 동일한 

완충액으로 10분간 2회 세척하 후, 1% 오스뮴산으로 1시간 후고정 시킨 뒤, 알코올계열 탈수

를 거쳐 London Resion White를 사용하여 포매시켰다. 이어 다이아몬드 나이 를 사용하여 

70-90nm 두께의 박 편을 제작한 다음 300mesh 니  그리드에 mounting한 다음 uranyl 

acetate나 lead citrate로 염색하지 않고 곧바로 자 미경 찰을 실시하 다. 이와는 별도로 

과산화수소의 세포화학  검증용 control로는 peroxidase의 ingibitor로서 bovine liver catalase, 

sodium azide를 처리한 후 상술한 방법으로 처리하 다.

(나) 연구결과: 감마선 조사(1 kGy) 후 식물 생장의 불균형의 지표인 잎이 말리고 황색

으로 변색되는 상이 나타났다. 아울러 이러한 형태학  변화와 함께 호박의 부 별 횡단면의 

학 미경 찰과 생 량 측정 결과 감마선에 한 서로 다른 민감성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그림 68). 과산화수소 탐색을 해 cerium chloride를 사용하 다. 조구 호박 잎의 

경우 과산화수소와 cerium chloride의 반응 산물인 cerium perhydroxide(CPD)입자 분포는 도

과 유세포의 원형질막에서 주로 나타났다(그림 69). 감마선이 조사된 호박의 경우 CPD 분포 

형태는 조구의 그것과 비슷한 경향을 보 으나 CPD의 국재 강도는 조구에 비해 히 

증가하게 나타났다. 특히 유세포의 CPDs의 국재 형태와 강도는 조구에 비해 히 증가한 

경향을 보 다. 특히 조사구 호박의 유세포의 경우 세포간극과 원형질 막에서 강한 침착을 보

다. 호박 잎의 경우 조사 후 1일 째에 도 의 원형질막과 유세포의 세포 간극  원형질 막

에서 과산화수소의 국재가 찰 되었으며, 시간이 경과함에 따라 두 조직내에서 서서히 증가하

는 경향을 보 다(그림 69). 엽병의 경우 CPD는 도 의 세포벽에서 조구와 처리구간에 큰 

차이를 보이지 않았지만 감마선 조사후 1일째에 유세포의 세포간극에서 CPD의 출 이 보 다

(그림 70). 7일과 13일째 CPD는 도 과 유세포의 원형질 막에서 강한 침착을 보 다. 떡잎  

하배축의 경우도 CPD의 조직내 침착형태는 엽병내에서 CPD의 국재 패턴과 유사하게 나타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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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그림 71-72). 이러한 결과는 과산화수소의 측정결과와 유사한 경향을 보여주었다(그림 73). 

고선량을 사용한 이온화 radiation의 경우 생리 인 변화를 래하고, 세포벽, 막구조, DNA와 

같은 세포의 거 분자의를 변화 시킨다. 그리고 한 과산화수소는 잎의 노화를 진시킨다고 

보고 되어지고 있다. 이런 효과는 이온화 radiation과 거 분자의 상호 직 인 효과와 water 

radiolysis에의해 발생된 활성산소종의 간 인 효과에 기인한 것으로 생각되며, 지 까지 

찰 결과 감마선 조사가 항산화효소 활성의 감소로 인한 과산화수소의 detoxification의 억제 

는 radiolysis, 아포 라스트에서 oxalate oxidase와 amine oxidase, 그리고 원형질막에서 

NADPH oxidase에 의한 과산화 수소가 증가한 것으로 여겨진다. 결과 으로 감마선에 의해 

과산화수소의 국재는 주로 원형질막과 세포간극에서 증가하 으며, 국재 양상은 조직에 따라 

다르게 나타났으며, 도 보다는 유세포에서 더 강하게 발 되는 것을 보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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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68. 감마선 조사후 호박 조직의 생 량 변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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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69. 조구 (a와 b)  조사구 (c와 d)의 잎에서 도  (a와 c)과 유조직 세포 (b와 d)의 

H2O2 국재양상. 1H, 1D, 7D, 그리고 13D; 감마선 조사후 1시간, 1, 7, 그리고 13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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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70. 조구 (a와 b)  조사구 (c와 d)의 엽병에서 도  (a와 c)과 유조직 세포 (b와 d)의 

H2O2 국재양상. 1H, 1D, 7D, 그리고 13D; 감마선 조사후 1시간, 1, 7, 그리고 13일



- 147 -

그림 71. 조구 (a와 b)  조사구 (c와 d)의 떡엽에서 도  (a와 c)과 유조직 세포 (b와 d)의 

H2O2 국재양상. 1H, 1D, 7D, 그리고 13D; 감마선 조사후 1시간, 1, 7, 그리고 13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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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72. 조구 (a와 b)  조사구 (c와 d)의 하배축에서 도  (a와 c)과 유조직 세포 (b와 

d)의 H2O2 국재양상. 1H, 1D, 7D, 그리고 13D; 감마선 조사후 1시간, 1, 7, 그리고 13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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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73. 감마선 조사후 호박 조직별 H2O2 함량 변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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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3  방사선 내성 인자를 활용한 신기능성 작물의 개발

1. 주요연구내용

가. 방사선에 의한 식물의 항산화능 증진과 환경내성 증가 체계 확립

나. 선량 조사에 따른 항산화 효소  물질의 분석과 인자탐색

다. 항산화능 증가 식물체의 환경 내성 평가

라. 내성인자를 활용한 고부가가치․친환경  기능성 식물체 개발

2. 추진 략

방사선 내성인자를 규명하기 해 방사선에 의한 식물의 항산화능 증진 기작을 조사하 으

며 방사선에 의해 유도되는 항산화 효소  물질을 규명하고 련 유 자의 분리  형질 환체 제

작을 시도하고자 하 다. 따라서의 안동 학교 탁연구(연구책임자: 권순태)를 통해 방사선 유도 

항산화 효소와 이차 사산물을 분석하 으며 온, 고 , UV-B, 고염 등의 산화스트 를 통해 방사

선 유도 내성인자를 탐색하 다. 한 복분자에서 선량에 유도되는 내성인자 유 자를 분리하여 

고부가가치/친환경  기능성 원 작물을 개발하고자 하 다.

3. 연구방법  연구결과

가. 방사선에 의한 식물의 항산화능 증진과 환경내성 증가 체계 확립

(1) 염스트 스 하에서 내성 증가를 한 선량 방사선 수  확립

(가) 연구방법: 염분 토양에서 작물의 생산성 감소를 최소화시키기 한 선량 방사선

의 정 수 을 확립하기 해 0～32 Gy 수 으로 방사선을 조사한 일품벼와 간척벼의 유묘에 

7일간 염을 처리한 후 장, 생체 , 건물 , 상 생장율 등의 생육양상과 상 수분함량, 기

도도에 의한 식물의 막투과성 정도를 측정하 다. 

(나) 연구결과: 염 처리에 따른 생장반응은 무 처리구에 비해 두 품종 모두 염 처리구

에서 생육이 감소하 으며, 장과 생체 보다 건물 에서 더 많은 감소를 보 다. 이외에도 

기건량에 한 단 시간당 건물의 증가를 나타내는 상 생장율을 찰한 결과, 체 상 생

장율이 염 처리구에서 50% 이상 억제되었다. 그러나 이러한 생육억제는 선량 방사선에 의해 

경감됨을 확인할 수 있었다. 특히, 기 상 생장율의 경우 염 처리시 4 Gy 조사구가 조구보

다 30% 이상의 경감효과를 보 다. 한 염 스트 스에 한 조직의 막투과성 정도는 염 처리

에 의해 4배 정도 피해를 보 으나 4 Gy 조사구에서 10% 이상의 경감효과를 보 으며, 상

수분함량도 30% 정도의 감소를 보인 염 처리구에서 선량 방사선의 효과를 확인 할 수 있었

다. 

(2) 염스트 스 하에서 선량 방사선과 호르몬 처리에 따른 생장과 삼투조 물질  합성 

사의 변화 규명
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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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연구방법: 환경 스트 스에 해 경감효과를 보이는 선량 방사선과 생물학  스

트 스에 반응하여 생성되어 방어 련 사산물의 변화를 재하는 이차 신호 달물질로 인식

되고 있는 호르몬인 jasmonic acid (JA)를 처리한 벼에서의 염 스트 스 경감 효과를 확인하

고자, 선량 방사선 조사와 JA 후처리 후 상 생장율과 삼투조 물질인 proline 함량 그리

고 엽록소 함량을 조사하 다.

(나) 연구결과: 염 처리 7일 후 조사한 상 생장율은 염 처리구에서 50% 이상 감소되

었으며 그 감소효과는 선량 방사선과 JA 처리에 의해 15% 이상 억제되었다(그림 74). 한 

상 수분함량 조사에서도 염처리구에서 30% 이상의 감소를 보 는데 JA 처리에 의해 그 피해

정도가 경감되었다(그림 75). 이러한 효과는 electrolyte leakage(그림 76), MDA 함량(그림 77), 

삼투조 물질인 proline 함량(그림 78)과 합성 련 색소인 엽록소 함량에서도 확인할 수 있

었는데, proline의 경우는 염처리구에서 JA 처리에 의해 12% 정도 증가하 으며 선량 방사

선에 의해서는 8% 정도 증가하 다. 한 엽록소 함량도 JA와 선량 방사선에 의해 5～7% 

정도 증가하여 염스트 스 하에서의 피해 경감효과를 확인할 수 있었다. 이러한 결과는 합성

지표인 quantum yield에서도 확인되었다(그림 79).

(3) 염스트 스 하에서 내염성 감수성 품종과 항성 품종 간에 삼투압조 물질 합성 련 유

자와 Na+ 수송 련 유 자의 발  양상18)

(가) 연구방법: 내염성 감수성 품종인 IR29 와 항성 품종인 Pokkali 식물체에 100 

mM의 염을 처리한 후 염 처리 1일, 3일, 7일 째와 회복 10일 째에 잎과 엽신의 sample을 채

취하여 RNA를 분리한 다음 RT-PCR을 통해 삼투압조 물질인 proline 합성 유 자 P5CS 

(1-pyrroline-5- carboxylate synthetase)와 Na
+
 수송 련 유 자인 NHX2의 발  패턴을 확인

하 다. 

(나) 연구결과: 염처리 1일, 3일, 7일 째와 회복 10일후에 RT-PCR을 통해 삼투압조

물질인 proline 합성 유 자 P5CS와 Na
+
 수송 련 유 자인 NHX2의 발  패턴을 확인한 결

과, 1일 후의 잎에서는 NHX2 유 자만 IR29와 Pokkali 두 품종 모두에서 염처리에 의해 발

이 증가하 고 엽신에서는 Pokkali 품종만 P5CS와 NHX2의 발 이 증가하 다. 한 염 처리 

3일 후에는 잎에서 두 품종 모두 P5CS의 발 이 증가하 다. 그러나 염 처리 7일 째와 회복 

후 10일에는 두 유 자 모두 별다른 차이를 보이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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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74. 염스트 스 하에서 선량 방사선과 호르몬 처리에 따른 생장 변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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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75. 염스트 스 하에서 선량 방사선과 호르몬 처리에 따른 water content 변화.

Regend는 그림 74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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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76. 염스트 스 하에서 선량 방사선과 호르몬 처리에 따른

electrolyte leakage 변화. Regend는 그림 74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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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77 염스트 스 하에서 선량 방사선과 호르몬 처리에

따른 MDA content 변화. Regend는 그림 74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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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78. 염스트 스 하에서 선량 방사선과 호르몬 처리에 따른

proline content 변화. Regend는 그림 74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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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79. 염스트 스 하에서 선량 방사선과 호르몬 처리에 따른

quantum yield 변화. Regend는 그림 74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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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염스트 스 하에서 선량 방사선 처리  JA 후처리가 항산화 동질효소 유 자, 삼투압

조 물질 합성 련 유 자, 그리고 Na+ 수송 련 유 자의 발 에 미치는 향 조사 

(가) 연구방법: 2주간 수경재배한 벼 식물체에 4 Gy의 선량 방사선과 40 mM의 

NaCl을 처리하고 하루 뒤 30 μM의 JA를 다시 처리한 후 염스트 스가 나타나도록 6일간 더 

수경재배하 다. 최종 으로 염스트 스에 한 선량 방사선 처리  JA 후처리 효과를 

조사하기 해 superoxide dismutase (SOD), ascorbate peroxidase (APX), catalase (CAT) 동

질효소 13종의 유 자와 proline 합성 련 유 자 (P5CS), 그리고 Na
+
/H
+
 antiporter 유 자 

(NHX2)에 해 RT-PCR을 수행하 다. 각 유 자의 발 수 은 내부 비교유 자인 actin과 

18S ribosomal RNA (18S rRNA)과 비교하여 유의성을 단하 다.

(나) 연구결과
18,23)
: 40 mM의 NaCl을 수경재배 인 벼에 처리할 때 최 화학효율 

(Fv/Fm), 계2의 양자수율 (ΦPSII), 화학  형 소멸지수 (qP)가 감소하며 비 화학  형

소멸지수 (NPQ)는 증가함을 확인하 다. 30 μM의 JA가 NaCl과 함께 처리될 때 Fv/Fm, ΦPSII, 

qP의 감소는 유의 으로 경감되었으나 NPQ의 증가는 오히려 강화되었다. 반면에, 항산화동질

효소 유 자의 발 은 NaCl 처리에 의해 차별 으로 변화되었는데, cCuZn-SOD2 발 은 증가

한 반면 cAPXb, CATb, CATc 발 은 오히려 감소하 다. 자스몬산 처리는 염스트 스에 의

해 유발된 pCuZn-SOD의 발 감소를 방해주었으나 cAPXa와 Chl_tAPX 발 은 더욱 감소

시켰다. 안 으로, 염스트 스에 한 내성과 련 있는 것으로 알려진 NHX2와 P5CS는 염

스트 스하에서 자스몬산 처리에 의해 발 이 증가되었다(그림 80). 반면에 4 Gy의 선량 방

사선 조사는 염스트 스하에서 항산화동질효소 유 자와 NHX2, P5CS의 발 에 거의 향을 

미치지 않았다. 따라서, 선량 방사선에 의한 염스트 스에 한 내성증가는 항산화동질효소 

유 자나 NHX2, P5CS 발  자체의 변화보다는 단백질수 의 활성변화 등에 의해 결정될 것

으로 생각된다.

(5) 벼멸구 항성 유 자와 내염성과의 련성 조사

(가) 연구방법: 일품과 상해향 나를 상으로 벼멸구 항성을 확인하기 해서 SSR 

marker R208의 다형성을 실험하 다. 확실한 차이를 보인 두 자포니카 품종 (일품벼와 상해향

나)을 상으로 벼멸구 항성 유 자 (Os-Bil)와 내염성과의 련성을 조사하 다. 이를 

해 두 품종에서 염처리에 의한 Os-Bil 발 량의 변화를 real-time PCR을 이용해 정량화 하

으며, 인디카 두 품종 (Pokkali와 IR29)의 결과와 비교하 다. 

(나) 연구결과: 벼멸구 항성 마커 (R208)에서 확실한 차이를 보인 두 자포니카 품종 

(일품벼와 상해향 나)과 두 인디카 품종 (Pokkali와 IR29)을 상으로 벼멸구 항성 유 자

와 내염성과의 련성을 조사한 결과, 일품벼는 발 이 농도 의존 으로 감소하 으며, 상해향

나는 50 mM 에서만 약간 증가하 다. 비교해서, 내염성인 Pokkali는 Os-Bil의 발 량이 

100 mM의 NaCl 처리에 의해 약 2배 증가하 으나 감수성인 IR29는 같은 농도에서 발 량이 

감소하 다. 이러한 결과들은 벼멸구 항성 유 자 (Os-Bil)가 어도 인디카 품종들의 내염

성 차이에 여함을 의미하는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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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80. 염스트 스 하에서 방사선과 JA 처리에 따른 NHX2 와 P5CS gene express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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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Zeaxanthin 합성을 못하는 NPQ 돌연변이체를 이용해 방사선내성인자 규명
24)

(가) 연구방법: 비 화학  형 소멸 (NPQ) 돌연변이 애기장 의 확인을 해 엽록소 

형 을 측정하 다. 애기장  잎을 가지고 세기 800 umol photon m
-2
s
-1
, 22℃의 조건에서 1, 

3, 5시간동안 고 스트 스를  후 합성 기구에 미치는 향을 엽록소 형 지표를 이용해 

분석하 다. 한 200 Gy의 감마선 조사후 2일뒤 NPQ를 측정하여 야생형과 돌연변체의 감마

선 내성정도를 조사하 다.

(나) 연구결과: 고 스트 스 후 최 화학효율 지표인 Fv/Fm을 분석한 결과 돌연변

이종에서 보다 빠른 감소가 확인되었다(그림 81). 이것은 야생종에 비해 NPQ 돌연변이체가 고

스트 스에 민감함을 의미한다. 반면에 200 Gy의 감마선을 조사한 경우 야생종에 비해 NPQ 

돌연변이체의 NPQ 생성은 덜 향을 받았다. 이것은 NPQ와 직 인 연 계가 있는 

zeaxanthin 생성이 감마선에 매우 민감하며 이로 인해 zeaxanthin 생성이 억제되는 NPQ 돌연

변이체의 NPQ 생성은 덜 향을 받는 것으로 생각된다(그림 82). 

나. 선량 조사에 따른 항산화 효소  물질의 분석과 인자탐색

(1) 방사선조사에 의한 마늘의 항산화 능  무기원소흡수

(가) 연구방법: 방사선 조사한 마늘에서 항산화 효소인 SOD와 POD 활성, DPPH 

radical 소거활성을 측정하 고 무기원소 함량을 조사하 다. 

(나) 연구결과: 방사선 조사한 마늘의 항산화 활성을 조사한 결과, SOD 활성은 조구

와 방사선조사구 간에는 34.5～36.0 unit/g․fw으로 유의성이 없었고, 비활성 역시 6.5～6.9 

unit/mg․protein로 유의성이 없었다. 인편에서 형성된 구의 POD 활성은 조구가 0.39 unit/

g․fw인데 비해 1, 5  10 Gy에서 각각 51.3%, 10.3%  81.2% 감소율을 보 다. 비활성 역

시 조구가 0.08 unit/g․fw인데 비해 1, 5  10 Gy의 경우 50%, 25%  62.5%의 감소율을 

보 다. 단백질 함량은 유의성이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방사선 조사한 마늘의 DPPH radical 

소거활성을 측정한 결과 조구와 비교하여 1 Gy와 5 Gy는 활성이 낮았고 10 Gy의 경우는 

21.7% 높게 활성이 나타났다. 방사선 조사한 마늘의 무기원소 함량을 분석한 결과는 Zn은 5월 

20일에 5～10 Gy의 선량에서 함량이 높았으며 6월 20일경에는 체 으로 함량이 어들었지

만 고선량에서는 Zn의 함량이 높게 나타났다. Mn의 경우 5월 20일에서는 10 Gy에서 함량이 

높다가 수확기인 6월 20일에 도달했을 때는 조사간의 차이가 나타나지 않았다. Fe의 경우 5월 

20일에는 조구보다 1 Gy에서 높은 함량을 보 으나 수확기인 6월 20일에는 10 Gy에서 함량

이 높게 나타났다. Ca의 경우 5월 20일과 6월 20일 모두 조구에서 높은 함량을 보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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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81. 애기장  잎에 고 스트 스 처리 후 최 화학효율 지표 (Fv/Fm) 분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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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82. 감마선 조사  ( 쪽) 후 (아래쪽)의 애기장  잎에서 NPQ 분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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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방사선에 의한 배양세포의 항산화 능 변화 

(가) 연구방법: 13종의 배양세포주에 방사선을 조사하여 세포내에서 발생하는 항산화 

능 변화를 측정하 다.  

(나) 연구결과: 13종의 식물세포에 방사선 10 Gy를 조사하고 48시간 후에 SOD와 POD

의 활성을 측정하 다. 먼  SOD 활성을 보면 방사선 조사 후 활성이 증가하는 식물종이 있

는 반면 방사선 처리에 의해 활성이 증가하지 않는 종들도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고추( 탑), 

고구마, 담배, 기린 , 고추(수비 )는 방사선 조사 후에 SOD의 활성이 히 증가하는 것을 

볼수 있는데, 특히 비활성이 가장 높았던 고구마의 경우 조구의 비활성이 407 unit/mg 

protein이었으나 10 Gy를 조사한 경우 587 unit/mg protein으로 1.44배가 증가하 다. 고추의 

경우도 탑  수비  가 각각 1.68배, 1.89배가 증가하 다. 방사선 조사 후 활성이 증가하는 

식물종의 부분이 조구에서도 활성이 높은 종으로 나타났다. POD의 경우도 방사선 조사 

후 SOD의 활성이 증가했던 종(고추 탑, 고구마, 담배, 기린 , 고추 수비 )에서 활성이 

히 증가하 다. 

(3) 선량 조사 식물체의 항산화효소 (SOD, APX, GR) 활성  항산화제 (ascorbate) 함량의 

변화
3)

(가) 연구방법: 2, 4, 8, 16 Gy의 선량 방사선을 종 28일째 고추 식물체에 직  조

사한 뒤 7일 후 조구 (0 Gy)와 SOD, APX, GR 활성  ascorbate 함량에서의 차이를 비교

하 다.

(나) 연구결과: 이 의 연구에서 생체 선량 방사선 조사가 고추 식물체의 합성 색

소 함량과 합성 형 지표들에 변화를 래하며 고   UV-B 스트 스에 한 항성을 

증가시킴을 보고하 다. 본 연구에서는 선량 방사선 조사에 따른 고   UV-B 스트 스에 

한 항성 증가가 항산화 효소활성  항산화제 함량의 변화와 유의 인 계가 있는지를 

조사하고자 하 다. 이를 해 표  항산화 효소들인 SOD, APX, GR의 활성을 측정하 으

며 항산화제로는 ascorbate의 함량을 조사하 다. 결과 으로 선량 방사선의 생체 조사는 

SOD와 APX의 활성  ascorbate의 함량을 증가시켰으며, 특히 APX 활성과 ascorbate 함량

은 상호 연 되어 2-16 Gy의 범 에서 선량의존 인 증가를 보 다(그림 83). 반면에 GR의 

활성은 오히려 방사선 조사구에서 유의 으로 감소하 다. 따라서, 선량 방사선의 생체 조사

에 의한 스트 스 항성 증가는 높은 SOD, APX 활성  ascorbate 함량과 연 이 있는 것

으로 생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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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83. 선량 조사 고추 식물체의  항산화효소 활성 변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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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감마선 조사후 벼 잎에서 SOD 동질효소의 활성 분석
16)

(가) 연구방법: 30일간 생육한 벼 식물체에 500 Gy의 방사선을 조사하고 6, 12, 24, 48, 

72시간 후에 채취한 벼 잎으로부터 SOD 동질효소의 활성을 분석하기 50 mM KPi buffer, 1% 

Triton X-100, 그리고 7 mM β-mercaptoethanol로 구성된 extraction buffer를 이용해 효소를 

추출하 다. SOD 동질효소의 활성은 이 효소 추출액을 이용해 native polyacrylamide gel 

electrophoresis (native-PAGE)를 실시한 후 nitroblue tetrazolim (NBT)을 이용해 gel을 염색

한 후 분석하 다. 

(나) 연구결과: 500 Gy의 감마선 조사후 SOD 동질효소들의 유 자 발 이 감소하 지

만 이러한 유 자 수 의 변화가 반드시 단백질 함량 는 효소활성의 변화를 의미하는 것은 

아니다. 따라서 감마선 조사에 따른 벼 잎의 생리  손상에 각 SOD 동질효소가 얼마나 연

되는 지 확인하기 해서는 단백질 수 의 효소활성을 조사할 필요가 있다. 이를 해 벼 식물

체에 500 Gy의 감마선을 조사한 후 잎조직의 SOD 동질효소 활성변화를 native gel 상에서 분

석하 다. 그 결과 조사구의 일부 CuZn-SOD 동질효소들의 활성이 감마선 조사 후 48시간까

지 조구보다 높았지만 72시간에는 모든 동질효소들의 활성이 감소하 다(그림 84). 이러한 

결과는 500 Gy의 감마선 조사 후 어도 72시간부터는 SOD 동질효소들의 유 자 발 과 효

소활성의 변화가 상호연 이 있으며 벼 잎의 생리  손상에 한 원인이 될 수 있음을 의미한

다. 

(5) 감마선 조사 후 식물 조직별 POD 국재 양상 분석
6,25)

(가) 연구방법: 환경스트 스의 indicator로서의 세포벽 내의 peroxidase(POD)의 국재

를 악한다. 1 kGy의 방사선을 종 9일째 호박 식물체에 직  조사한 뒤 19일 후 조구(0 

Gy)와 POD의 국재 양상과 활성 차이를 비교하 다.

(나) 연구결과: POD는 항산화 물질들  세포내의 과산화수소의 분해에 한 요한 

역할을 한다. 그리고 한 산화물질에 한 세포와 막구조를 보호한다. POD는 한 리그닌화, 

수베린화, 세포 신장, 생장 그리고 세포벽 생합성을 조 하는 다양한 기능을 수행한다. 그래서 

세포벽 형성에 여하는 이 효소의 국재 치와 분포 양상의 차이 을 악하는 것은 매우 

요하다. 면역 자 미경을 사용하여 도 과 유세포에서의 POD국재 양상을 식물 조직별로 조

사하 다(그림 85-88). 조구와 감마선 조사구에서 POD의 국재를 나타내는 입자는 주로 도

과 유세포의 세포질과 원형질막 그리고 세포벽에 주로 나타났다. 감마선 조사 후 호박의 조

직별 도 과 유세포의 표지 분포 양상은 조구의 그것과 유사한 경향을 보 지만 국재는 

조사구에 비해 조구의 세포간극에서 낮게 나타났다. POD의 국재 치를 보여주는  입자

의 도는 감마선 조사 후 유세포의 세포간극에서 한 증가를 보 지만, 도 벽에서는 그 

차이가 미미하 다. 이러한 경향은 엽병의 유세포에서 확연하게 찰되었다. 이러한  도의 

증가는 감마선 조사에 한 방어기작의 하나로서 POD활성이 증가된 것으로 생각되며, 세포벽 

합성에 크게 여한 것으로 생각된다. 아울러 감마선에 한 POD 활성의 증가는 도 보다는 

유세포에서 더 크게 나타났으며, 주로 세포간극에서 크게 증가하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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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84. 감마선 조사 후 벼 잎에서 시간에 따른 SOD 동질효소의 활성 변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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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85. 잎에서 POD 국재: vessel(A와 B), parenchyma cell(C와 D), 조구(A와 C),

1 kGy 조사구(B와 D); CML, cell corner middle lamellae; V, vessel wall Bar = 0.5 ㎛



- 168 -

그림 86. 엽병에서 POD 국재: vessel(A와 B), parenchyma cell(C와 D), 조구(A와 C), 

1 kGy 조사구(B와 D); CML, cell corner middle lamellae; V, vessel wall Bar = 0.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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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87. 떡잎에서 POD 국재: vessel(A와 B), parenchyma cell(C와 D), 조구(A와 C),

 1 kGy 조사구(B와 D); CML, cell corner middle lamellae; V, vessel wallBar = 0.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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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88. 하배축에서 POD 국재: vessel(A와 B), parenchyma cell(C와 D), 조구(A와 C),

1 kGy 조사구(B와 D); CML, cell corner middle lamellae; V, vessel wallBar = 0.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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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항산화능 증가 식물체의 환경 내성 평가

(1) 선량 조사 후 염스트 스에 한 항산화능  합성능 반응 검정
26)

(가) 연구방법1: 환경스트 스에 한 선량 방사선의 생장 반응을 검정하기 해 일

품벼와 흑미 종자에 8 Gy의 선량 방사선을 조사한 후 조구와 함께 NaCl 농도를 0, 50 

mM, 100 mM 처리하여 온실에서 수경재배를 하면서 종 14일 후 유묘생육을 측정하 다.

(나) 연구결과1: 발아율 조사에서는 일품벼가 흑미보다 더 빠른 출 을 보 다. 한 

NaCl 처리 농도 증가에 따른 발아율은 두 품종 모두 감소하 으나 선량 방사선에 의한 효과

는 다르게 나타났다. 발아 기에 일품벼는 선량 조사구가 조구보다 더 높은 발아율을 보

으나 흑미는 별다른 증가를 보이지 않았다. 최종발아에서는 두 품종 모두 별 차이가 없었다.  

종 14일 후 측정한 유묘 장은 발아율과 같은 경향으로 NaCl 농도가 증가함에 따라 생장이 

감소하 으며 선량 방사선 조사구에서 내성이 증진되어 생장이 덜 감소하 다. 특히 그 효과

는 NaCl 처리농도 100 mM에서 뚜렷하 다.  

(다) 연구방법2: 일품벼와 흑미에 8 Gy의 선량 방사선을 조사한 후 조구와 함께 

NaCl 농도를 0, 50 mM, 100 mM 처리하여 14일 동안 생장시킨 후 SOD와 APX 활성 측정을 

통해 환경스트 스에 한 선량 방사선의 경감효과와 항산화 능 증진에 한 연 성을 조사

하 고, 합성 기구 해석을 해 엽록소 형 을 이용하여 합성 능을 조사하 다. 

(라) 연구결과2: NaCl 처리 농도에 따른 항산화 효소인 SOD 활성은 NaCl 농도 증가에 

따라 높은 값을 보 다. 한 염 stress에 한 내성 증진효과가 선량 조사구에서 나타났으

며 특히 그 효과는 NaCl 처리농도 100 mM에서 뚜렷하여 선량 조사구에서 조구보다 30% 

이상 활성이 증가하 다. APX 활성 한 SOD 활성과 같은 경향으로 NaCl 처리 농도가 증가

함에 따라 높았으며 일품벼보다 흑미에서 더 유의성 있는 증가를 보 다. 한 100 mM에서 

선량 조사구가 조구보다 일품벼와 흑미에서 각각 11%와 22% 높은 활성을 보여 환경 스

트 스에 한 내성효과가 선량 방사선 조사에 의해 증진됨을 확인 할 수 있었다. 염스트

스에 한 합성 능을 확인하기 해 14일 된 벼 잎에서 엽록소형 을 측정한 결과, 최 형

능인 Fv/Fm가 일품벼에서는 100 mM에서 감소하 으나 선량 조사구와 조구간에는 별다

른 차이를 보이지 않았다. quantum yield of PSII(ΦPSII)는 NaCl 처리에 의해 감소하 는데 그 

감소율은 일품벼보다 흑미에서 더 뚜렷하 다. 비 화학  소멸인 NPQ는 NaCl 처리 농도에 

따라 증가하 으며 그 값은 선량 조사에 의해 감소됨을 확인 할 수 있었다. 벼 잎의 엽록소 

함량은 일품벼보다 흑미에서 더 높은 값을 보 고 NaCl 처리 농도에 따라서는 확연한 감소를 

보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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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선량 방사선이 생체 내 조사된 식물체에서 UV-B  스트 스 반응
3,27-29)

(가) 연구방법: 선량 방사선이 조사된 고추 유식물체에 추가 인 UV-B   스트

스를 처리하여 식물체내 방사선 조사구에 특이 인 스트 스 반응(형 지표  색소 함량의 

변화)을 조사하 다.

(나) 연구결과: 선량 방사선이 생체 내 조사된 식물체에서 UV-B 스트 스 반응은 

선량 방사선 조사 후 1일째 측정된 합성 형 지표의 변화와 매우 유사하여 빛에 지의 

화학  이용을 의미하는 Fo와 Fm의 감소  qP와 ETR의 증가가 찰되었고, 반면에 비 화

학  이용의 지표인 qN과 NPQ는 감소하 다(그림 89). 그러나 합성 효율의 지표인 Fv/Fm

는 방사선 조사에 의해 거의 변화가 없었고 조사구와 조구 사이에서도 차이가 없었지만 추

가 인 UV-B 스트 스에 의해서는 크게 감소하 고 조구에 비해 상 으로 조사구에서 

높은 값을 유지하 다. 이것은 선량 방사선의 식물체내 조사가 UV-B 스트 스에 한 내성

을 부여한 것으로 생각된다. UV-B 스트 스와 달리 고 스트 스는 Fo, Fm, qN, NPQ가 증

가하 고, 반면에 qP, ETR, Fv/Fm는 2, 4 Gy에서 일부 증가를 제외하고는 조구에 비해 오

히려 감소하 다. 이것은 조사구가 고 스트 스 아래서 빛에 지의 비 화학  이용률이 비조

사구보다 높으며, 반면에 상 으로 화학  반응에의 이용률은 다소 떨어짐을 의미한다. 따

라서 조사구가 조구에 비해 고 스트 스에 민감할 수 있다. 그러나 생육증진이 일어난 2, 4 

Gy의 경우 고 스트 스 이후 조구와 같거나 오히려 다소 높은 qP, ETR, Fv/Fm를 유지하

으므로 선량 방사선이 고 스트 스 반응에 미치는 향은 조사된 선량에 어느 정도 의존

하는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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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89. 선량 조사된 고추 잎에서 UV-B (A, B, C)와 고  (D, E, F)

스트 스 처리 후 형 지표의 변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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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인  노화처리 후 선량 방사선 조사한 종자의 발아  생리기작 규명
30,31)

(가) 연구방법: 황 콩 두종자를 40℃, 상 습도 100%의 water bath에서 3일, 5일간 

각각 인 으로 노화를 진행시킨 다음 조구, 3일노화종자, 5일노화종자에 4 Gy와 8 Gy의 

선량 방사선 조사하 다. 발아율은 25°C 암발아 상태에서 종 2일 후부터 4일 후까지 측정

하 다. 한 종자의 α-amylase 활성  호흡율 변화를 통해 선량 방사선에 의한 노화종자

의 기작을 규명하 다. 

(나) 연구결과: 노화된 종자일수록 낮은 발아율을 나타내었으며 4 Gy 선량 방사선은 

3일 노화된 종자의 발아율을 향상시켰다. 황 콩 조구와 3일, 5일 노화종자에 4 Gy와 8 Gy

의 선량 방사선을 조사한 후 종자의 α-amylase 활성은 노화처리에 의해 많은 감소를 보 으

며 선량 방사선에 의해 약간 상승된 값을 보 다. 노화된 종자의 종자유출액은 높은 기

도도를 나타내었으며 선량 방사선의 향은 없었다. 종자호흡율에는 노화처리가 강한 향을 

미쳤으며 선량 방사선은 효과가 없었다.

(4) 방사선과 자외선에 한 고추 식물체  배양세포의 생장반응과 capsidiol 생합성 유 자의 

발 차이
28,32)

(가) 연구방법1: 습윤 처리한 고추종자에 방사선 1, 5, 10  50 Gy와 자외선 0.5, 1, 6 

 24시간을 처리하고 45일 후에 발아율, 장, 엽수, 엽면   건물 을 조사하 다. 

(나) 연구결과1: 습윤 처리한 고추종자에 10 Gy 이상의 고선량에서는 발아된 식물체의 

장, 엽면   건물 에 억제작용을 하 으며, 선량인 1 Gy 조사는 발아된 식물의 건물  

증가에 효과 이었다. 자외선을 종자에 처리한 경우는 종자의 발아나 발아된 식물체의 장, 

엽수, 엽면   건물 이 처리간에 유의한 차이가 없었으며 조구와의 차이도 인정되지 않았

다. 이는 방사선의 조사가 고추의 발아  생장을 하게 변화시키는 것과는 조 인 결과

를 보 다. 따라서 종자처리에서는 방사선이 자외선보다 발아뿐만 아니라 발아된 식물체의 

기생장에 더 큰 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다) 연구방법2: 일정선량의 방사선과 자외선에 식물체를 노출시킨 후 정상상태로 두어 

20일간의 피해 진  상황을 찰하 다.  

(라) 연구결과2: 자외선에 30분간을 처리한 식물체와 6시간을 처리한 식물체의 가시  

피해정도를 비교해 보면, 처리 기에는 6시간 노출한 식물체의 피해가 심각하지만, 30분간 노

출한 식물체도 차츰 피해부 가 증가하기 시작하여 처리 20일 후에는 두 식물체의 피해정도가 

거의 비슷하며, 두 식물체 모두에서 자외선에 노출된 잎들은 고사되었다. 한편 방사선을 조사

한 식물체는 자외선 처리와 같은 심각한 잎의 고사 상은 나타나지 않으나 처리 후 약 10일간

은 식물의 생육 조가 나타나며 50 Gy의 고선량에서는 20일 이후의 계속 인 찰에서도 장, 

엽 수  생체 의 증가가 거의 나타나지 않는 생육이 정지된 상태로 있었다. 방사선과 자외선

을 배양세포에 처리한 후 이들 세포를 정상상태로 되돌린 후 일정한 시간 간격으로 세포활력

의 변화를 찰하 다. 우선 방사선 10  50 Gy를 조사한 경우를 보면 조사 직후의 세포활력

은 각각 62.0  58.4% 이었으나 시간이 경과함에 따라 세포활력이 서서히 회복되어 10 Gy 조

사한 후 12일째에는 오히려 조구보다 높은 109.5%의 세포활력을 보 고, 50 Gy를 조사한 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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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도 12일 후에는 78.7%의 활력을 보여 방사선을 처리한 직후보다 세포활력이 회복되는 것으

로 나타났다. 한편 자외선을 처리한 배양세포는 30분  6시간 처리 직후에는 각각 121.0%  

31.6%의 활력을 보이나 처리 12일후에는 각각 12.8  7.5%로 세포활력이 히 떨어져 있

었다. 

(마) 연구방법3: 방사선 50 Gy 혹은 자외선 6시간을 처리한 식물체나 배양세포를 스트

스가 없는 정상상태로 되돌린 후 시간의 경과에 따른 capsidiol의 생합성 유 자 발  정도

를 확인하 다.  

(바) 연구결과3: 방사선 50 Gy 혹은 자외선 6시간을 처리한 식물체나 배양세포를 스트

스가 없는 정상상태로 되돌린 후 시간의 경과에 따른 capsidiol의 생합성 정도를 분석하 다

(그림 90). 방사선을 조사한 식물체에서는 capsidiol이  검출되지 않았으나, 자외선을 6시간 

처리한 식물체는 처리한 직후에 이미 capsidiol의 생합성이 이루어졌고, 처리 1일 후에는 처리

직후의 2.54배가 증가한 최고수 에 도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배양세포는 식물체보다는 

capsidiol의 생성량이 으나 처리 1일 후부터 생성되는 것으로 찰되었다. 아래 그림은 고추

세포가 병원균의 침입이나 환경스트 스에 의해 fanesyl diphosphate(FPP)를 기질로 5-epi- 

aristolochene(EAS)를 거쳐 최종 으로 독성물질인 capsidiol을 생합성하는 과정과 이에 여하

는 효소 유 자의 northern blot 결과를 나타내었다. 본 실험의 결과에서 방사선을 조사한 식물

체는 capsidiol의 생성이나 련 유 자의 발 이  찰되지 않는 반면, 자외선을 처리한 

식물체는 세포내에 capsidiol이 다량 축 되며 생합성에 여하는 두 유 자의 발 이 뚜렷하

게 찰되었다. 이는 자외선 스트 스가 식물체내에 독성물질인 capsidiol의 생합성을 유도하여 

체내에 계속 으로 축 되게 함으로써 식물체가 정상상태로 되돌린 후에도 피해가  심해

지면서 고사하는 원인과도 련이 있을 것으로 추정된다. 한편 고추의 capsidiol의 생합성과정

에서 발 되는 cytochrome P450 유 자의 발 을 비교한 결과 자외선에서는 12개의 clone이 

모두 발 되었으나 방사선에 의해서는 C450K06, C450K08, C450K12에서만 미약한 발 을 보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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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선량 방사선이 산화스트 스 항성에 미치는 향
33)

(가) 연구방법: 종후 28일된 고추 식물체에 4, 8, 16 Gy의 선량 방사선을 조사한 후 

1일과 5일째 제 1 본엽을 취해 2 cm 잎 편을 만들었다. 잎 편은 28℃의 암상태에서 10uM 

methylviologen (MV) 용액에 2시간동안 띄워 둔 다음 330 μmol m-2 s-1의 하에 옮겨 다시 

1, 2, 3시간동안 산화스트 스를 유도하 다. 합성 능력은 15분간 암 응된 잎 편을 이용해 

최 합성효율(Fv/Fm)을 합성형  기법으로 분석함으로서 구하 다.

(나) 연구결과: MV 처리는 고추잎의 합성 효율을 크게 감소시켰으며 이러한 감소는 

MV 처리시간에 비례하 다(그림 91). 반면에 고추 식물체에 4, 8, 16 Gy의 선량 방사선을 

조사한 경우 MV 처리에 의한 잎의 합성 효율 감소는 유의 으로 보호되었으며 이러한 효과

는 체로 조사선량에 의존 이었다. 따라서 선량 방사선은 식물의 산화스트 스 항성을 

증가시키는 것으로 단된다.

(6) 선량 방사선이 온내성에 미치는 향 규명
33)

(가) 연구방법: 종후 25일된 고추 식물체에 4, 8, 16 Gy의 선량 방사선을 조사한 후 

330 μmol m-2 s-1, 4℃의 조건에서 3, 6, 12시간동안 온스트 스를 주었으며 합성 기구의 

온 해에 미치는 선량 방사선의 향을 규명하기 해 15분간 암 응된 잎 편을 이용

해 엽록소 형 지표들 (Fv/Fm, qP, 그리고 ETR)을 분석하 다.

(나) 연구결과: 고추 식물체에 4, 8, 16 Gy의 선량 방사선을 조사한 후 330 μmol m-2 

s
-1
, 4℃의 조건에서 3, 6, 12시간동안 온스트 스를  후 합성 기구의 온 해에 미치

는 선량 방사선의 향엽록소 형 지표를 이용해 분석하 다. 최 화학효율 지표인 

Fv/Fm와 계의 자 달효율 지표인 ETR은 방사선 조사구들에서 선량의존 으로 온스트

스에 의한 감소가 경감되었다(그림 92). 반면에 화학  형 소멸 지표인 qP는 오히려 조사

구들에서 높게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는 선량 방사선이 고추 식물체의 온스트 스에 한 

항성을 증가시킴을 의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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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91. 선량 방사선이 조사된 고추 잎에 MV 처리 후 최  합성효율(Fv/Fm)의 변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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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92. 선량 방사선이 조사된 고추 잎에 온스트 스 처리 후 형 지표의 변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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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Sodium chloride 처리에 따른 선량 조사 식물체의 항산화 능 변화 탐색  항성 평가

(가) 연구방법: 고농도의 sodium chloride는 Na+와 Cl-의 이온들로부터 독성을 유기하

여 세포내 이온의 불균형을 래하게 된다. 이에 조직의 막투과성 정도를 나타내는 electrolyte 

leakage (EL) 와 지질 과산화 정도를 나타내는 malondialdehyde (MDA) 함량, 그리고 산화 스

트 스의 징후로 간주되는 chlorophyll (Chl) a/b  ratio를 측정함으로써 UV나 high light와 같

은 스트 스 하에서 항산화 능이 증가한 선량 조사 벼 식물체의 sodium chloride에 한 

항성 정도를 평가하 다.

(나) 연구결과: Sodium chloride 처리 시 벼 식물체의 electrolyte leakage는 조구에 

비해 4배 정도 증가하여 조직의 막투과성 피해 정도가 심하게 나타났으나 선량 조사에 의해 

그 피해 가 감소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그림 93). 이와 더불어, sodium chloride 처리에 

의해  MDA 함량도 조구보다 60% 이상 증가하여 식물체의 지질 과산화 정도가 심한 것으

로 나타났다. 그러나, 이러한 피해는 선량 방사선 4 Gy 조사에 의해 감소됨을 확인할 수 있

었다. 한, 산화 스트 스의 징후로 간주되는 Chl a/b  ratio의 감소가 sodium chloride 처리에 

의해 벼 식물체에서 나타났는데 선량 조사에 의해 그 피해 정도가 감소됨을 확인할 수 있었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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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93.  Sodium chloride 처리에 따른 선량 조사 식물체의 항성 평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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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 내성인자를 활용한 고부가가치/친환경  기능성 식물체 개발

(1) 리그닌 생합성 유 자 C4H (cinamate-4-hydroxylase)와 F5H (farulate-5-hydroxylase) 유

자 분리
34,35)

(가) 연구방법: 리그닌 생합성 유 자  C4H, F5H를 분리하기 해 일품벼를 생장 시

기별로 sampling하여 RNA를 추출한 후 RT-PCR을 수행하 고 체 길이의 cDNA를 얻고자 

5'/3' RACE을 이용하여 실험하 다. 한, 이들의 유 자의 특성 실험을 해 southern blot과 

northern을 수행하 다. 

(나) 연구결과: 리그닌 생합성 유 자  C4H, F5H를 분리하기 해 RT-PCR을 수행

한 결과 약 1kb의 cDNA 단편을 얻었고, 5'/3' RACE을 수행한 결과 ORF의 염기서열을 얻을 

수 있었고 염기서열을 이용하여 NCBI database 탐색한 결과 벼 염색체의 치 확인 할 수 있

었다. 이 게 얻은 염기서열을 이용하여 Southern blot과 Northern을 수행하여 유 자의 copy 

수 어린잎, 성숙한 잎, 엽신, 뿌리 부분에서의 유 자 발 량을 확인하 다(그림 94). 

(2) 벼 형질 환 벡터에 OsC4HL와 OsF5HL  유 자 클로닝

(가) 연구방법: 방사선에 의해 유기되는 유 자인 C4H (cinamate-4-hydroxylase)와 

F5H (farulate-5- hydroxylase) 두 유 자를 도입한 벼 형질 환체를 만들기 해 벼 형질

환용 벡터인 pGA1611에 OsC4HL와 OsF5HL 유 자를 클로닝하 다. 한 생체내에서 발

이 극히 미미한 F5H의 경우 C4H  promoter를 이용하는 경우 constitutive한 로모터인 35S 

promoter를 사용할 때보다 훨씬 높게 발 이 되는 에 착안하여 OsC4HL의 로모터 부분을 

찾아  다른 형질 환 벡터인 pCAMBIA3301에 클로닝하 다.

(나) 연구결과1: OsC4HL의 경우 pGA1611 벡터내의 멀티클로닝 사이트에 HindIII와 

SacI 제한효소 사이트를 이용하여 벡터를 비하고 OsC4HL  유 자의 양 말단에 HindIII와 

SacI 단편을 첨가한 라이머를 제작하여 삽입할 유 자를 비하 다(그림 95). OsF5HL의 

경우 pGA1611 벡터내의 멀티클로닝 사이트에 KpnI 제한효소 사이트를 이용하여 벡터를 비

하고 OsF5HL 유 자의 양 말단에 KpnI 단편을 첨가한 라이머를 제작하여 삽입할 유 자를 

비하 다. 비된 벡터와 삽입 DNA를 T4 DNA ligase를 이용하여 ligation하고 이 게 

ligation 된 라스미드는 E-coli (strain DH5a) 에 형질 환 하 다. 형질 환되어 나타난 여러 

클론들  정확히 유 자가 삽입된 클론의 경우 sequencing하여 아미노산 서열을 확인하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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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94. C4H와 F5H 유 자 클로닝 후 rice genome에서 copy 수를

 확인하기 한 southern hybridiz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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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95. 벼 형질 환 벡터인 pGA1611 벡터에 OsC4HL( 쪽)와 OsF5HL(아래쪽) 클로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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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연구결과2: OsC4HL promoter 부분의 경우 OsC4HL  유 자 start codon 앞에 2 

kb 되는 부분의 양 끝에서 라이머를 제작하고 일품벼의 genomic DNA를 추출한 후 PCR을 

통하여 상되는 부분을 pGEMT 벡터에 클로닝하여 sequence를 확인하 다. 이 게 확인된 

promoter 부분은 pCAMBIA3301 벡터의 35S promoter 부분을 제한효소인 NcoI 과 SacI 을 이

용하여 제거하여 비하고 pGEMT 벡터에 클로닝 되어있는 OsC4HL promoter 부분 한 같

은 제한효소인 NcoI 과 SacI 을 이용하여 삽입할 promoter 부분을 비한 후 T4 DNA ligase

를 이용하여 ligation하고 이 게 ligation 된 유 자는 E-coli (strain DH5a) 에 형질 환하

다(그림 96). 형질 환되어 나타난 여러 클론들  정확히 유 자가 삽입된 클론의 경우 

sequencing하여 아미노산 서열을 확인하 다.

(3) 복분자 잎에서 C4H와 F3H 유 자 분리  클로닝36,37)

(가) 연구방법: 복분자 (Rubus coreanus  Miq.)에서 flavonoid 생합성 유 자인 

cinnamate- 4-hydorxylase (C4H)와 Flavanone-3-hydroxylase (F3H)를 코딩하는 cDNA를 분

리하고자 복분자 잎을 sampling하여 RNA를 추출한 후 RT-PCR을 수행하 고 체 길이의 

cDNA를 얻고자 5'/3' Rapid Amplification of cDNA Ends (RACE) kit을 이용하여 실험을 수

행하 다.

(나) 연구결과: 5'/3' RACE를 통하여 밝 진 복분자 C4H와 F3H cDNA는 각각 1,515 

bp와 1,098 bp의 open reading frame으로 이루어져 있었으며 504개와 365개의 아미노산을 코

딩하고 있었다. 이는 보고된 다른 C4H/F3H 유 자들과 높은 동일성을 가지고 있었으며 특히, 

C4H는 사과나무와 94%, F3H는 딸기나무와 92%로 가장 높은 동일성을 가졌다. Genomic 

southern 결과는 C4H와 F3H 유 자 모두 한 개 이상의 multi-copy로 존재하 다(그림 9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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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96. 벼 형질 환 벡터인 pCAMBIA3301에 OsC4HL promoter 클로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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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97. C4H(왼쪽)와 F3H(오른쪽) 유 자의 Southern blot 분석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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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복분자의 C4H, F3H 유 자 특성 규명
36,37)

(가) 연구방법: Flavonoid 생합성에 여하는 C4H와 F3H 유 자의 발 기작을 살펴보

기 해 복분자의 과실 발달에 따라 green, yellow, red  black을 띄는 과실을 채취하 다. 

각 단계별 과실 sample의 RNA를 분리하기 해 CTAB-based method를 사용하여 정 농도

와 양의 RNA를 추출하 으며 분리한 RNA를 가지고 reverse transcription (RT)-PCR 실험을 

수행하 다. cDNA 합성을 해서는 AccuPower RT Premix (Bioneer, Daejeon, Korea)를 사

용하 고 PCR 실험은 RcC4H와 RcF3H 유 자의 specific primer를 각각 full sequence에서 제

작한 후 Perfect Premix ver. 2.0 (Takara Korea Biomedical Inc., Seoul, Korea)을 사용하여 

수행하 으며 control로는 Rubus sp. HistoneH3  유 자를 사용하 다. 한 두 유 자의 보다 

확연한 차이를 비교하기 해  SYBR
®
 Premix Ex Taq

TM 
(Takara, Shiga, Japan)를 사용하여 

real time-PCR 실험을 수행하 는데 유 자의 증폭과 분석 등은 Smart Cycler software 

(version 2.0 c.) 포함하고 있는 Smart Cycler
®

II System (Cepheid, Sunnyvale, CA)을 사용하

여 실시하 다.  

(나) 연구결과: 복분자 과실 발달 단계에 따라 C4H와 F3H 유 자의 발  패턴을 

RT-PCR 실험을 조사한 결과, 두 유 자 모두 과실 발달  과정에서 발 되었으나 특히 

yellow에서 다른 sample에 비해 발 이 히 감소하 음을 확인 할 수 있었다(그림 98). 

한 F3H 유 자의 발 은 red와 black sample에서 다소 높음을 확인하 다. RT-PCR 분석을 

통한 결과의 보다 정확한 비교를 해 Real-time PCR 분석을 실시한 결과, C4H는 green에 비

해 red와 black에서 2배정도 발 이 증가하 고 F3H는 red에서 약 80배, black에서 약 130배 

정도 증가하여 복분자의 열매 발달 단계에 따라 두 유 자의 발  양상이 다소 차이가 남을 

확인할 수 있었다(그림 99). 

(5) 복분자 조직내 C4H  F3H 효소의 발  치 탐색36,38)

(가) 연구방법1: 복분자에서 분리한 두 유 자 C4H와 F3H를 이용해 항체를 제작하

다. 우선 두 단백질을 overexpression 시키기 해 C4H와 F3H cDNA full sequence에 각각 

BamH I / Hind III 와 Sma I / EcoR I enzyme site가 포함된 primer를 제작하여 C4H는 

pRSET vector에, F3H는 pGEX 2T vector에 cloning 하 다. 한 재조합 단백질을 분리하기 

해 isopropyl-β-D-thiogalactopyranoside (IPTG) 농도와 시간을 조정하면서 overexpression 

된 cell을 분리하 으며 분리한 C4H와 F3H를 사용하여 항체 제작을 실시하 다. C4H와 F3H 

항체는 분리한 C4H와 F3H 단백질에 Freund’s adjuvant를 포함하여 2주 간격으로 ICR mouse

에 3번 injection을 실시한 후 획득할 수 있었으며 획득한 항체는 rProtein A Agarose Fast 

Flow (Peptron, Dageon, Korea)를 사용하여 Immunoglobulin G (IgG)만 분리할 수 있었다.

(나) 연구결과1: 단백질 overexpression vector인 pRSET vector와 pGEX 2T vector에 

각각 C4H 와 F3H 단백질을 overexpression 시킨 결과 C4H는 57.88 kDa, F3H 는 41.13 kDa

에서 발 됨을 확인하 다. 이 게 확인 된 단백질을 purification을 통해 각각의 항체 제작을 

해 마우스에 2주 간격으로 3번 injection 후 IgG를 분리하여 crude enzyme에 반응 시킨 결

과 C4H 와 F3H에 상응하는 항체가 생성됨을 확인할 수 있었다(그림 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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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98. 복분자 과실 발달 단계별 C4H와 F3H 유 자의 RT-PCR 분석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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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98. 복분자 과실 발달 단계별 C4H( 쪽)와 F3H(아래쪽)

유 자의 Real-time PCR 분석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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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00. 복분자에서 합성된 C4H와 F3H의 항체 



- 192 -

(다) 연구방법2: 복분자의 과실 발달에 따라 green, yellow, red  black을 띄는 과실

을 채취하여 C4H와 F3H 단백질의 immuno blot 실험을 실시하기 해 각 단계별 과실로부터 

단백질을 추출한 후 bovine albumin (BSA)을 이용하여 단백질 정량을 실시하 다. 각 단계별 

과실 단백질은 transfer apparatus (Bio-Rad)를 사용하여 PVDF membrane (Amersham 

Biosciences, Freiburg, Germany)에 electro-transfer 되었으며 앞서 제작한 C4H와 F3H 항체를 

사용하여 ECL detection kit (Amersham Biosciences, Freiburg, Germany)으로 band를 확인하

다. 

(라) 연구결과2: C4H와 F3H 두 효소의 복분자 과실 내의 특성을 비교하기 해 이

에 제작한 C4H와 F3H 항체를 이용하여 과실 발달 시기별 단백질 발  정도를 조사한 결과, 

C4H는 green, red  black에서 거의 발  수 이 비슷하 고, F3H는 green에 비해 red와 

black에서 발 이 증가하 는데 특히 black에서 단백질의 높은 발  양상을 확인할 수 있었다

(그림 101). 한 두 단백질 모두 yellow에서는 발 이 히 감소하 다. 

(마) 연구방법3: 복분자 과실의 발달 단계별 C4H와 F3H 단백질의 집  정도를 자

미경 통해 찰하기 해 고정, 탈수, 합 과정을 거친 각 sample의 편이 ultramicrotome에

서 diamond knife를 이용해 80 nm의 ultra-thin section으로 cutting 되 다. 그런 후 각 편

은 앞서 제작한 C4H와 F3H 항체를 사용하여 1차 labelling 되었으며 그런 다음 10 nm 

colloidal gold particle이 결합된 goat-anti-mouse 항체가 2차 labelling 되었다. 각 편의 자

미경 찰은 JEOL 1010 transmission electron microscope (TEM)을 사용하여 실시하 다. 

(바) 연구결과3: 복분자의 과실 발달 시기별 C4H와 F3H의 유 자와 단백질 수 에서

의 뚜렷한 차이를 실제 조직에서 알아보고자 미리 제작한 C4H와 F3H 항체를 이용하여 자

미경을 사용한 immunogold labelling 실험을 실시하 다. 과실 세포내 C4H와 F3H gold 

particle의 집  정도는 과실 발달 단계에 따라 별 다른 차이를 보이지 않았다(그림 102-103). 

그러나 과실 조직에 따른 찰 시 외과피와 과피에서는 C4H와 F3H gold particle 집 이 거

의 없었으나 내과피에서 gold particle이 상 으로 높게 분포하는 것을 확인하 으며, 한 

특이하게 black 과실의 내과피에서 F3H gold particle의 집 이 가장 높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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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01. 복분자 과실 발달 단계별 C4H와 F3H 단백질의 immunoblot 분석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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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02. Immuno gold labelling을 통한 복분자 과실의 발달 단계별 C4H 단백질의

 집 확인. A-D, 외과피; E-H, 과피; I-L, 내과피; A, E, I,

 green; B, F, J, yellow; C, G, K, red; D, H, L, blac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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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03. Immuno gold labelling을 통한 복분자 과실의 발달 단계별 F3H 단백질의

 집 확인. A-D, 외과피; E-H, 과피; I-L, 내과피; A, E, I,

 green; B, F, J, yellow; C, G, K, red; D, H, L, blac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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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방사선 유도 유 자  단백질의 wounding 처리에 따른 연구

(가) 연구방법1: Wounding 처리에 따른 C4H 유 자의 발 기작을 살펴보기 해 복분

자 잎을 사용하여 wounding 처리를 실시하 다. Wounding 처리에 따른 sample은 0, 3, 6 시

간에 채취하 으며 sample의 RNA를 분리하기 해 CTAB-based method를 사용하여 정 

농도와 양의 RNA를 추출하 다. 분리된 RNA는 AccuPower RT Premix (Bioneer, Daejeon, 

Korea)를 사용해 cDNA 합성을 실시하 으며 PCR 실험은 Perfect Premix ver. 2.0 (Takara 

Korea Biomedical Inc., Seoul, Korea)을 사용하여 수행하 다. Control로는 Rubus sp. 

HistoneH3  유 자를 사용하 다.

(나) 연구결과1: C4H 유 자는 wounding과 비롯한 스트 스에 유도되는 것으로 보고

되어 있기에 복분자에서 wounding 처리를 실시하 다. Wounding 처리 0, 3, 6 시간 후의 C4H 

유 자 발  패턴을 조사한 결과 복분자에서는 C4H 유 자 발 이 wounding 처리에 의해 별 

다른 차이를 보이지 않는 것으로 확인되었다(그림 104).  

(다) 연구방법2:  Wounding 처리에 따른 C4H 단백질의 발 기작을 복분자 잎에서 조

사하기 해 wounding 처리한 복분자 잎을 0, 3, 6 시간에 채취하 으며 immuno blot 실험을 

실시하기 해 각 sample의 단백질을 추출한 후 bovine albumin (BSA)을 이용하여 단백질 정

량을 실시하 다. 각 sample의 단백질은 transfer apparatus (Bio-Rad)를 사용하여 PVDF 

membrane (Amersham Biosciences, Freiburg, Germany)에 electro-transfer 되었으며 앞서 제

작한 C4H 항체를 사용하여 ECL detection kit (Amersham Biosciences, Freiburg, Germany)으

로 band를 확인하 다. 

(라) 연구결과2: Wounding 처리한 복분자 잎에서 C4H 단백질의 변화를 살펴보기 해 

이 에 제작한 C4H 항체를 이용하여 wounding 처리 0, 3, 6 시간 후 단백질 발  정도를 조

사한 결과, C4H의 단백질 발  패턴이 wounding 처리에 의해 별 다른 차이를 보이지 않은 것

으로 확인되었다(그림 105). 

(마) 연구방법3:  Wounding 처리한 복분자 잎과 기의 형태학  변화를 살펴보기 

해 wounding 처리 6시간 후 sample을 채취하 다. 채취한 sample은 고정 용액을 이용해 2시

간 동안 고정된 후 ethanol series를 통해 탈수를 실시하 으며, 탈수 된 sample을 London 

Resin White (London Resin Co., London, UK) resin embedding medium에 침윤한 다음 55
o
C

에서 24시간 동안 합시켰다. 합시킨 sample은 ultramicrotome을 가지고 cutting 되었으며 

학 미경 분석을 해 periodic acid Schiff's stain (PAS)을 가지고 staining 후 찰하 다. 

(바) 연구결과3:  학 미경을 통한 wounding 처리한 복분자 잎과 기의 형태학  

변화를 살펴보기 해 wounding 처리 6시간 후 sample을 채취하 다. Wounding 6시간 후 잎

과 기 조직은 완 히 괴되었음을 찰할 수 있었다(그림 1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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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04. Wounding 처리에 의한 C4H 유 자의 RT-PCR 분석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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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05. Wounding 처리에 의한 C4H 단백질의 immunoblot 분석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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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06. Wounding 처리에 의한 복분자 잎과 기의 형태학  변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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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 연구방법4:  Wounding 처리한 복분자 잎과 기의 C4H 단백질의 집  정도를 

자 미경 통해 찰하기 해 고정, 탈수, 합 과정을 거친 각 sample의 편이 

ultramicrotome에서 diamond knife를 이용해 80 nm의 ultra-thin section으로 cutting 되 다. 

각 편은 앞서 제작한 C4H 항체를 사용하여 1차 labelling 된 후 10 nm colloidal gold 

particle이 결합된 goat-anti-mouse 항체가 2차 labelling 되었으며 자 미경 찰은 JEOL 

1010 transmission electron microscope (TEM)을 사용하여 실시하 다. 

(아) 연구결과4: 자 미경을 통해 wounding 처리한 복분자 잎과 기의 C4H 단백질 

집  정도를 찰하기 해 wounding 처리 6시간 후 sample을 채취하 다. Wounding 처리에 

따른 C4H gold particle의 집  정도는 0시간의 sample과 별다른 차이를 보이지 않았으나 특

이하게 C4H gold particle이 starch grain에 분포되어 있었는데 이는 잎과 기 모두에서 찰

되었다(그림 107). 

(7) 복분자 형질 환체 개발을 한 조직배양 시스템 구축

(가) 연구방법: 포장에서 재배되고 있는 복분자에서 조직배양 시스템 구축을 해 복분

자 조직을 채취하 다. 채취한 복분자 조직은 2.5% sodium hypochlorite를 이용하여 소독을 

실시하 으며 TDZ와 IBA가 포함된 MS 배지 상에 배양한 후 복분자 재분화체 생성을 찰

하 다.  

(나) 연구결과: 복분자 형질 환체 개발을 한 조직배양 시스템을 구축하기 해 시험

포장에서 재배되고 있는 복분자 sample을 TDZ와 IBA가 포함된 MS 배지 상에 치상한 결과

는 그림 108과 같다. 복분자의 node culture 후 완 한 재분화체 생성을 해서는 2달 정도

가 소요되었으며 이는 복분자 형질 환체 개발을 한 기  자료로서 이용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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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07. Immuno gold labelling을 통한 wounding 처리한 복분자

 잎과 기에서의 C4H 단백질의 집  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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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08. 복분자 node culture를 이용한 조직배양 시스템 구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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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4 장 목표달성도  련분야에의 기여도

제 1  연구개발 목표  달성도

연구개발 목표 주요 연구개발 실
연구목표 

달성도
비고

선량 자극 진효과 

이용기술 실용화

작물별 생장 진 유도 정 선량 

수  확립  방사선 조사기술 개발

선량 방사선 자극 진효과의 농

생물 자원 생산증  응용

선량에 의한 작물생장  종자/종

서의 생장 증 효과를 련기 과 

비교 확인

생리활성 진에 의한 유용생물자원 

량생산 기술 확립

선량에 의해 유도된 유용 유 자/

로모터를 작물에 용  실용화

100%

작물별 선량 

수  확립  

개발기술의 

장실증실험 완

료

방사선유도 유

자 규명  

2종 분리

선량 방사선의

식물작용기구 해석

선량에 의한 식물 양분 사와 유

용물질변화

선량에 의한 식물의 생리 증진효

과 구명  방사선 응기구 탐색

선량조사 식물의 세포벽, 효소, 

합성, 호르몬 사분석을 통한 유기 

반응기작 해석

선량에 의해 유도되는 유 자  

단백질 발  규명

선량 자극 진의 생리/생화학/분

자생물학  반응기작 해석

방사선에 의한 활성산소 생성  분

포 해석

100%

식물세포에 

한 방사선의 

생리/생화학/분

자생물학  작

용기작 해석을 

한 범 한 

기 자료 제공

방사선 내성인자를 

활용한 신기능성 

작물의 개발

방사선에 의한 식물의 항산화능 증

진과 환경내성 증가 체계 확립

선량 조사에 따른 항산화 효소  

물질의 분석과 인자탐색

항산화능 증가 식물체의 환경 내성 

평가

내성인자를 활용한 고부가가치․친

환경  기능성 식물체 개발

100%

방사선의 식물

체내 항산화능 

증진기작 규명

환경내성 작물 

개발을 한 

내성인자 탐색 

 유 자 2종 

분리

총계 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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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2  련분야에의 기여도

농업 분야: 식물생리활성  환경내성을 증진시켜 참박, 호박, 고추, 배추, 무 등의 채소작물

과 벼, 콩 등의 주곡작물, 그리고 기내유기 인공씨감자 등의 휴면타   발아율향상, 생육

증 , 환경스트 스 항성 증 를 통한 농업 생산성 향상에 기여할 것이다.

생물산업 분야: 방사선을 이용한 shikonin 량생산 기술을 확립하여 련기술을 

resveratrol 등 다른 고부가가치 식물 사물질까지 확  용할 수 있게 되었으며, 이를 통

해 웰빙시 에 요구되는 기능성 식품  의약품의 주된 원료를 가에 공 함은 물론 련 

산업의 성장과 세계화에 기여할 것이다.

식물생명공학 분야: 벼와 복분자에서 방사선에 유도되는 주요 생리활성 련 유 자인 

C4H, F5H, 그리고 F3H 유 자를 분리하여 동정함으로써의 향후 환경스트 스 내성작물 

 기능성이 강화된 복분자의 개발에 기여할 것이다. 한 상 으로 취약한 딸기류의 유

정보 데이터베이스에 요한 정보를 추가함으로써 앞으로 복분자외 타 딸기류에서도 분

자육종을 한 유용한 정보를 제공할 것이다.

방사선 생물학  산업 분야: 그동안 식물에서 방사선 반응과 련한 게놈수 의 유 자발

은 규명되지 않았다. 따라서 게놈수 에서 이온화 방사선에 의해 유도/억제되는 유자자들

을 규명한 본 연구결과는 산업  이용이 가능한 다양한 방사선 반응 유 자/ 로모터의 발

굴을 한 기 자료를 제공하며 특히 본 과제에서 선발된 합성  항산화 효소 련 유

자는 스트 스 내성  고기능성 형질 환 식물개발을 한 분자육종에 기여할 것이다.

원자력 기술 홍보 분야: 본 연구개발 결과는 농업분야에서 방사선 기술의 유용성을 밝힘으

로써 방사선에 한 의 막연한 공포감을 해소시킬 수 있는 요한 정보를 제공한다. 

한 인간은 물론 다양한 생물자원에 향을 미치는 요한 인자로서 방사선환경의 건 성 

제고를 한 기 자료로 활용되어 원자력 기술의 국민 수용성 제고에 기여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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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5 장 연구개발 결과의 활용계획

제 1  당해 연도 활용계획

본 과제에서 개발한 ‘방사선 이용 지치세포로부터 shikonin 량생산기술’은 본 연구 의 

2007년도 수행과제인 ‘방사선세포배양기술개발을 통한 유용물질 생산기반 연구’의 선행  

기 연구자료로 활용되고 있으며 shikonin외 타 유용물질 생산에 용하기 한 후속연구가 

추진되고 있다.

한 본 과제에서는 자연방사선을 방출하는 희토를 농업용 상토 제조에 이용한 ‘희토킬 이

트 화합물이 첨가된 농업용 상토  그의 제조방법(등록번호:10-620428)’에 한 국내특허

를 기반으로 2007년 상반기에 산업화를 한 시제품을 생산해 일반에 공개하 으며 하반기

에는 연구원내 기술평가와 기술이  희망업체 선정을 통해 산업화를 본격 추진 할 것이다.

제 2  차년도 이후 활용계획

본 과제의 방사선을 이용한 shikonin 량생산기술은 ‘방사선세포배양기술’로 개념을 확 하

여 식물이차 사산물 반에 걸쳐 방사선을 이용해 유용 기능성 성분을 량생산하는 보편

화된 산업화 기술로 발 시키고자 한다.

연구결과로서 확보된 방사선유도 유 자원은 차후 타사업 등에 활용함으로써 기능성 형질

환 식물의 개발과 후속 유 자의 발굴  분리에 사용할 것이며,

방사선에 한 식물의 유 , 생리, 생화학  향 분석 결과는 차후 논문  서를 통해 

정리하여 기술함으로써 방사선식물학 분야의 변을 확 하고 교육,  연구목 의 자료로 

활용될 수 있게 할 것이다.

제 3  활용분야  활용 략

본 과제에서 도출된 기술  연구결과는 희토상토처럼 기술이 을 통해 산업화하거나,  

shikonin 량생산 기술과 방사선유도 유 자들처럼 활용범 를 넓히기 한 후속연구의 선행 

연구자료 는 기  연구재료로 활용할 수 있다. 한 방사선의 생체작용, 특히 식물에 한 

유 , 생리, 생화학  향을 이해하기 한 교육,  연구목 의 자료로도 활용 가능하다. 구

체 으로는 다음과 같은 분야별 활용방안을 토 로 본 과제의 연구결과를 실용화할 계획이다.

식물생리활성  환경내성 증진기술: 농업 생산성 향상에 기여할 수 있도록 참박, 호박, 고

추, 배추, 무 등의 채소작물과 벼, 콩 등의 주곡작물, 그리고 기내유기 인공씨감자 등의 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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면타   발아율향상, 생육증 , 환경스트 스 항성 증 에 활용할 것이다.

방사선 이용 shikonin 량생산 기술 확립: 방사선을 이용한 주요 식물이차 사산물의 량

생산 가능성을 실증 으로 확인하고 련 배양시스템을 확립함으로써 차후 련기술을 

resveratrol 등 다른 고부가가치 식물 사물질까지 확  할 수 있는 토 를 마련하 다. 앞

으로 웰빙시 에 요구되는 기능성 식품  의약품의 주된 원료로까지 기술 용 분야를 확

함으로써 실용성을 증 시킬 것이다.

벼의 C4H, F5H와 복분자 C4H, F3H 유 자 분리  규명: 벼와 복분자에서 방사선에 유도

되는 주요 생리활성 련 유 자인 C4H, F5H, 그리고 F3H 유 자를 분리하여 동정함으로

써의 향후 환경스트 스 내성작물  기능성이 강화된 복분자의 개발에 활용할 것이다. 

한 상 으로 취약한 딸기류의 유 정보 데이터베이스에 요한 정보를 추가함으로써 앞

으로 복분자외 타 딸기류에서도 분자육종을 한 유용한 정보를 제공할 것이다.

이온화 방사선에 한 식물유 자의 게놈수  변화 규명: 그동안 식물에서 게놈수 의 유

자발 은 방사선 반응과 련해 규명되지 않았다. 따라서 게놈수 에서 이온화 방사선에 의

해 유도/억제되는 유자자들을 규명한 본 연구결과를 논문, 서, 학술발표회 등을 통해 

극 홍보함으로써 산업  이용이 가능한 다양한 방사선 반응 유 자/ 로모터의 발굴을 

한 기 자료로 사용될 수 있게 할 것이다. 특히 본 과제에서 선발된 합성  항산화 효소

련 유 자를 스트 스 내성  고기능성 형질 환 식물개발을 한 분자육종에 활용하기 

해 공동연구 등을 통한 후속연구를 수행할 것이다.

끝으로 본 연구개발 결과는 농업분야에서 방사선 기술의 유용성을 밝힘으로써 방사선에 

한 의 막연한 공포감을 해소시킬 수 있는 요한 정보를 제공한다. 따라서 본 연구결과

의 학문 /산업  응용가능성을 극 홍보함으로써 인간은 물론 다양한 생물자원에 향을 

미치는 요한 인자로서 방사선환경의 건 성을 제고하고 방사선에 한 국민  이해를 증

진시킬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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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6 장 연구개발과정에서 수집한 해외과학기술정보

Low Radiation International Center (LOWRAD)는 랑스 리에 치한 선량 방사선 

련 연구센터로 2년마다 선량 는 극 선량의 이온화 방사선이 인간을 포함한 생명체 

반에 미치는 향에 해 국제 학술 회를 개최하고 있다. 본 연구과제에서는 2005년 캐

나다 해 턴에서 열린 제 4회 회부터 참여해 선량 방사선의 식물체 향에 한 최신 

연구동향  정보를 얻고 있다. 

International Irradiation Association (IAA)에서는 2년마다 방사선의 산업  이용확 와 기

술발 을 한 국제 학술 회인 International Meeting on Radiation Processing (IMRP)를 

개최해오고 있으며 본 연구과제에서는 2006년 말 이시아 쿠알라룸푸르에서 열린 제 14회 

회부터 참여해 선량 방사선의 식물이용기술과 련한 산업  이용의 세계 황과 최신 

산업화 기술정보를 얻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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