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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연구개발 목표 및 내용

본 연구의 목표는 싸이클로트론 MC-50(50MeV) 양성자빔을 활용한 돌연변이 육종의 기반

기술 개발을 위하여 식물 종자 및 조직배양체에 대한 조사기술 확립, 조사에 따른 생물

향 구명, 돌연변이체 선발 등에 있음.  

2. 연구결과

○ MC-50 양성자빔의 식물종자(고추, 유채, 들깨, 벼)를 대상으로 선량별로 방사선을 조사

하여 종자의 발아율, 초기생장과 생물효과를 감마선 조사와 비교 검증하 으며 적정 조사

선량 및 시료조건을 구명하 음. 또한, 돌연변이 유기효율 검증을 위하여 벼 및 들깨 M1 

식물체를 포장에 재배하여 M2종자를 확보하 음.

○ 식물 조직배양체에 대한 조자조건 및 돌연변이 유기 효율 검증을 위하여 난과 국화의 

조직배양체를 대상으로 양성자빔 조사후 생물효과를 검정하고 배양병 내에서 돌연변이체

를 선발하여 계대배양중에 있음.   

○ 일본의 중이온빔 육종기술 현황 및 기술정보를 입수하 고, 중국 농업과학원 우주선육종

센터와 종자의 우주선 처리 및 우주방사선 모의실험을 위한 협력을 추진하 음. 

 3. 기대효과 및 활용방안

○ 활용방안: 본 연구 결과 밝혀진 조사시료의 준비 및 제조방법과 식물별 조사조건 및 적

정선량 등은 앞으로 식물의 돌연변이 유기를 위한 MC-50 양성자빔의 조사시에 긴요하게 

활용될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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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    약    문

Ⅰ. 제  목

   이온빔 조사에 의한 식물 돌연변이 기술개발

Ⅱ. 연구개발의 목적 및 필요성 

  지금까지 방사선 육종에서 주로 이용되고 있는 돌연변이 유기를 위한 방사선 조사 선원으로

는 감마선, X-선, 중성자 등 선에너지부여(Liner Energy Transfer)가 낮은 저 LET 선원이 주

로 이용되어 왔다. 그러나, 최근 방사선이용기술(RT) 선진국에서는 중립자 및 양성자 가속기

에서 나오는 이온빔이나 우주선을 이용한 새로운 기술이 유전자원의 개발에 효과가 뛰어난 것

으로 보고되고 있다. 최근 우리나라에서도 양성자가속기개발사업의 일환으로 양성자빔을 이용

한 유전자원 개발 연구사업이 착수되었으며, 각종 이온빔 및 가속기가 국내에 건설됨에 따라 

농식물 품종개량에 관한 활용기술 개발이 필요하다. 한편, 한국원자력의학원의 50MeV 싸이클

로트론 MC-50은 방사선동위원소 생산 및 의과학 연구용으로 건설되었으나, 생명자원 분야 등

에의 활용성 확대를 위해서는 이온빔 식물 육종을 위한 기반기술의 개발이 요망되고 있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싸이클로트론 MC-50의 양성자빔을 활용한 식물 돌연변이 육종을 위

한 기반기술 개발을 위하여 식물 조사기술 확립, 조사에 따른 생물 향 구명 및 돌연변이체 

효율 검정 등에 중점을 두고 연구를 수행하 다.   

Ⅲ. 연구개발의 내용 및 범위 

◦ 식물 돌연변이 유기를 위한 양성자빔 조사 조건설정 

  -식물종 및 식물체별(종자, 배양체 등) 적정 조사선량, 시료조건 등 구명

  

◦ 타 방사선원과의 생물효과 및 돌연변이 유기효율 검정

 -양성자빔, 감마선 및 중이온빔 조사에 따른 식물종별 생물효과 및 돌연변이 유기효율 비교 

◦ 우주방사선 모의 생물 실험조건 설정

-양성자빔을 활용한 우주방사선 식물 향 모의 실험조건 설정을 위한 정보수집 

-중국 CAAS 우주육종센터 및 국내의 양성자기반공학 사업단과 협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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Ⅳ. 연구개발결과

  본 연구는 의학연구용으로 건설된 싸이클로트론 MC-50의 양성자빔을 활용하여 이온빔 육

종을 위한 식물체 조사 조건 및 돌연변이 효율 등을 검정하는 데에 주안점을 두고 추진되었

다. 유채 및 고추 종자에 대한 양성자 조사 실험결과, 감마선과 같이 조사선량이 높을수록 

발아의 지연 현상이 나타났고, 초기생장이 저해되었다. 특히, 뿌리 발생 및 생장의 저해가 심

하게 나타났다. 또한, 대표적인 화훼식물인 난과 국화의 배양체에 대한 양성자 조사결과, 

50Gy이상의 조사시에는 계대배양체의 생육저해가 심하게 나타나 적정 조사선량은 25Gy- 

50Gy 범위에 있는 것으로 판단되었다. 또한, 25Gy 및 50Gy 조사 배양체에서 돌연변이체로 

보여지는 식물체를 선발하여 기내에서 대량배양중에 있어, 추후 순화 및 재배과정을 거쳐 돌

연변이체를 선발을 추진할 예정이다. 또한, 양성자빔 조사 후대를 대상으로 하는 돌연변이체 

선발과 유기 효율을 검정을 위해서 벼와 들깨의 M2종자를 확보하 으며, 앞으로 후속 연구

를 통하여 검증이 필요하다. 이와같은 양성자 조사에 의한 생물효과와 돌연변이 유기 효과 

검정 및 적정 조사조건의 설정 결과는 앞으로 MC-50 사이클로트론을 이용한 식물 조사시에 

중요한 기초정보를 제공해 주며, 이러한 시설을 활용한 이온빔 육종의 국내 연구개발이 가능

함을 제시하 다.  또한, 본 연구 등을 통하여 주관연구팀은 양성자빔을 활용한 우주방사선 

육종 연구의 기초 연구로 활용하기 위하여  중국의 농업과학원 우주육종센터의 Liu L. 소장

과 정보교환 및 협력체계를 구축하 다. 앞으로 이온빔 조사시설을 이용한 우주방사선의 생

물 모의실험 및 중국우주선을 활용한 국산 종자의 탑재실험을 국제공동 연구로 추진할 계획

이다. 

Ⅴ. 연구개발결과의 활용계획

가. 활용방안

○ 본 연구를 통하여 밝혀진 사이클로트론 MC-50 양성자 빔을 조사하기 위한 식물 종자 

및 배양체의 조사조건 및 적정선량 등은 앞으로 MC-50 양성자빔을 식물육종용 식물체 조

사시에 긴요하게 활용될 것이다. 본 연구에서 얻어진 들깨 및 벼의 M2종자와 난 및 국화

의 계대배양체는 후속 연구를 통하여 지속적으로 후대에서 변이체를 선발 양성하여 유용 

유전자원으로 개발할 예정이다. 또한, 본 연구 과정에서 구축된 중국 CAAS 우주선육종센

터와의 협력관계를 유지하여, 중국 우주선을 이용한 육종 연구 및 이온빔을 이용한 생물모

의 실험에 관한 국제공동연구를 추진할 계획이다.   

나. 기대효과

○ 사이클로트론(MC-50)을 활용한 국내의 식물 유전육종 및 생물 향 연구가 활성화 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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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차 국내의 중이온 및 양성자 가속기 등을 이용한 품종개발이 활성화 된다.

○ 새로운 방사선 육종기술에 의한 유전자원 창출 및 품종개발로 국내 종자/유전자원 지적재

산 증대되고, 고품질 품종개량에 따른 국내 종자 및 화훼 산업의 활성화외 농업생산성 증대

가 기대된다. 

 

○ 방사선 이용 기술의 발달로 원자력의 평화적 이용이 확대되고, 원자력 및 방사선 이용에 

관한 국민 인식이 제고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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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UMMARY

It has been reported that ion beam with high liner energy transfer (LET) show relative 

high biological effectiveness (RBE) and more effective for induced plant mutation than 

low LET radiation i.e., X-rays, gamma rays and electrons. This study was conducted 

to induce mutation of in vitro cultured orchid and Chrysanthemum using proton beam 

of the MC-50 cyclotron (50 MeV) at the Korea Institute of Radiological and Medical 

Science. In vitro  cultured stems of chrysanthemum(cv. Migok) and protocom-like 

bodies(PLBs) of Dendrobium orchid (cv. Kingianum) placed in the plastic petridish 

(5.5cm in diameter) with agar medium were irradiated by the proton beam with various 

dose ranges of 10, 25, 50, 100 Gy under the condition of 5nA beam current. Those 

irradiated plants were transferred to subculture media and then investigated growth 

characteristics. Shoot growth of chrysanthemum and orchid was decreased by increase 

of irradiation dose. In particular, new shoot formation was hardly founded over 50Gy in 

chrysanthemum and 100 Gy in orchid. Some leaf mutants were observed at the 25 Gy 

and 50 Gy irradiated PLBs of the orchid. The dry seeds of hot pepper, rapeseed, rice 

and perilla also were irradiated with proton beam of MC-50 cyclotron and then 

measured germination rate and early growth of M1 plants compared with gamma ray 

irradi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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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1 장  연구개발과제의 개요

 1. 연구개발의 목적

본 연구의 주요 목적은 싸이클로트론 MC-50의 50MeV 이온빔 육종기술 확립을 위한 식물

조사 기술설정, 타 방사선원과의 생물효과 및 돌연변이 효율검저에 있다. 

2.  연구개발의 필요성

○ 최근 우리나라는 WTO/FTA 타결에 따른 외국 농산물의 수입개방, 국내 종자기업의 해외 

매각, 기상재해 및 환경오염의 심화와 국제식물신품종보호동맹(UPOV) 가입에 따른 종자 

로열티 지급 액수의 증가 등으로 농업여건이 갈수록 어려워지고 있다.  또한, 일부 식물에

서는 유전자 서열이 모두 밝혀짐에 따라 유전자 기능을 해독하고 활용하기 위한 

post-genome 시대의 기능유전체(functional genomics) 연구를 위하여 다양한 돌연변이 유

전자원의 수요가 증가되고 있다. 이러한 시대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응하기 위해서는 고품질

의 국산 종자와 유용한 유전자원의 개발 활용이 요망되는데, 식물의 품종개발과 유전자원

의 창출에는 방사선을 이용한 돌연변이 기술이 안전하고 경제적인 것으로 인식되고 있어 

신 방사선원 등을 적극적으로 활용한 방사선 육종 신기술의 개발이 요청되고 있다.   

○  FAO-IAEA 돌연변이 품종 데이터베이스에 등록된 돌연변이 품종수는 172식물, 2300여종에 이르

는데, 국가별로는 중국, 인도, 러시아, 네덜란드, 독일, 미국, 일본 등이 상위권에 랭크되어 있다. 최

근에는 아시아 국가들의 연구개발이 활발하다. 우리나라의 육성 품종은 30여종, 세계 25위권 수준

으로 경쟁국에 비교하여 뒤떨어진다. 최근에는 돌연변이 유전자원이 기능유전체 연구용 소재

로 유용하게 활용되고 있는데, 일본, 미국 및 국제미작연구소(IRRI)에서는 애기장대

(Arabidopsis), 벼, 콩 및 토마토 등의 돌연변이체를 방사선으로 대량 창출하여 공급해 주는 

유전자원은행이 활성화되고 있다.  

○ 돌연변이 육종은 방사선 이외에도 화화 돌연변이제가 이용되기도 하는데, 지금까지 개발된 80%의 

품종은 방사선을 이용한 것이다. 지금까지 방사선  육종에서 주로 이용되고 있는 돌연변이 유

기를 위한 방사선 조사 선원으로는 감마선, X-선, 중성자 등 선에너지부여(Liner Energy 

Transfer)가 낮은 저 LET 선원이 주로 이용되어 왔으나, 최근 방사선이용기술(RT) 선진국

에서는 중립자 및 양성자 가속기에서 나오는 이온빔과 우주방사선 등을 활용한 돌연변이 

유전자원의 개발 효과가 뛰어난 것으로 보고 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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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특히 일본에서는 1990년대 초반부터 이화학연구소(RIKEN)의 ring cycrotron (RRC) 및 일

본원자력연구소 다카사키연구소(JAERI-Takasaki)의 이온빔 조사연구시설(TIARA)의 다양

한 중이온빔을 이용한 식물 변이확대 기술개발을 실시해오고 있으며, 최근 화훼류를 비롯

한 다양한 식물의 품종개발 및 유용 변이체 확보의 성과를 내고 있다 (日本原子力硏究所, 

2003). 

○ 최근 우리나라에서도 양성자가속기개발사업의 일환으로 양성자빔을 이용한 유전자원 개발 

연구사업이 착수되었으며, 각종 이온빔 및 가속기가 국내에 건설됨에 따라 농식물 품종개

량에 관한 활용기술 개발이 필요함. 

○ 한국원자력의학원의 50MeV 싸이클로트론 MC-50은 방사선동위원소 생산 및 의과학 연구

용으로 건설되어 활용되고 있다. 정읍의 방사선연구원에도 30MeV급의 연구용 싸이클로트

론 설치가 추진되고 있다. 따라서, 이러한 싸이클로트론의 생명자원 분야의 활용성 확대를 

위해서는 이온빔 식물 육종을 위한 기반기술의 개발이 요망되고 있다.   

3.  연구개발의 내용 및 범위

연구개발목표 연구개발 내용 및 범위

◦ 식물 돌연변이 유기를 위한 양

성자빔 조사 조건설정  

-식물종 및 식물체별(종자, 배양체 등) 적정 

조사선량, 시료조건 등 구명

◦ 타 방사선원과의 생물효과 및 

돌연변이 유기효율 검정

-양성자빔, 감마선 및 중이온빔 조사에 따른 

식물종별 생물효과 및 돌연변이 유기효율 비교 

검정

-일본 RIKEN 중이온가속기 활용 및 협력기반 

구축 

◦ 우주방사선 모의 생물 실험조

건 설정

-양성자빔을 활용한 우주방사선 식물 향 모의 

실험조건 설정을 위한 정보수집 

-중국 CAAS 우주육종센터 및 국내의 양성자기

반공학 사업단과 협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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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2 장  국내․외 기술개발 현황

  1.  국내외 이온빔 육종 기술개발 동향

○ 이온빔 육종의 특징 및 원리

  식물 돌연변이 육종에는 그동안 선에너지부여(Liner Energy Transfer; LET)가 비교적 낮은 X-선, 

감마선 및 중성자선 등의 방사선과 몇 종의 화학변이제가 이용되어 왔다. 低 LET 방사선은 전리방

사선이라고도 하며, 물질내를 통과할 때 작은 역에 작은 에너지를 부여함에 따라 분자의 전리 및 

여기가 생기는 것에 의해 주로 생물체에 유전자의 변이를 일으키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그런데 

1990년대들어 일본에서는 국부적으로 큰 에너지를 부여하는 것이 가능한 즉 高LET 이온빔이 생물

효과(RBE)가 전리 방사선보다 높고 다양한 돌연변이 유발효과가 있는 것이 밝혀졌다. 이온빔이란 

원소의 원자로부터 전자가 떨어져 이온화한 원자핵을 가속기나 사이클로트론을 사용하여 빛에 가까

운 고속으로 가속시킨 하전입자를 말한다. 이온빔 중에서도 양성자(proton)나 헬륨보다 질량이 무거

운 이온인 C, Ne, Ar, Fe 등 중이온의 조사시에 더 생물 변이의 폭과 변이율이 높은 것이 밝혀져 

일본에서는 중이온빔을 이용한 육종기술이 1990년대 이후 발전하게 되었다. 중이온빔의 생물적효과

는 생체가 흡수한 전체 에너지인 흡수선량 뿐만 아니라 이온의 종류 및 LET에 크게 의존하며, 

LET는 이온의 가수 및 속도에 의존한다. 또한 이온빔은 물질을 투과할 때 처음에는 낮은 에너지를 

방출하다가 어는 일정한 거리에서 높은 에너지를 방출하고 소멸하는 "Brag peak" 현상을 나타내는

데, 이 원리에 근거한 양성자빔이나 중립자빔을 이용한 암치료는 일본과 미국 등에서 감마선 치료

보다 매우 효과적인 것으로 인정되어 실용화되고 있다. 또한 이온빔은 아주 작은 크기로 집속화할 

수 있는데, 일본에서는 단일 세포에도 이온빔을 조사할 수 있는 "micro beam"이 개발되어 생물 분

화발생 연구 등에 활용되고 있다.

○ 국내외 이온빔 육종 기술개발 동향

 - 방사선 육종은 중국, 일본, 인도 등 아시아와 유럽 국가 등에서 활발히 이루어지고 있으나, 주로 

감마선을 이용하고 있음. 

 - 지금까지 방사선 육종은 벼, 콩 및 참깨 같은 주작물이나 국화 및 무궁화 같은 일부 원예식물에 

국한되어 있어, 부가가치가 높은 화훼류, 채소류, 약용 및 관상 식물 등의 품종개발이 요망됨.  

 - 최근 일본에서는 중이온빔 조사를 이용한 화훼 육종에 성공하 으며, 변이유발효과가 높은 것으

로 보고됨. 

 - 국내에서도 2002년도부터 양성자가속기 개발 및 활용에 관한 프론티어 사업이 시작되게 되어, 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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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자빔 조사를 이용한 식물자원 개발 연구의 필요성이 대두됨. 

○ 주관 연구팀 이온빔 육종 관련 연구개발 

- 주관연구팀은 2004년도 원자력기반확충사업의 연구과제로 원자력의학원의 MC-50 양성

자빔을 돌연변이 육종에 활용하기 위한 연구를 수행하 음. 이 연구  통하여 양성자빔

의 식물체 조사시의 시료 준비방법 및 수종의 식물에서의 적정 조사선량 및 생물효과를 

밝혔음.. 

- 양성자빔 조사에 민감하게 감수성인 들깨 종자와 아주 강한 내성을 나타내는 

Arabidopsis 종자를 선발하 고, 돌연변이체 선발을 위한 M2종자(Arabidopsis, 담배)를 

확보하 으며, 벼 M2종자 생산을 위한 M1세대를 양성중에 있음.

- 또한, 주관연구팀은 국내 이온빔 육종의 활성화를 위한 국내외 협력체계 구축을 위해 

노력한 결과, 국내적으로는 원자력의학원 싸이클로트론연구실 및 양성자기반공학사업단, 

그리고 일본의 RIKEN 및 중국농업과학원 우주육종센터 연구진과 협력체계를 구축함.   

 

2.  주관연구팀 기술개발 동향

○ 현재 국내에서 방사선조사 시설을 갖춘 방사선 육종 전담기관으로는 주관연구팀인 한

국원자력연구소의 방사선육종연구실이 유일한데, 최근 고품질 돌연변이 벼 품종으로 “원

평벼”, “원광벼”, “원미벼”, “흑선찰벼”, “원청벼”, “원품벼”, “원추벼”, “흑광찰벼”, “녹원찰벼” 등

을 국립종자관리소에 신품종 등록하고 농가에 보급하고  있음. 그리고 2002년 이후 “백설”, “대

광”, “선녀”, “꼬마” 등의 새로운 형질의 무궁화 신품종을 개발하 고, “창해”를 품종보호 

출원하 으며, 모감주나무, 자귀나무 및 자주달개비 등 관상용의 많은 돌연변이체를 개

발하여 품종화를 추진하고 있음.  

○ 방사선 조사에 생명공학 기술을 접목하는 기내 세포주 선발을 통한 고단백질 및 고아

미노산 함유 기능성 벼 품종과 간척지 재배용 내염성 벼품종이 완성 단계에 있으며, 벼

와 에서 제초제저항성 돌연변이 세포주 선발 계통을 육성하고 관련 유전자를 탐색하

고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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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병성, 콩나물용 콩 품종과 피틴산 및 리폭시게나제-1, -2, -3 저감 돌연변이 콩 계통

을 선발 육성하고, 품종화를 추진중에 있음.   

 ○ 국내에서 식물에 대한 방사선 돌연변이 육종 연구는 감마선을 이용한 것으로 이온빔

을 이용한 연구는 전무한 상태이나, 최근 “양성자기반공학기술개발” 과기부 프론티어사

업 과제 등에서 양성자빔(이온빔)을 이용한 품종개발 연구가 착수되었다. 또한 우리나라

에도 통신 인공위성체 이외에도 다목적용 위성체의 발사계획이 추진되고 있고, 한국인 

최초 우주인 배출사업이 착수되고 있어, 우주방사선 중에 대부분을 차지하는 양성자선을 

활용한 생물효과 및 생물자원 개발기술의 확립이 필요하다.  

○ 주관 연구팀 이온빔 육종 관련 연구개발 

- 주관연구팀은 2004년도 원자력기반확충사업의 연구과제로 원자력의학원의 MC-50 양성

자빔을 돌연변이 육종에 활용하기 위한 연구를 수행하 음. 이 연구  통하여 양성자빔

의 식물체 조사시의 시료 준비방법 및 수종의 식물에서의 적정 조사선량 및 생물효과를 

밝혔음. 

- 양성자빔 조사에 민감하게 감수성인 들깨 종자와 아주 강한 내성을 나타내는 

Arabidopsis 종자를 선발하 고, 돌연변이체 선발을 위한 M2종자(Arabidopsis, 담배)를 

확보하 으며, 벼 M2종자 생산을 위한 M1세대를 양성중에 있음.

- 또한, 주관연구팀은 국내 이온빔 육종의 활성화를 위한 국내외 협력체계 구축을 위해 

노력한 결과, 국내적으로는 원자력의학원 싸이클로트론연구실 및 양성자기반공학사업단, 

그리고 일본의 RIKEN 및 중국농업과학원 우주육종센터 연구진과 협력체계를 구축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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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현기술상태의 취약성 

기술분야 국내 세계일류수준

선진국

100%대비 

차이(%)

 돌연변이 

육종 기술 

◦ 감마선, X-선 이용 일부 품목 

(벼, 콩, 무궁화, 참깨 등) 품종 개

발

→품종등록 30여개 세계 25위 수준

◦최근 RT/BT 접목을 위한 세포주 선

발 내염성 및 기능성 벼 유망계통 육

성중 

◦전세계 2300개 돌연변이 품종육성

(FAO-IAEA 데이터베이스)

◦중국, 일본, 미국, 인도 등 품종

등록 및 재배 활발

◦일부 RT-BT 기술적용 돌연변이 

품종실용화

80

신 방사선 

(이온빔 

등)  이용 

육종 기술

◦감마선, X-선 이외 방사선이용 육

종    연구 저조

◦최근 국내 중이온/양성자 빔 개발  

  연구 활발하며, 양성자가속기 이용 

육종연구 개시

◦속중성자, 중이온빔, 우주방사선  

이용 육종연구 최근 활발

◦중이온빔 이용 화훼 품종 개발 및 

등록(일본)

◦우주선 이용 품종 완성단계(중국)

30

총평

-감마선 이용이 주로이고, 최근 

RT-BT 융합기술 및 이온빔 이용기술 

개발착수  

-다양한 방사선원 및 개발 품목이 

다양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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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3 장  연구개발수행 내용 및 결과

1. 주요 연구내용 및 결과

 (가) 이온빔 식물조사를 시료 준비 및 조사기준 

□ 사이클로트론 

○ 양성자 조사는 원자력의학원의 MC-50 사이클로트론 빔라인 중에서 2004년도에 양성자

기반공학사업단에서 외기 에너지량과 Flux를 조절 가능한 할 수 있도록 설치한 것을 이용

하 다.  

   

 

           

  Fig. 1. Proton beam irradiator and beam line of MC-50 cyclotr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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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사시료 준비 및 방법 

○ 사이클로트론 조사를 위한 종자시료는 OHP 투명 플라스틱 시트위에 종자를 3-4cm크기

로 한 면으로 펼친 다음, 그 위에 첩착성 셀로판지를 붙여서 조사시료를 준비하 다(Fig. 

2).  조직배양체는 직경 5.5cm, 높이 1.5cm의 플라스틱 페트리디시에 배양체를 미리 배지

에 치상한 다음 실시하 다. 그리고, 종자크기가 비교적 큰 벼의 경우에도 이 페트리디시

에 종자를 가득 채우고 양성자빔을 조사하 다. 이렇게 한 이유는 사이클로트론 빔라인의 

조사장치에서는 나오는 피조사체의 이온빔 조사 역은 직경 약 4∼5cm정도로 제한되고, 

이온빔의 최고 에너지 값을 나타내는 Bragg peak 심도도 짧기 때문에 이온빔 조사 역과 

심도에 적합하게 조사시료를 조제하지 않으면 안되기 때문이다. 

     

   Fig. 2. Various seed and tissue culture samples prepared for proton beam irradiation.  

□ 양성자빔 조사조건  

본 실험에서 식물체 시료에 대한 양성자빔 조사는 3회에 걸쳐 실시되었으며, 각 시료의 조사

선량에 대한 빔전류 및 조사시간 조건은 표1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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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1. Irradiation condition of MC-50 cyclotron for each plants.

Irradiation 

times

Crops

(cultivar)
Material

Proton Irradiation 

Doses
Beam current and run times

1st Hot pepper seed

100Gy 
-Mean beam current 5nA and run 

times 117s 

250, 500, 750, 1000, 

2000Gy

-Mean beam current 50nA: 

-Run times for each dose: 250Gy; 

32.2s, 500Gy; 63.7s, 750Gy; 95.3s, 

1000Gy; 127s, 2000Gy; 253s

2nd

Perilla

(Baeksang)
seed 30, 40Gy

-Mean beam current 5nA: 

-Run times for each dose: 30Gy; 

39.4s, 40Gy; 52.4sPerilla

(Yangsan)
seed 30, 40Gy

Rice 

(Dongjin)
seed 200, 300, 400Gy

-Mean beam current 50nA: 

-Run times for each dose: 200Gy; 

26.5s, 300Gy; 39.5s, 400Gy; 52.4sRice

(Hwanyoung)
seed 200, 300, 400Gy

3rd

Rape seed
100, 200, 400, 600, 

800, 1000, 2000Gy

-Mean beam current 5nA, 

-Run times for each doses: 10Gy; 

11.4s, 25Gy; 27.5s, 50Gy; 54.4s, 100Gy; 

108.1s, 200Gy; 215.7s, 400Gy; 430.7s, 

500Gy; 538.2s, 600Gy; 645.8s, 800; 

860.8s, 1000Gy; 1075.9s, 2000Gy; 

2151.1s, 3000Gy: 3226.4s 

Arabidopsis seed
100, 500, 1000, 

1500, 2000, 3000Gy

Orchid 
Tissue 

culture
10, 25, 50, 100Gy

Chrysanthemu

m

Tissue 

culture
10, 25, 50, 100Gy

(나) 이온빔 조사에 따른 각 식물별 생물 향 및 조사기준 설정 

 1) 고추 

  양성자 조사에 따른 고추 종자의 발아율을 알아보기 위하여 직경 5.5cm 플라스틱 페트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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디쉬에 여과지를 깔고, 증류수를 3-4ml 넣은 다음에 종자를 20립씩 파종하 다. 파종후 5일, 

10일, 15일에 발아율을 조사하 다. 파종 5일후에서의 발아율은 무조사구에서 100%에 비교하

여 조사 선량이 높을수록 현저하게 저하하 다. 그러나, 발아율은 파종후 10일후에는 고선량 

조사구에서도 많이 회복되어 높게 나타났으며, 파종후 15일후에는 모든 구에서 발아율이 

100%가 되었다. 또한, 감마선 조사실험(표3)에서도 이와 유사한 경향을 나타냈다. 이러한 결

과는 양성자 및 감마선 조사는 발아를 지연시키는 효과는 있지만 발아율 그 자체는 향을 

안 미치는 것으로 판단된다.  

 

Fig. 3. Germination features of hot pepper seeds

irradiated by proton beam at 5 DAS. 

         Left to right: 0, 100, 250, 500, 750, 1000, 2000Gy 

Table 2. Changes of germination rate of hot pepper seeds as affected by proton beam irradiation. 

Proton beam 

irradiation dose 

(Gy)

Germination rate (%)

 DAS 5 DAS 10 DAS 15

 0 100 100 100

100 81.5 93.5 100

250 73.0 100 100

500 38.0 98.0 100

750 20.0 100 100

1000 6.5 93.0 100

2000 8.0 95.0 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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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3. Changes of germination rate of hot pepper seeds as affected by gamma ray irradiation.

Gamma ray

irradiation dose

(Gy) 

Germination rate (%)

 DAS 5 DAS 10 DAS 15

0 100 100 100

100 88.0 95.0 95.0

200 75.0 100 100

300 45.0 100 100

400 21.5 98.0 100

500 41.5 100 100

750 3.0 91.5 98.0

1000 3.0 90.0 98.0

  한편, 표 4와 5은 파종후 20일 후에 양성자 및 감마선 조사에 따른 초장 및 근장의 생육 변

화를 나타낸 것이다. 초장은 양성자 조사에 따라 약간의 저하가 인정되었다. 그런데, 발근의 경

우 양성자 조사에 의하여 크게 향을 받아 무조사 및 100Gy 조사에서는 100%이었지만, 

200Gy에서는 13.3%, 그 이상 선량의 조사구에서는 0%로 발근되지 않았다. 근장의 경우도 

100Gy 및 200Gy에서 현저하게 감소하 다. 이러한 양성자 조사에 의한 초장 및 뿌리의 생육

저하 결과는 감마선 조사에서도 유사하게 나타났다. 

Table 4. Changes of shoot and root growth of hot pepper seeds as affected by proton beam 

           irradiation at 20 DAS. 

Proton beam 

irradiation dose

(Gy) 

 Shoot length

(mm)

Root length 

(mm)

Rooting rate 

(%)

0 14.9 30.8 100

100 14.8 19.7 100

200 9.5 4.8 13.3

300 10.2 0 0

400 12.4 0 0

500 13.2 0 0

750 11.4 0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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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5. Changes of shoot and root growth of hot pepper seeds as affected by gamma ray

          irradiation at 20 DAS. 

Gamma ray

irradiation dose

(Gy)

 Shoot length

(mm)

Root length 

(mm)

Rooting rate 

(%)

0 14.9 30.8 100

100 13.1 12.2 70.0

200 10.1 0 0

300 9.9 0 0

400 10.7 0 0

500 9.8 0 0

750 10.9 0 0

1000 10.8 0 0

  이와 같은 결과를 종합해 보면, 양성자 조사는 감마선 조사와 유사하게 발아는 약간 지연시

키지만 발아 자체는 큰 향을 미치지 않고, 지상부는 약간의 생육 저하를 일으키는 반면, 지

하부에 대해서는 발근 및 신장에 큰 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2)  유채 

  유채 종자의 양성자빔 조사기술 개발과 생물 향을 검토하기 위하여 MC-50 사이클로트론에

서 양성자빔을 을 조사한 후, 발아율 및 초기생장을 조사하 다. 또한, 유채 종자를 감마선을 

조사한 후 비교하 다. 파종후 5일후의 발아율은 양성자 및 감마선 조사에 의해 약간 저하하는 

것으로 나타났는데, 그 정도는 양성자 조사가 감마선보다 좀 높은 경향이었다(표6).    

  양성자 조사에 의한 초기 생육을 보면, 초장은 100Gy, 200Gy 조사시에는 무조사구보다 약간 

길었으나, 그 이상의 선량에서는 비슷하거나 약간 감소 경향이었다. 근장의 경우는 800Gy이상

의 고선량구에서 감소하는 경향이었다. 이러한 양성자 조사에 대한 유채의 발아율 및 초기생육 

결과는 고추와는 달리 유채는 양성자빔 조사에 대한 내성 정도가 높은 것으로 보여지고, 적정

조사 선량도 본 연구에서 검토한 2000Gy 이상이 되도록 높게 조사를 해야될 것으로 생각된다.  

보통 유채는 감마선 조사에서도 높은 내성을 나타내는 것으로 알려져 있는데, 본 연구의 양성

자 조사에서도 이러한 특성이 나타난 것으로 사료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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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able 6. Changes of germination rate of rape seeds as affected by proton beam irradiation. 

Proton Beam 

Irradiation Dose 

(Gy)

Germination Rate (%)

 DAS 3 DAS 5

 0 88.5 100

100 86.5 86.5

200 81.5 85.0

400 86.5 90.0

600 88.0 96.5

800 90.0 91.5

1000 81.5 90.0

2000 83.0 85.0

Table 7. Changes of germination rate of rape seeds as affected by gamma ray irradiation.

Gamma Ray

Irradiation Dose

(Gy) 

Germination Rate (%) at DAS 5

0 100

100 95.0

200 95.0

300 93.0

400 98.0

500 96.5

600 98.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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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8. Changes of shoot and root growth of rape seeds as affected by proton beam irradiation

   at 10 DAS. 

Proton beam 

irradiation dose

(Gy) 

 Shoot length

(mm)

Root length 

(mm)

Rooting rate 

(%)

0 1.51 4.09 100

100 1.67 4.38 86.5

200 1.63 3.79 85.0

400 1.46 5.64 90.0

600 1.40 3.97 96.5

800 1.46 2.85 91.5

1000 1.52 3.93 90.0

2000 1.48 2.14 85.0

     

        Fig 4. Germination features of rape seeds irradiated by proton beam at 10 DAS. 

               Left upper to right bottom: 0, 100, 200, 400, 600, 800, 1000, 2000Gy 

     

        Fig 5. Germination features of rape seeds irradiated by gamma ray at 5 DAS. 

                Left upper to right bottom: 0, 100, 200, 300, 400, 500, 600G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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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배양체에 대한 양성자빔 조사에 따른 생물 향 및 돌연변이체 선발 

 1) 난류

  덴드로비움은 착생란의 대표적인 종류로 1,800여종이나 되는 많은 종으로 이루어져 있다, 

현재 우리나라에서 리적으로 재배하고 있는 계통은 노빌계(Den. nobile), 덴파레계(Den. 

phalaenopsis), 포모섬계(Den. formosum), 킨기아넘계(Den. kingianum)가 있는데, 특히 킨기아넘

계(Den. kingianum)는 호주 동부지역에 자생하고 있는 원종으로부터 육성된 품종으로 일반

적으로 내한성이 강하고 강건하며 생육이 빨라, 겨울에 기온이 낮은 우리나라에서 재배하기

가 유리한 품종이다. 킨기아넘은 일반적으로 암석에 붙어 자라지만 나무위에서도 자생한다. 

덴드로비움속의 킨기아넘은 호주 동부의 산악지대가 원산으로 주로 해발 1,000m 정도의 바

위에서 자라고 있으며 일반적으로 널리 알려져 있는 노빌계가 히말라야의 수목에 착생하고 

있는 것과 다른 점이다. 최저 온도가 3℃만 되면 월동할 수 있으므로 실내에 들여놓으면 특

별히 보온해 줄 필요가 없으며 3∼5월의 개화기에는 은은한 향기가 난다. 우리나라 양란 재

배면적은 현재 180ha로 총 생산액은 596억 원으로 추정하고 있으며 매년 재배면적은 증가

하고 있는 추세이다. 그러나 실제로 농가의 덴드로비움 분화재배에서는 발육 및 개화생리에 

대한 기초적 연구가 부족하여 많은 문제점들이 야기되고 있다. 본 연구는 신품종 육종을 위

하여 새로운 방사선 돌연변이 육종기술을 확립하기 위하여, 양성빔을 활용한 식물조사 기술 

확립과 돌연변이체 선발 및 변이해석에 그 중점을 두고 실시하 다.

    

              

   Fig. 6. Explant samples of orchid prepared for proton beam irradiation.

  덴드로비움 난 품종인 Kingianum을 종자 발아 시켜, PLB가 형성된 개체를 플라스틱 페트리

디시에 치상하여 10, 25, 50, 100Gy 양성자빔을 조사하 다. 10Gy 처리구에서는 무조사인 

control에 비교하여 증식면에 있어 큰 차이를 보 으며, 선량이 높아질수록 증식 및 생장이 감

소하고 생육이 불량한 것을 볼 수 있었다. 

  10Gy 처리구에서는 control과 다른 처리구에서 길이 생장이 월등한 것으로 나타났으며, 잎의 

모양도 control과 비교했을 때 형태가 변화한 것을 볼 수 있었다. 25Gy의 경우 kingianum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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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  국화 

  국내에서 재배하고 있는 대부분의 품종이 외국 품종으로 품종 로열티 문제가 크게 대두되고 

있는 국화를 이온빔 육종을 위하여 국산 품종화하기 위한 연구 일환으로 양성자빔 조사조건 

설정 및 돌연변이체 선발에 중점을 두고 본 연구를 추진하 다.  

  양성자 조사는 대륜국(standard mum)인 ‘Migok’ 품종의 줄기 절편을 기내 배양한 줄기배양

체를 식물재료로 사용하 다. 2mm 정도의 줄기를 세로로 절단하여 IAA 2 mg․L
-1
과 0.2 m

g․L
-1
 BA가 첨가된 MS 배지에서 shoots를 유도하 다. 이들 식물체는 MC-50 사이클로트론

을 이용하여 10, 25, 50, 100Gy로 조사하 다. 그 후 BA가 0.1 mg․L
-1
 첨가된 새로운 배지에

서 1개월간 배양한 결과, shoot의 수와 생체중은 선량이 증가할수록 감소하는 경향이었다

(Table 9, Fig. 8). 또한 50Gy 이상 처리구에서는 고사되는 개체도 관찰되었다. 

 Table 9. Growth of in vitro  culture shoot as affected by proton beam irradiation in 

Dendranthema grandiflora  'Migok'.

 * 50, 100Gy in vitro 1/2 stem culture: 5개체 고사 
 **Primary culture medium: 2 mg․L

-1
 IAA + 0.2 mg․L

-1
 BA for in vitro 1/2 stem, 4 mg․L

-1
 

2,4-D +     4% sucrose for  in vitro  stem tTCLs.

 *** 1st subculture medium: 0.1 mg․L
-1
 BA 배지에서 1개월 배양

Fig. 8. 양성자 조사선량별 1개월간 배양한 shoot의 생육모습(좌→우, 0, 10, 25, 50, 100Gy)

Explant 

source

Proton dosage (Gy)

0 10 25 50 100

No. of 

shoot

FW 

(mg)

No. of 

shoot

FW 

(mg)

No. of 

shoot

FW 

(mg)

No. of 

shoot

FW 

(mg)

No. of 

shoot

FW 

(mg)

in vitro  

1/2 stem
11.4 332.1 8.7 171.1 4.3 77.2 3.8 49.5 2.8 67.0

in vitro  
stem 
tTCLs, 

6.2 313.8 16.0 291.0 4.0 72.9 2.0 154.0 2.0 59.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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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개월간 증식된 shoots는 생장조절물질이 첨가되지 않은 MS 배지에 계대배양하여 건전한 

식물체로 배양하고 있으며(Fig. 9), 식물체 한 주에서 다시 액아를 유도하여 증식시키지는 않았

다. 한편 50Gy 이상 조사된 식물체는 대부분이 고사되어 동일한 선량으로 감마선을 조사했을 

때보다 민감하게 반응하 다. 

  

Fig. 9. 양성자 조사선량별 배양 중인 shoot의 생육모습(좌→우, 0, 10, 25, 50Gy)

  한편, 기내 배양 중인 ‘Migok’ 줄기의 tTCLs(transverse thin cell layers)를 실험재료로 사용

하여 4 mg․L-1 2,4-D와 4% sucrose를 첨가한 배지에서 유래된 shoot에 양성자를 상기와 동

일하게 조사하 다. 계대배양 1개월 후 10Gy 조사구에서 shoot의 수는 비조사구에서보다 2.5배 

이상 증가하 으나 25Gy 이상 조사구에서는 shoot의 수가 감소하 다(Table 10). 한편 생체중

은 비조사구보다 모든 처리구에서 감소하는 경향이었으며 유리질화(vitrification)도 다소 발생

하 다(Fig. 10). 

Fig. 10. 양성자 조사선량별 1개월간 배양한 shoot의 생육모습(좌→우, 0, 10, 25, 50, 100Gy)

  BA 첨가배지에서 증식된 shoots는 생장조절물질이 첨가되지 않고 유리질화를 다소 완화하

기 위해서 한천의 농도를 0.9%로 높인 MS 배지에 계대배양하고 있다(Fig. 11). 한편 줄기를 

외식체로 사용하 을 때와 마찬가지로 양성자가 50Gy 이상 조사된 식물체는 대부분 고사되었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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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11. 양성자 조사선량별 배양 중인 shoot의 생육모습(좌→우, 0, 10, 25, 50Gy)

  상기의 두 실험에서 얻어진 기내 shoots는 온실에서 기외 순화한 다음 개화시켜 방사선 돌

연변이 유무를 관찰할 계획이다. 

(라) 돌연변이 효율검정 및 변이체 선발을 위한 양성자 조사 후세대(M2종자) 생산  

  양성자 빔 조사에 의한 돌연변이 유기 효율 및 돌연변이체 선발을 위하여 들깨 및 벼 양성

자 빔 조사 종자를 포장에 파종한 후, M2종자를 생산하 다. 전년도에 들깨 및 벼 종자에 대한 

양성자 조사에 따른 감수성 조사 결과를 참고하여, 들깨 품종 백상 및 양산 종자에 양성자 

30Gy 및 40Gy를 조사하 고, 벼 품종 동진 및 화 벼 종자에 200, 300, 400Gy를 조사하 다. 

조사한 벼 종자는 5월 10일에 벼 모내기용 모판에 파종한 후, 6월 12일에 벼 포장에 이앙하

다. 들깨는 5월 15일에 벼 모내기용 모판에 상토를 밭 흙을 채운후 파종후 6월 6일에 포장에 

이식하 다. 일반 재배법으로 재배 한 후, 등숙기에 조사 선량 및 품종별로 각각의 개체에서 

조금씩 bulk롤 M2종자를 수확하 다. 벼와 들깨는 1년생 식물로 당년도에 2세대 재배 및 돌연

변이체 선발이 불가능 하기 때문에, 수확한 종자는 2006년도 5월에 파종하여, 돌연변이체 선발 

및 유전자 검사 등을 실시할 예정이다.  

    

   

그림 12. 양성자 조사 M2종자를 생산하기 위한 벼 및 들깨 M1식물 재배포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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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추진 전략

○ 본 연구는 의학용으로 건립된 싸이클로트론 MC-50의 양성자빔을 식물육종에 활용하기 위

한 기초적인 조건 및 기술을 확립하는 데에 있었는데, 연구 추진에는 식물별 조사조건 설정, 

시료준비 방법 개발, 그리고 조사에 따른 생물효과 및 감수성 차이 검증 등에 주안점을 두

었다. 그런데, 한번에 양성자빔으로 조사할 수 있는 종자량이 많지 않기 때문에 검토 대상식

물의 선정에는 종자 크기가 비교적 작은 식물과 몇 종의 캘루스를 대상으로 실시하 다.

○ 양성자빔 조사는 MC-50사이클로트론에 양성자기반공학사업단에서 설치한 빔라인을 이용

하 으며, 식물체의 양성자빔 조사도 동 사업단의 협력을 통하여 이루어졌다. 그리고, 중이

온빔 육종연구를 추진해오고 있는 일본 RIKEN Abe 박사 및 일본원자력연구개발기구 다카

사키연구소의 Tanaka 박사로부터 이온빔 육종에 관한 정보를 입수하여 활용하 다. 앞으로 

싸이클로트론의 양성자빔을 우주방사선 모의 실험용으로 사용하기 위하여 중국의 우주선 육

종기술에 관한 정보를 입수하 고, 앞으로의 협력에 관하여 협의하 다. 참여연구원 들이 각

자 역할 분담을 통하여 연구를 추진하여 소기의 성과를 이룩할 수 있었다.   

3.  주요 결과

○ 원자력의학원의 MC-50 양성자빔의 식물종자(고추, 유채, 들깨, 벼 등) 및 조직 배양체 (난, 

국화)를 대상으로 선량별로 방사선을 조사하여 종자의 발아율 및 초기생장과 배양체의 생육정도를 

조사하여 적정 조사선량 및 시료조건 구명하 음. 

○ 양성자빔과 감마선의 종자조사에 따른 발아 및 초기생장에 미치는 생물효과를 검증하 음. 또한, 국

화 및 난의 배양체에 대한 방사선 생물효과를 확인하 음.

○ 돌연변이체 선발 및 돌연변이 유기 효율 검증을 위하여 배양체를 대상으로 용기내에서 돌연변이

체를 선발하여 계대배양중에 있으며, 벼 및 들깨 M1식물체를 포장에 재배하여 M2종자를 확보하 음. 

○ 일본의 중이온빔 육종기술의 현황 및 기술정보를 입수하고 협력기반을 구축하 으며, 이온빔을 이

용한 우주방사선 모의 실험을 위한 정보수집과 아울러 중국 CAAS의 우주선육종센터 Liu 소장과 우

주선 육종에 관한 엽구협력을 추진하 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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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장  연구개발 목표 달성도 및 관련 분야에의 기여도

1. 연구개발 목표 및 목표의 달성도

세부연구목표 주요 연구개발 실적
1) 가중치

(%)
2)

연구목표 

달성도
3)

(%)

비고
4)

◦ 식물 돌연변이 유

기를 위한 양성자 빔 

조사조건 설정

-4종의 종자(고추, 유채, 들깨, 벼) 및 2종

(국화, 난)의 조직배양체를 대상으로 선량

별로 방사선을 조사하여 종자의 발아율 및 

초기생장과 배양체의 생육정도를 조사하여 

적정 조사선량 및 시료조건 구명하 음. 

40 100/100

-조사시료 

조 제 방 법 

및 개 선 점 

확인

◦ 타 방사선원과의 

생물효과 및 돌연변

이 유기효율 검정

-양성자빔과 감마선의 종자조사에 따른 발

아 및 초기생장에 미치는 생물효과를 검증

하 음. 또한, 국화 및 난의 배양체에 대한 

방사선 생물효과를 확인하 음. 

-돌연변이 유기 효율 검증을 위하여 배양체

를 대상으로 용기내에서 돌연변이체를 선발

하여 계대배양중에 있으며, 벼 및 들깨 M1

식물체를 포장에 재배하여 M2종자를 확보하

음. 

30 100/100

◦ 이온빔이용 기술

정보 수집 및 중국 

CAAS 우주 육종센터

와의 협력기반 구축 

-일본의 중이온빔 육종기술의 현황 및 기술

정보를 입수하고 협력기반을 구축하 음. 

-이온빔을 이용한 우주방사선 모의 실험을 

위한 정보 및 중국 CAAS의 우주선육종센터 

Liu 소장과 엽구협력을 추진하 음. 

25 100/100

총계5) 100 95/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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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  관련 분야에의 기여도 및 기대효과  

○ 사이클로트론(MC-50)을 활용한 국내의 식물 유전육종 연구가 활성화 되고, 장차 국내의 

중이온 및 양성자 가속기 등을 이용한 품종개발이 활성화 됨.

○ 새로운 방사선 육종기술에 의한 유전자원 창출 및 품종개발로 국내 종자/유전자원 지적

재산 증대되고, 고품질 품종개량에 따른 국내 종자 및 화훼 산업의 활성화외 농업생산성 

증대가 기대됨. 

○ 방사선 이용 기술의 발달로 원자력의 평화적 이용이 확대되고, 원자력 및 방사선 이용에 

관한 국민 인식이 제고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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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장  연구개발결과의 활용계획

1. 활용방안

○ 본 연구를 통하여 밝혀진 사이클로트론 MC-50 양성자 빔을 조사하기 위한 식물 종자 및 

배양체의 조사조건 및 적정선량 등은 앞으로 MC-50 양성자빔을 식물육종용 식물체 조사시

에 긴요하게 활용될 것임. 또한 국내에 건설이 추진되고 있는 MC-30 양성자빔과 대용량 양

성자 가속기의 빔라인을 활용한 유전자원 개발연구의 기초자료로 활용함.  

○ 본 연구에서 얻어진 들깨 및 벼의 M2종자와 난 및 국화의 계대배양체는 후속 연구를 

통하여 지속적으로 후대에서 변이체를 선발 양성하여 유용 유전자원으로 개발할 예정임. 

○ 본 결과를 토대로 본 연구팀은 MC-50 이온빔을 활용하여 본격적인 품종 및 유전자원 

개발 연구와 함께 우주방사선 모의 생물실험 연구를 착수할 예정임. 본 연구 과정에서 구

축된 중국 CAAS 우주선육종센터와의 협력관계를 유지하여, 중국 우주선을 이용한 육종 

연구 및 이온빔을 이용한 생물모의 실험에 관한 국제공동연구 과제를 2006년도에 신청하

여 추진할 예정임. 

○ 얻어진 연구 내용은 관련 학회에서 발표하고, 논문투고를 추진할 예정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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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장  연구개발과정에서 수집한 해외과학기술정보

  이온빔 육종기술은 일본에서 시작된 기술로 현재 일본이 최첨단의 기술을 보이고 

있다. 일본의 재단법인 방사선이용진흥협회가 주최하여 2005년 12월 1일부터 2일 사

이에 도쿄의 일본과학미래관에서 개최된 제11회 방사선프로세스 심포지움에서 발표

되었던 강연요지 중에서 중이온빔 육종에 관하여 발표된 내용을 정리해서 기술한다.

□ 이온빔 육종에 의한 세계3대 화훼 신품종의 개발 (기린맥주(주) 식물개

발연구소 岡村正愛) 

(1) 머리말

  자연계에서의 우주선에 의한 돌연변이와 같은 원리를 이용한 품종개량 기술「이온빔 육

종」은 탄소 등의 이온을 광의 강도 1/2 정도까지 가속해서 식물의 종자나 세포에 조사해

서, 돌연변이를 일으켜 유용한 품종을 육성하는 기술이다. 감마선에 비교하여 국소적으로 

큰 에너지를 부여하는 특징이 있고, 돌연변이 유발 등의 생물효과가 높다. 기린 맥주에서 

개발한 카네이션 미세조직 배양계에 일본원자력연구소 다카사키연구소 (원연 다카사키)의 

AVF싸이클로트론에 의해 탄소이온을 조사하는 것으로 2년이라 하는 종래 육종법의 반의 

기간에 카네이션 실용 품종시리즈 육성에 성공했다(그림1). 이온빔 육종에 의한 세계3대 

화훼에서의 실용화와 금후의 전망에 관해서 소개 한다.

(2) 자연계의 진화와 품종개량

 지구상의 생물은 하늘로부터 우주선(이온)이나 지면으로부터 감마선에 의해 끊임없이 조

사를 받아 돌연변이를 일으켜 다양성을 만들어 왔다. 현재, 식량이나 관상용 으로 재배되

고 있는 식물은 약 7억년전에 나타난 원시식물이 다양한 환경 변화에 적응해서 진화하여 

더욱이 인간의 손으로 개량되어 온 것이다. 식물의 품종개량에는 교잡과 돌연변이가 큰 역

할을 담당해왔다. 그중에 돌연변이 연구는 70년 이상의 역사를 갖고 있고, 지금까지 2000

가까운 품종이 육성되어 그중 80%가 감마선에 의한 것이다. 그러나 감마선은 에너지가 낮

기 때문에 목적으로 하는 형질 이외의 불필요한 변이를 같이 유발시키는 경우가 많다는 

문제점이 있었다. 이온빔은 감마선의 수백배 에너지를 핀 포인트로 주어서, 낮은 조사량에

서도 돌연변이를 일으키는 것이 가능하다. 그 때문에 내병성이나 생산성, 꽃 저장성이 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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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난 것 등 원품종의 좋은 점을 그대로 유지하면서 꽃 색이나 모양, 스트레스 내성 등의 

개량이 가능하지 않을까 하고 생각했다1).

(3) 기린맥주 어그리바이오테크놀로지와 이온빔 육종

화훼산업은 생활에 정취감을 주는 중요한 분야로서 성장을 계속하여 일본에서는 1.2조엔 

규모가 되었다. 기린맥주사는 화훼종묘, 감자 사업을 중핵 사업으로 규정하고, 국내외에 40

개의 그룹 회사를 갖고 있고, 상품 개발로부터 생산․판매까지 일관한 사업을 세계적 규모

로 전개하고 있다. 세계 3대 화훼중 국화 및 카네이션의 경우 각가 세계 묘 품중 판매점유

율이 각각 25%, 30%를 점한다. 식물개발연구소는 R&D 거점으로서 신육종 기술, 대량 증

식기술, 품질관리 기술 등의 연구개발을 행하고 있다. 식물개발연구소에서 개발한 포복형 

페튜니아「기린웨이브」시리즈는 세계품종 시장의 60% 쉐어를 획득하고 있다. 본 연구에

서는 미세 조직편을 재료로써, 그 표층으로부터 수백 미크론 깊이의 세포에 싹을 유도하는 

「재료 전처리 기술」을 개발하는 것으로 이온의 재료 전체에 조사되는 확률을 높이는 것

과 함께 조사세포로부터 효율 좋게 식물체를 얻는 것에 성공했다. 더욱이 불필요하게 유기

하기 쉬운 캘루스 형성을 거치지 않고 미세 조직편세포로부터 식물체를 재생하는「직접재

생기술」을 개발하여 이온빔 육종을 루틴화 시키는 것이 가능했다2).

(4) 이온빔의 생물효과와 돌연변이의 특징 : 카네이션

 스프레이 품종「비탈」(체리 도화색) 및 스탠다드 품종 「스타」(오렌지팬시)를 재료로 

미세조직 배양계를 개발하여, 이온빔과 감마선을 비교했다. 

 1) 품종「비탈」의 이온빔 육종

부정아 유도율이 반감하는 조사량은 감마선 조사에서는 약60Gy인 것에 대해서 탄소이온 

조사에서는 15Gy이고, 탄소이온의 생물 효과는 감마선에 비교해서 4배 높은 것으로 추정 

되었다. 또한, 복숭아색, 적색의 화색 변이체를 얻는 조사량을 비교하여 이온에서는 세포당 

약 20트랙, 즉 세포핵 당 수개의 이온 히트가 얻어지는 것에 대해서 감마선에서는 23,000

배의 스풀이었다.

  화색에 관해서는 변이 스펙틀을 이온빈과 감마선에서 비교했다. 품종「비탈」에 대한 감

마선 조사에서는 적색, 복숭아색, 옆은 복숭아색, 미세반점 등의 화색변이가 얻어졌다. 이것

에 대해서 이온빔 에서는 1)짙은 복숭아색, 복숭아색, 옆은 복숭아색 등 색소의 양적 변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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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 의한 것으로 추정되는 변이, 2)원품종의 체리 복숭아 색으로부터 황색으로의 질적 변이, 

3)각종 조반 화색 등 트랜스포존의 삽입(옅은 복숭아색)과 부분적 탈락(체리 복숭아에로의 

회복)에 의한 것으로 추정되는 질적 변이 등 양적 및 질적 변이에 의한 변화가 풍부했다. 

화형의 변화도 다수 출현하여 패랭이형 화변, 환변(丸弁) 등이 연속적인 변이(검변(劍弁), 

약간 검변, 약간 환변, 환변)로써 출현했다3).

  「스타」에서도 탄소이온은 위와 같은 높은 생물효과를 갖고 있고, 세포당 약25트랙이라

는 조사량에서 여러 가지 화색변이를 얻을 수 있었다. 변이 출현 빈도는 감마선과 같은 정

도이었지만, 색, 모양의 변이 폭은 이온빔 쪽이 넓었다. 감마선 조사에서는 오렌지의 농염, 

사몬 등의 화색변이, 또는 화변수 증가 등의 변이를 얻은 것에 대해서 이온빔 에서는 오렌

지의 농염, 스트라이프, 조반의 유무, 사몬, 황색 등의 화색변이 또는 대륜, 소륜, 둥근변, 

검변 등의 화형변이를 얻었다.

  원품종 스타 유전자 형은 i-m/i-m, A/a-m이다. 이온빔으로 얻은 황색 개체를 유전자 해

석에서는 CHI 유전자형으로 변화가 없고, 원품종에서는 기능하고 있는 A좌가 황색 개체에

서는 소실한 것이 판명했다. 조사에 의한 정상의 DFR 유전자가 결실한 화색 변이가 일어

난 것으로 추정된다.

  카네이션 결과는 이온빔이 감마선에 비하여 매우 낮은 선량에서 돌연변이를 일으키는 

것이 가능하며, 일부 형질만 변화한 개체를 효율 좋게 얻어지는 가능성을 나타낸다. 감마

선에서는 에너지가 분산되어 조사에 의해 많은 유전자에 변화가 일어난다. 이온빔 에서는 

에너지 부여가 집중되기 때문에 어느 형질만이 변화한 원 포인트 개량품종을 효율 좋게 

작출 할 수 있다고 생각된다. 또한 이 특징에 의해 변이의 폭이 확대됐다고 생각된다. 어

느 쪽도 육종상 중요한 지식이다.

(5) 이온빔 육종의 범용화와 금후의 전망

  금후 개발된 기술을 이용하여 카네이션 품종「비탈」은 원품종의 우량 특성을 유지하면

서 화색을 시리즈화 하는 것이 가능하여, 일본이나 유럽에서 인기 품종이 되었다. 금후, 연

간 약 백억엔 상당의 절화 유통이 예측된다. 또한, 화색 이외에도 신규 화형(장미꽃형, 무

자화변)으로의 시리즈도 예정되어 있고, 큰 경제 효과가 예상된다. 기린 맥주사에서는 카네

이션의 경질(莖質) 개량에 성공한 이외에도, 화변 주력 작물인 페류니아, 국화에서의 응용

도 개시하여 포복성 적페튜니아의 화색개량, 국화의 화형․화색 개량 등 이 기술의 형질 

범용성 및 작물 범용성을 확인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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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게다가, 전국의 농업시험장, 민간기업 등의 연구가 추진되어 윤국(輪菊)의 신규 화색, 장

미의 신형질 개체 육성 및 액아가 적은 생력화 윤국4)의 육성례등이 각각 보고되어 이온빔

은 실용화 시대를 맞고 있다. 또한 최근 정원의 확대에 페튜니아나 바베나의 실용하도 보

고되고 있다5).

  본 연구개발에 의한 이온빔 육종에서는 우량품종의 특성을 손상시키지 않고, 1) 화색 시

리즈화 한다. 2) 내병성․내도복성 등의 중요 형질을 부여할 수 있다. 3) 꽃 이외의 작물에

도 응용할 수 있다. 등의 파급효과를 갖는다. 금후에도 이온빔 육종의 응용 실용화가 진행

되어 농업전반에 좋은 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된다. 

  21세기 농작물의 개량에는 식량의 안정적 생산을 위한 품종개량, 생활을 풍부하게 하여 

정취감을 주는 화훼류, 가정원예 식물의 개량, 또한 환경의 보전․수복․ 정화를 위한 개

량(환경 내성 식물, 환경 정화 식물)이 중요하다. 금후의 성과에 의해 일본이 독자 개발하

여 세계를 리드할 수 있는 이온빔 육종 기술이 이것들을 실현해 갈 강력한 무기로 될 것

이 실증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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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온빔 조사의 식물육종에서의 이용: 페튜니아 등의 신품종 

육종 (산토리 플라워즈 (주) 鈴木賢一, 金谷健至, 四方康範, 宮崎潔, 理化學硏究所  

阿部知子, 龍頭啓充, 福西尙, 矢野安重)

(1) 머리말

  옛날부터 인류가 이용, 재배해온 식물은 다수량, 내환경성, 내병해충성 등이라 하는 

농업적 요소를 개량, 즉 육종 하는 것에 의해 더 재배 특성이 좋은 품종이나 부가

가치를 부여한 품종으로서 육성되어 왔다. 이와같은 식물 육종은 당초 자연 교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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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는 자연 돌연변이라는 집단 중으로부터 우량개체를 저빈도로 선발해 왔지만, 그 

후 인공교잡 또는 인위 둘연변이라는 더 효율적인 육종법이 주류가 되어 많은 우량 

품종이 육성되어 근대 농업에도 크게 공헌해 왔다. 

 산토리에서는 꽃을「사람들의 생활에 윤택함을 주고, 마음의 건강을 주는 것」 

이라고 정의하고, 인공 교잡 육종법을 중심으로 『아름답게 피고, 간단하게 피고, 

오래 피는』것을 기본으로 화훼 원예식물의 신품종 개발을 해왔다. 1989년 이래 

「사피니아」「花手毬」「타피안」「 리온벨」「써머웨이브」등 많은 인기 브랜드

를 발매, 시장을 뛰어 넘는 순조로운 신장을 나타냈다. 1992년에는 화훼 사업부를 

개설, 2002년에는 산토리 플라워즈 (주)로 분사화 하여, 국내뿐 만 아니라 유럽, 미

국, 오스트레일리아 등 해외에서도 활동의 장을 넓혀 판매 수량을 국내의 약 5배에 

까지 달했다. 더구나 종래 육종법으로부터 육성된 품종을 육종모본으로 첨단적인 

육종 기술을 응용하여 뛰어난 성질을 부여하여, 부가가치를 높이는 목적으로 개발

에도 몰두하고 있다. 본 심포지움에서는 중이온 빔 조사에 의한 인위 돌연변이 육

종에 의해 육성 판매에 성공한 신품종에 관해서 소개한다.

(2) 중이온 빔 육종에 의한 신품종 개발

 식물에 돌연변이를 유발하는 방법으로는 1) 트랜스포존이나 T-DNA 를 이용하는 

유전자 조작, 2) 식물 조직배양 기술에 의한 체세포 변이, 3) 알킬화제나 핵산염기 

아나로그 등에 의한 화학처리, 4) X선, 감마선 및 중성자 등에 의한 방사선 처리 등

이 알려져 있다. 일본은 세계에서 선두로 1960년부터 감마필드 (방사선 육종장, 독립 

행정법인 농업생물자원연구소)의 운전을 개시하는 등, 방사선 육종에 적극적으로 매

진해 왔다. 한편, 중이온 빔은 1990년대 초반부터 새로운 변이원으로써 주목되어, 그 

실용화 방법이 연구, 개발되어 왔다. 이온빔은 기술을 모은 거대한 가속기 시설에서 

발생하는 에너지 선이다. 이것은 본래 원자핵 물리학 연구를 목적으로 건설되어 왔

다. 고에너지 중이온 빔에 의한 생물학의 기초 연구를 행하고 있는 대표적인 시설은 

세계적으로 5개소로 적지만, 그 중 3개소가 일본에 있다. 우리들은 그 중에 하나인 

이화학연구소와 공동으로 중이온 빔 육종의 기술개발과 신품종 육성을 추진해 오고 

있다.

(3) 꽃수가 증가한 신품종의 실용화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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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화단묘에서는 그 중요한 특성 하나가 개화기간이고, 한번 식재한 화단묘가 긴 기

간 꽃을 피우는「사계절성」품종은 세계적으로 큰 시장 수요가 있다. 산토리 플라

워즈(주)가 개발한 버베나 花手毬 시리즈는 포복성으로 화방이 크고 봄부터 가을까

지 개화하여 흰가루병에도 강하기 때문에 일본에 한정되지 않고 해외에서도 높게 

평가되고 있다. 화단묘는 역사적으로 자식 종자 번식계에서의 원예적 육종이 추진

되어 왔기 때문에 본래 많은 야생식물이 갖는 자가불화합성 즉 자식 열세 억제기능

을 배제해 왔다. 최근에는 잡종 강세를 중요시한 F1 종자계나 양번식계가 주류로 

되어 왔지만, 원래 자식종자 번식계에서 육성해 온 계통을 육종 모본으로 쓰면, 자

식 종자 형성이라는 디메리트가 생기는 경우도 있다. 또한, 종자 발달을 위한 식물

체로부터 양분의 공급, 배유 등의 저장 기관으로의 축적이 우선되어 식물체 자신

이 약체화 하여 꽃수가 감소하는 것으로 생각된다.  花手毬코랄핑크 (Verbena 

bybrida "TEMARI CORALPINK")는 다른 花手毬시리즈와 비교해서 주년 개화성이 

약간 약하고, 꽃수가 적게 되는 시기가 있는 것으로 지적되어, 또한 자식 종자를 형

성하기 쉬웠다. 따라서 중이온 빔 돌연변이 빔을 써서 花手毬 코랄핑크의 불임계통

을 육성하는 것으로 개화 특성의 향상을 시도했다. 재료의 花手毬 코랄핑크는 무균

식물로부터 조정하여, 이화학연구소 가속기시설에서 질소 14N (135MeV/u)의 중이

온빔을 조사했다. 이러한 조사 개체를 육묘하여 온실 내에서 개화․자연 결실을 관

찰한 결과, 자식 종자를 형성하지 않는 꽃이 다수 관찰되었다. 그 중에서 화방 전체

에 불임이 인정된 4계통을 선발하여 포장시험에 공시했다. 포장에서의 재배 시험에

서는 불임계통 전부에 종래 품종과 비교하여 개화 특성이 향상하고, 포기 노화억제 

및 화방수의 증가가 인정되었다. 이러한 불임계통에서는 온실내 및 옥외 재배시험

을 통하여 꽃색, 화형, 엽, 초세, 일장감응성, 내병성 등 불임 이외의 성질은 종래 

품종과 비교해서 차이가 없었다. 즉, 새롭게 육종에 성공한 불임계통은 종래 품종이 

갖고 있던 유용한 형질을 손상시키지 않고 「꽃 지속 기간의 양호함」과「화방수의 

증가」라는 새로운 성질을 획득했다고 할 수 있다. 2002년 3월에 불임 『花手毬 카

페트 개화 「코랄핑크」』를 중이온 빔 조사에 의해 인위 돌연변이 종으로써 세계

에서 처음으로 발매하는 것이 가능해져, 2003년부터는 해외시장에서도 발매를 개시

했다. 또한 2003년 3월부터 불임 『花手毬 카페트 개화「사쿠라」』도 발매를 개시

하여, 2004년부터는 해외시장에서도 발매를 개시했다. 더구나 2006년 3월부터는 

『花手毬소복한 개화 「모모」』(그림4)도 신발매가 결정 되었다. 이 『花手毬  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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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한 개화「모모」』는 개량 품종이 아니라, 교잡 육종의 단계로부터 중이온빔 조

사를 전략적으로 프로그램화하여 개발한 불임화 꽃수가 증가하는 신화색․신초형의 

품종이다.

(4) 신화색 사피니아 실용화훼

  화훼 원예 식물에서는 생활 문화의 발전에 따라 다양한 가치관을 기본으로 고관

상 가치를 부여하는 육종이 왕성하게 행해져 오고 있지만, 그 중에서도 꽃 색은 가

장 중요한 원예 요소의 하나이다. 현대에는 다양한 꽃색의 화훼 원예식물이 세계 중

에 넘쳐나고 있다. 그러나, 그러한 원예품종에서는 야생종에 기인하는 한정된 꽃색만 

존재하지 않는 경우가 많다. 예를 들면 주요 화단묘의 하나인 페튜니아 (Petunia 

hybrida)는 1983년에 성공한 Petunia axillaris(백색화)와 Petunia integrifolia (적자색

화) 와의 종간잡종이 원예화의 시발이다. 페튜니아 화색의 주색소는 안토시아닌을 

중심으로 한 후라보노이드이고, 어떠한 후라보노이드 골격인가, 또는 이러한 후라보

노이드 골격에 메칠화, 배당화, 아실화 등의 수식이 되는가에 따라 몇 가지 후라보노

이드가 화변 액포중에 축척하여 여러 가지 색조를 나타나게 된다. 즉, 새로운 화색 

육종의 한 걸음으로써 본래 화변에 축적되어 있는 후라보노이드류를 개변하기 때문

에 후라보노이드 생합성에 관한 효소나 제어 인자인 단백질을 코드하는 유전자에 변

화를 일으키는 가가 중요하다. 이와 같은 유전자 변화는 자연조건하에서도 저빈도로 

일어나기 때문에 페튜니아 원예품종은 100년 이상의 세월에 걸쳐 많은 육종가가 여

러 가지 육종법을 써서 품종개량을 계속하여 현재 알려진 매우 많은 꽃 색이 생겨났

다. 이와 같은 원예적 부가가치를 향상시키는 화색 다양화를 향한 시도는 감마선 조

사나 화학변이 유발제를 이용한 인위 돌연변이의 이용이나 최근에는 유전자 도입 기

술을 이용한 분자 육종의 성공사례도 보고되고 있다. 이와 같은 것으로부터 중이온 

빔 돌연변이 육종법을 써서 꽃 색이 변할까는 매우 흥미 있는 것이라고 생각된다.

 따라서, 페튜니아 야생종의 하나인 Petunia altiplana 화색 변이체 작출을 목적으로 

인공 수분후의 자방에 20Ne (135MeV/u)를 조사했다. 5Gy 조사구에서는 102개체의 

실용개체가 얻어져 그중 1개체에서 화색 변이체 (Pne1)을 획득했다. Pen1 화변 내측

은 피플핑크(WT)와 비교해서 백색에 가까운 핑크색을 나타내고, tube에는 핑크색의 

맥 모양이 인정 되었다. Pne1과 같은 표현형을 나타내는 자연 돌연변이체가 알려져 

있고, 계속하여 행한 교잡 시험 등의 결과로부터 Pne1은 이 자연돌연변이체와 같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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타입의 변이체 라고 추측되었다. 이 Pne1의 결과를 토대로 산토리의 사피니아 시리

즈를 재료로 중이온 빔 조사 실험을 하 다. 사피니아 시리즈는 생육 왕성한 봄부터 

가을까지 개화하는 퍼포만스가 인정되어 현재 사피니아, 사피니아 부케, 사피니아 엘

레간테, 사피니아 푸라슈의 4서브 브랜드에 합계 39품종에 달하여 세계 중에서 높은 

평가를 얻고 있다. 그 결과, 사피니아 퍼플로부터 화색이 더 밝은 베인 모양이 들어

간 화색 변이체를 얻는 것에 성공하여, 계속적으로 고정화를 행하 다. 고정화를 완

료한 변이체는 재배시험의 결과, 화색변이 이외는 사피니아 퍼플이 갖는 유용한 원

예적 특성을 그대로 이어 받고 있고, 2003년 3월부터 신화색 「사피니아 로즈」로서 

발매를 개시하여, 2004년부터는 해외시장에도 발매를 개시했다.

(5) 맺는말

 이상과 같은 일본발 신기술인 중이온 빔을 이용한 돌연변이 육종법은 화훼 신품종 

개발에 대해서 매우 유용한 수법의 하나로 생각된다. 특히 불임화, 신화색이라는 육

종 목표에 대해서는 유효하다고 생각된다. 이화학연구소의 가속기를 이용해서 식물 

육종을 실시하고 있는 그룹은 현재 80을 넘어, 금후 실용적인 품종이 계속적으로 탄

생될 것이라고 기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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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발과 유기 효율을 검정을 위해서 벼와 들깨의 M2종자를 확보하 으며, 앞으로 후속 연구를 통하여 

검증이 필요하다. 이와같은 양성자 조사에 의한 생물효과와 돌연변이 유기 효과 검정 및 적정 조사조건

의 설정 결과는 앞으로 MC-50 사이클로트론을 이용한 식물 조사시에 중요한 기초정보를 제공해 주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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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t has been reported that ion beam with high liner energy transfer (LET) show relative high 

biological effectiveness (RBE) and more effective for induced plant mutation than low LET 

radiation i.e., X-rays, gamma rays and electrons. This study was conducted to induce mutation of 

in vitro cultured orchid and Chrysanthemum using proton beam of the MC-50 cyclotron (50 MeV) 

at the Korea Institute of Radiological and Medical Science. In vitro  cultured stems of 

chrysanthemum(cv. Migok) and protocom-like bodies(PLBs) of Dendrobium orchid (cv. Kingianum) 

placed in the plastic petridish (5.5cm in diameter) with agar medium were irradiated by the proton 

beam with various dose ranges of 10, 25, 50, 100 Gy under the condition of 5nA beam current. 

Those irradiated plants were transferred to subculture media and then investigated growth 

characteristics. Shoot growth of chrysanthemum and orchid was decreased by increase of 

irradiation dose. In particular, new shoot formation was hardly founded over 50Gy in 

chrysanthemum and 100 Gy in orchid. Some leaf mutants were observed at the 25 Gy and 50 Gy 

irradiated PLBs of the orchid. The dry seeds of hot pepper, rapeseed, rice and perilla also were 

irradiated with proton beam of MC-50 cyclotron and then measured germination rate and early 

growth of M1 plants compared with gamma ray irradi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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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     의

1. 이 보고서는 과학기술부에서 시행한 원자력연구개발사업의 연구

보고서입니다. 

2. 이 보고서 내용을 발표할 때에는 반드시 과학기술부에서 시행한 

원자력연구개발사업의 연구결과임을 밝혀야 합니다. 

3. 국가 과학기술 기 유지에 필요한 내용은 대외적으로 발표 또는 

공개 하여서는 아니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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