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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 약 문

I. 제 목 

양성자 빔을 이용한 스트레스 저항성 잔디 개발

II. 연구개발의 목적 및 필요성

 잔디의 식재환경에 따라 식물체는 다양한 스트레스를 받게 된다. 그 중 잔디면적의 

대부분은 자연 강우에 의존하게 되며 몇 일간의 건기가 지속되면 잡초와 경합하게 

되어 생육이 불량해진다 (Brady, 1996; Alderson and Sharp, 1994). 또한 도시환경에

서의 잔디식재 토양환경은 척박하여 일반적으로 salt의 농도가 상대적으로 높아 잔디

생육에 큰 장애요인이 되고 있다. 그와 더불어 환경에서의 일반적인 현상인 대기와 

토양의 산성화와 아울러 염의 축적으로 식물의 생존에 크게 지장을 주고 있어서 건

강하고 양질의 잔디를 유지하기 위하여 막대한 유지비와 인력이 필요하다 (Turgeon, 

1996). 따라서, 본 연구는 양성자 이온빔을 이용한 환경 스트레스에 저항성을 갖는 

유용 돌연변이 잔디 개발에 목적을 두고 있으며 양성자 이온빔에 의해 유발된 변이

체의 저항성 관련 유용 유전자 발굴 및 검정을 통한 스트레스 저항성 분자 유전학적 

연구에 연구 개발의 목적을 두고 있다.

III. 연구개발의 내용 및 결과

 본 연구진은 조사 선량에 따른 변이체의 차이를 조사하기 위해 7종류의 조사량 

(50, 100, 150, 200, 250, 300, 400 Gy) 에 따른 식물생육 및 감수성을 조사하 고, 

변이 식물체 내에서 뿐 아니라 조사 선량에 따른 식물 생육 차이를 확인 할 수 있었

다. 양성자빔에 의해 유발된 변이 식물체들의 변이 유전체 변이분석를 실시하기 위

해  RAPD (Random Amplified Polymorphic DNA)와 AFLP (Amplified Length 

Polymorphic DNA)를 수행하여 조사 선량에 따른 상이한 변이체 창출을 확인하 다.

또한, 환경스트레스 (drought, salt) 저항성 잔디 효율적 선발기준 확립하기 위해 유

식물 상태에서 물공급을 중지하여 포장상태와 가까운 조건하에서 drought 저항 

clone 들을 대량 선발하 고, in vitro 상에서 liquid media를 사용하여 대기의 간섭없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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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염농도에 따라 선발할수 있는 방법을 확립하 다. 

 우수변이 식물체의 포장 평가를 위해 육묘판 생육과정 중 stress 저항성 및 우수초

형을 지녔다고 평가된 식물체 (647계통)는 지름 25 cm 의 자체 제작된 pot 에 이식

되었으며 현재 유지 증식 되고 있다.

IV. 연구개발결과의 활용계획

대부분의 수입된 잔디 품종들은 우리나라의 환경에 적합하지 않아 적응이 쉽지 않으

며,. 이런 이유로 잔디를 유지 및 관리하기 위하여 많은 시간과 돈이 투자되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따라서 양성자빔을 통한 고효율 돌연변이 창출을 통한 환경 스트레

스에 강한 잔디 품종을 육성 및 그에 대한 분자유전자적 연구가 필요하다.

새로운 환경스트레스 저항성 잔디를 만듬으로써 국내에 환경에 맞는 특이한 품종의  

확보를 통해 국내 시장의 확보 및 확대를 가져오는 결과를 가져 올 수 있다. 날로 

커져가는 잔디산업시장에 규모에 발맞추어 대처할 수 있는 길이라고 사료되며, 새로

운 환경스트레스 저항성 잔디를 이용하여 국내 수급 및 외국으로 역수출 할 수 있는 

기반이 될 것으로 예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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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ummary 

The direct use of mutation is a valuable approach to generate genetic 

variation in crop species by altering agronomically useful major traits. 

The proton beam, as a mutagen, was applied to improve resistance traits 

of Zoysia grass under various abiotic stresses. 

Proton beam was irradiated to mature dry seeds of Zenith (Zoysia grass), 

which is well-adapted to Korean climate, using a proton- accelerator with 

seven different doses (50, 100, 150, 200, 250, 300, 400 Gy). Individual 

seedling of M1 plant was transplanted from the seed bed and allowed to 

reach appropriate plant mass. Clones that showed superior growth were 

chosen and transplanted to pots for further clone propagation and field 

evaluation. 

Growth characteristics of turfgrass, such as plant height, leaf length, leaf 

width, number of tiller were evaluated ninety days after sowing.

Although large variation within each dose, noticeable differences were 

found among different irradiated doses.

Most of the mutant clones derived from the irradiation treatment showed 

more vigorous growth than the control plants. RAPD (Random Amplified 

Polymorphic DNA) and AFLP (Amplified Fragment Length Polymorphism) 

methods were conducted to analyze genomic variations associated with 

proton beam irradiation. 

In order to establish selection criteria for selection of salt-stress 

resistance plants, an in vitro method that is able to select salt-stress 

resistant mutants in liquid media without ambient disturbances.

Total 647 predominance clones that were considered as abiotic stress 

resistant mutants were transplanted to the field for further evalu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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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1 장 연구개발과제의 내용

1. 최종 목표 

가. 본 연구는 양성자빔을 이용하여 잔디 유용 돌연변이체를 통해서 다양한 용도에 맞는 

잔디초종의 생명 공학적 연구 및 이를 바탕으로 한 식물체검정∙개발을 통해 한층 지속

적이면서 안정적인 양질의 푸름을 제공함으로서 수준 높은 녹색 환경 및 기능성 공간의 

제공 및 유지하는데 기여함을 최종목표로 두고 있다.

나. 최근의 식물생명공학의 효율적 활용으로 우수 저항성 계통에 대한 분자마커 개발, 환

경재해 저항성 관련 유전자의 발굴 및 기능 검정이 이루어짐에 따라, 이들 생명공학 기

법을 이용한 수분 장해 및 염해저항성 유용 돌연변이 잔디품종 개발을 통한 산업화를 

목표로 한다. 

다. 본 연구는 양성자빔을 이용한 환경 스트레스에 저항성을 갖는 용도에 맞는 맞춤형 잔

디 신품종 개발 최종 목표를 두고 있다. 

2. 당해연도 연구 목표

   
가. 양성자 이온빔을 이용한 환경 스트레스에 저항성을 갖는 유용 돌연변이 잔디 개발

(1) 양성자 가속기를 이용한 돌연변이 유발 및 잔디 계통 확보

(2) 환경 스트레스 저항성 잔디계통을 선발 criteria 확립

(3) Drought 및 Salt stress 저항성 유용돌연변이체 선발 및 증식

나. 환경 스트레스 저항성에 관련된 유용 유전자 발굴 및 스트레스 저항성 분자유전학적 연구 

(1) 환경 스트레스 저항성 유용변이 유전체 분석 

(2) 한발 및 염해 저항성 관련 유용유전자 발굴 및 검정

(3) 환경 스트레스 관련 분자유전, 육종적 연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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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연구개발 범위

가. 양성자 가속기를 이용한 돌연변이 유발 및 잔디 계통확보

(1) 조사량에 따른 M1 식물체 돌연변이 유발 및 계통 확보

(2) 유용 돌연변이체의 생육 및 생장 변이성 분석

(3) 품질평가를 받은 계통은 환경스트레스에 대한 저항성 검정 재료로 이용

- 품질 평가 된 계통에 대한 증식 및 지속적인 유지 실시

(4) 변이 유전체 분석 

- 품질 평가된 검정재료에 대한 변이 분석을 위하여 RAPD를 통한 genotyping 실시

- Genomic 변이성 분석 

나. 환경스트레스 저항성 잔디계통 선발 criteria 확립  

(1) 장해유발 환경스트레스 조건 확립 및 환경스트레스 저항성 잔디 효율적 선발기준 확립

- 환경에서 발생될 수 있는 식물스트레스 중 가장 중요한 한발 (가뭄, drought) 저항

성, 염 (Salt)저항성을 중심으로 잔디 육성

(2) M1 돌연변이 clone들의 환경 장해 저항성 변이 분석

(3) 환경 장해 유발 환경스트레스 조건 확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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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2 장 국내외 기술개발 현황

1. 기술적 측면

가. 우리보다 잔디에 더욱 많은 관심을 가지고 있는 유럽 및 북미 국가의 경우 난지, 한지, 

중지형 잔디 개발과 사용 용도에 맞는 잔디를 개발하기 시작했다. 

나. 미국의 경우 Zoysia종의 우수성이 높게 평가되어 각각 환경에 맞는 특허 품종들이 

(Zoysia SS-330, Zoysia SS500, Zoysia ZT-4) 특허청에 등록 되어 있다. 

다. 외국의 경우 미국 농무성 산하 농업연구소(USDA/ARS)에서 전 세계적으로 수집한 

turfgrass 유전자원을 보유하고 있다. 또한 미국의 잔디 공인 기관인 National   

Turfgrass Evaluation Program (NTEP)에서는 잔디 사용지의 특성에 맞는 적절한 초종

의 평가를 실시하고 있다. 

라. University of Georiga, Texs A&M University, University of Nebraska등에서는 기존

의 품종에 대한 genotyping (AFLP, RAPD, SSR 마커 이용)이 이루어지고 있으며 그로 

인한 신품종의 특허권 주장이 더욱 강화 되고 있다.

 

마. 중국의 경우 China National Turfgrass Variety Trial (CNTVT) programs은 Chinese 

Ministry of Agriculture에 주도하여 미국 USDA 와 Oregon Seed Council, Nanjing 

Agriculture Univ., China Agriculture Univ.등과 공동으로 잔디 산업의 급격한 팽창에 

발맞추어 1997년에 시작되어 세계 잔디 시장에 국제적 컨소시엄을 형성하여 대응하고 

있다. 

바. 하지만 국내의 연구 이제 시작하는 걸음마 단계이기 때문에 많은 곳에서 연구를 통하

여 새로운 품종를 만드는 것을 하지 않고 있다. 단지 외국에서 종자나 품종을 수입하여 

원하는 곳에 제공해 주는 역할을 하고 있다. 

 

사. 수입된 품종들은 우리나라의 환경에 맞는 품종이 들이 아니기 때문에 적응이 쉽지 않

다. 이런 이유로 잔디를 유지 및 관리하기 위하여 많은 시간과 돈이 투자되고 있는 것이 

현실이며 따라서 우리나라 환경에 맞는 잔디 개발이 필요하다. 

아. 아직까지 양성자빔을 통한 잔디 품종의 개발을 전무하다고 볼 수 있다. 그러므로 선점

을 통한 기술 개발, 유용 유전자 발굴 및 germplasm 확보 할 수 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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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경제 산업적 측면

가. 현재 우리나라의 국내 수요 잔디 종자의 거의 전량을 미국등의 다른 나라에서 수입에 

의존하고 있다. 2004년 한 해만해도 909MT(1,947,893USD)를 수입 했으면 점차 늘어날 

것으로 전망되어 지고 있다. 

 

나. 현재 국내 잔디산업시장은 약 7천 5백억원 정도로 추정되고 있다. 그중에 잔디 생산 

판매가 2,000억원, 유기질 및 미생물이 1,800억원, 관리 및 자문이 1,600억원이 사용되고 

있다. 점차 사람들의 관심이 커질수록 사업 규모가 기하급수적으로 커진 것으로 예상된

다. 

 

다. 하지만 아직까지 자체 품종을 만들어서 팔기보다는 국외에서 수입된 잔디 초종이나 종

자를 단지 생육하여 파는 아주 기초적인 성격을 시장을 구조를 가지고 있다. 그로 인하

여 로열티를 지불하면서 잔디를 수입 판매 하고 있다. 

라. 새로운 환경스트레스 저항성 잔디를 만듬으로써 국내에 환경에 맞는 적응성 품종의 확

보를 통해서 국내 시장의 확보 및 확대를 가져오는 결과를 가져 올 것이다. 

 

마. 날로 커져가는 잔디산업시장에 규모에 발맞추어 대처할 수 있는 길이라고 생각되며 새

로운 환경스트레스 저항성 잔디들을 통해서 외국으로 역수출 할 수 있는 기반이 될 것

으로 예상된다. 

 

사. 환경 스트레스 저항성 잔디 개발로 인하여 지적 재산권의 획득 및 잔디 업체에 위임을 

통한 업체의 관리 및 감독을 통하여 잔디 업체의 시장을 크게 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그로 인하여 새로운 초종의 관리 및 유지 보수가 필요로 인해 일자리 창출의 효과를 가

져 올 것으로 보고 있다.

 

아. 아직 전문화 되어 있지 않는 조경 시공업체는 새로운 초종의 확보를 통해서 전문적이

면서 체계적인 지식이 필요로 하여 잔디 업계의 수준을 한층 높일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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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3 장 연구개발 수행 내용 및 결과

1. 연구 수행 방법

 

가. 양성자빔을 이용한 돌연변이 유발

국내 환경에 적응력이 뛰어난 잔디 품종 (제니스)을 소재로 조사를 실시함 : Beam 

energy (23.7 MeV), dosages (50, 100, 150, 200, 250, 300, 400 Gy).

   

Fig. 1 Sample preparation for proton-beam irradiation to Zenith (Zoysia Japonica) 

with seven different doses (50, 100, 150, 200, 250, 300, 400 Gys).

나. 돌연변이 식물체 확보 및 계통 증식 

유발된 변이식물체들은 파종, 발아 후 묘상에 이식 되었으며 환경 스트레스 저항성을 

보이는 계통에 대한 증식 및 대량 선발을 통해 고려대학교 실험 포장에 이식 되었음. 

다. 변이 유전체 분석 방법

변이 유전체의 genomic variation을 조사하기 위해 RAPD (random amplified 

polymorphic DNA)와 AFLP (amplified fragment length polymorphism)를 통한 식물체 

내의 변이분석을 실시하 음. 

(1) RAPD : genomic DNA (20 ng/㎕) 1 ㎕, Operon random primer(10 ㎛/㎕) 1.5 ㎕, 

Taq polymerase (5 U/㎕) 0.15 ㎕, dNTP (2.5 mM) 1.6 ㎕, 10X PCR buffer 2.5 ㎕, 

distilled water 17.8 ㎕로 PCR을 수행하 으며,  94℃에서 5분 (denaturing), 37℃에

서 1분 (annealing), 72℃에서 2분 (extension) 과정을 40회 반복 후 PCR을 종료하

음

(2) AFLP : 변이 유전체의 genomic DNA 추출후 enzyme digestion을 하 음. adaptor

를 부착한 뒤 preamplification PCR 반응을 마친 product를 selective primer를 사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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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여 특이 polymorphic fragment를 acrylamide gel에서 확인하 음. (Vos et al. 1995 )

라. 장애 유발 환경스트레스 관련 criteria 확보

초기 생육 시 단수 효과를 통한 drought 처리후 저항성 계통만을 유지, 증식하 으며, 

염농도에 따른 liquid media 선발법 확립과 환경 스트레스 관련 유전자를 이용한 염농

도 수준에 따른 선발 criteria 확보하 음.

2. 연구수행 내용 및 결과

가. 양성자빔을 이용한 유용 돌연변이 유기 및 clone 확보

(1) 품종 : 난지형 잔디로서 현재 국내 환경에 가장 잘 적응하는 대표적인 품종        

    제니스 (Zoysia japonica)를 이용함.

(2) Beam energy : 23.7 MeV

(3) 조사 선량 : 50, 100, 150, 200, 250, 300, 400 Gy 

(4) 처리 방법 : 종자를 bulk 하여 5 cm petridish에 넣고 대기 중에서 조사 

나. 조사량에 따른 M1 식물체 확보

   

(1) 처리된 종자는 발아시킨 후 플러그 묘상에 이식 [FIg. 2 (A)]

(2) 증식 및 field test를 위한 우수 clone들의 확보 [FIg. 2 (B)]

(3) 환경스트레스 저항성 클론 (각 조사 수준별 약 300 clone) 확보

(4) 확보된 clone의 일부는 식물의 생육 및 생장 변이성 조사에 이용됨 (FIg. 3). 

    

   

                    (A)                                   (B)
Fig. 2 (A) Individual seedling of M1 plants that were transplanted from seed bed. (B) 

Superior clones were transplanted to pots for further clone expansion and field evalu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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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B)         

       
Fig. 3  Phenotypic variation of M1 plants that were irradiated by proton-beam of 200 Gy 

(A) and 150 Gy (B). Arrows indicate vigourous mutant plants 

다. 조사량에 따른 식물생육 및 생장변이성 조사 

(1) 처리종자 파종 90일 후 각 조사수준별로 자란 유식물 20-30 개체를 random 

sampling 하여 측정함.

(2) 조사 항목으로 초장, 잎길이, 엽폭, 분얼수를 측정하 으며, 조사 수준별 차이를 볼 

수 있었음.

(3) 초장은 50 Gy-300 Gy에서 control 보다 높았으며 100 Gy 와 150 Gy 에서 좋은 생

육을 보 음 (Fig. 4). 

    

     

Fig. 4 Characteristics of plant growth in 

response to different doses of irradiation.



- 14 -

라. 변이 유전체 변이분석 

각 조사수준별 genomic polymorphism 확인을 위하여 turfgrass에서 PCR product 를 

얻을 수 있는 primer를 선발 (총 40개중 6개 선발)하여 RAPD (random amplified 

polymorphic DNA)를 실시하 음 (Table 1). 또한, 보다 다양한 genomic 

polymorphism을 검정하기 위하여 AFLP (Amplified Fragment Length Polymorphism) 

를 실시하 고, 조사 선량 당 4개의 random sampling에서 DNA를 추출한 뒤 AFLP를 

통하여 변이체간의 유전적 변이를 조사한 결과 RAPD로 확인하기 어려웠던 돌연변이 

식물체간의 유전적 다형성을 확인할 수 있었음 (Fig. 5).

Table 1. Primers used for genomic polymorphism.

   

 

 

Fig. 5 AFLP analysis of M1 plants. Lane 1-2 : control, lane 3-6 : 50 Gy M1 

plants, lane 7-10 : 100 Gy M1 plants, lane 11-14 : 150 Gy M1 plants, lane 15-18 : 

200 Gy M1 plants, lane 19-22 : 250 Gy M1 plants, lane 23-26 : 300 Gy M1 plants, 

and lane 27-29 : 400 Gy M1 plant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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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 장해유발 환경스트레스 조건 확립 및 환경스트레스 저항성 잔디 효율적 선발기준 확립

(1) Drought 처리조건은 종자발아 후 유식물을 플러그 묘판에 이식한 후 물 공급을 중

지한 후에도 생육을 지속적으로 유지하는 clone을 선발하는 포장상태와 가까운 환경

에서 대량 선발을 실시하 음.

(2) Salt stress 처리의 경우 염 농도 및 처리시기를 달리하여 liquid media에서 선발 할 

수 있는 in vitro 선발법을 확립하 음.

Fig. 6 Salt treatment without ambient disturbances.

바.  M1 돌연변이 clone들의 환경 장해 저항성 변이 분석

(1) 식물체의 증식을 위하여 대규모 선발을 하 으며 차후 이들에 대한 저항성의 변이 

수준연구가 이루어 질 것임. 

 

(2) 저항성 수준 변이 이외에 다양한 특성의 변이체를 얻게 되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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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Chlorophyll Deficiency ]

  

        

              150Gy           150 Gy          150 Gy         200 Gy

[ Growth Vigour ]

 

                  150 Gy            150 Gy            150 Gy
Fig. 6 M1 plants with different physiological traits.

사.  환경 장해 유발 환경스트레스 조건 확립 

환경스트레스 (salt, drought 등)에 대표적으로 발현되는 것으로 알려진 SOD1         

gene (Jackson et al., 1978; Cannon et al., 1989; Sakamoto et al., 1992; Lin et al., 

1993; Lee et al., 1999)을 이용한 salt concentration criteria 확립

 

Fig 8. Tissue specific expression of SOD1 gene 

and transcript  accumulation of SOD1 gene

 in response to different salt concentration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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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 우수변이 식물체 포장평가

육묘판 생육과정 중 stress 저항성 및 우수초형을 지녔다고 평가된 식물체 (647계통)는 

지름 25 cm 의 자체 제작된 pot 에 이식(2006년 6월, 고려대학교 실험농장)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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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4 장 목표 달성도 및 관련분야에의 기여도

1. 연구개발 목표의 달성도

    
가. 본 연구진은 현재 국내 환경에 가장 잘 적응하는 대표적인 품종 제니스를 이

용, 조사 선량을 달리하여 (50, 100, 150, 200, 250, 300, 400 Gy) 유용 돌연변이 

유기 및 clone들을 확보하 고 조사량에 따른 식물 생육 및 생장 변이성을 조사

한 결과 조사 선량에 따른 수준 별 차이를 확인하 음 

나. 양성자빔를 이용한 유용 돌연변이 식물체 유발에 성공하 고, 식물체의 생육 

및 생장 변이를 조사한 결과 다양한 형태적, 유전적 변이성을 확인하 음.

다. 유용 돌연변이의 변이 유전체 분석을 위하여 RAPD를 통한 genotyping을 실

시하여 genomic 변이성을 분석하 으며, 확보된 개체의 germplasm을 이용하여 

보다 다양한 polymorphism을 확인하기 위하여 AFLP를 수행하 음 

라. 장애유발 환경 스트레스 조건 확립을 위하여 drought 처리의 경우 종자 발아 

후 유식물을 플러그 묘판에 이식한 후 물 공급을 중지하여 drought stress에 저

항성이 있는 clone 들에 대한 대량 선발 및 계통을 확보하 음. Salt stress 처

리의 경우 염 농도 및 처리 시기를 달리한 liquid media에서 in vitro 선발법을 

확립하 음. 또한 환경스트레스에 대표적으로 발현되는 SOD1  gene을 이용하여 

salt concentration 에 따른 선발 criteria 확립하 음

마. Drought stress 와 salt stress 등 장애 유발 환경 스트레스 조건에 대한 선발

법 및 criteria를 확보하 고, 이후 환경스트레스 저항성 식물체의 강선발 (high 

selection pressure)에 유용하게 이용될 수 있음.

 

바. 유묘기 플러그 묘판에서 생육과정 중 장애유발 환경 스트레스 저항성과 우수 

초형 및 vigorous 한 생육을 보인 식물체는 지름 25 cm의 자체 제작된 pot에 

이식되어 고려대학교 실험 포장에서 신품종화를 개발을 위한 증식 및 field test 

검정 중에 있음

사. 선발된 변이 식물체로부터 전개된 우수 유용 돌연변이 647계통을 포장에 이식

하여 대량 증식 및 field test 검정 중에 있으며 이들을 대상으로 포장 조건에서

의 식물체 생육 생장 변이 및 생육 다양한 형태적 변이를 확인 할 수 있었으며 

이들로부터 선발된 우수 계통은 신품종으로 육성될 것임.



- 19 -

 

2.  관련 분야에의 기여도

가. 양성자빔을 이용한 유용 돌연변이 식물체 유발과 그에 대한 분자 육종학적 연

구를 통한 유전체의 변이 분석 결과는 기존 연구가 전무한 국내 환경 맞춤형 

잔디에 대한 기초 연구가 될 것이며, 이는 다른 산업으로 이전 가능한 기술로서 

비단 잔디 뿐 아니라 타 작물로의 적용을 통해 유용 변이 창출과 그에 따른 신

품종 육성에 매우 효과적으로 이용될 수 있다.

나. 저항성 선발 계통으로부터 유용 유전자 발굴 및 기능 검정에 대한 연구는 차

후 품질 평가를 통해 유용 품종으로 등록되어 수입의존도가 절대적으로 높은 

국내 잔디 시장의 국내 경쟁력 제고 및 시장 확대 그로 인한 수입 대체 효과를 

누릴 수 있다. 

다. 또한 스트레스 저항성이 뛰어난 난지형 잔디의 확보로 날로 커져 가는 잔디 

원예 산업 규모에 발맞추어 우리 환경에 맞는 잔디의 생산, 관리, 유통의 활성

화를 이룰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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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5 장 연구개발결과의 활용계획

․ 1. 신품종 개발을 위한 양성자빔 조사수준에 따른 유용돌연변이 유발 기술 및 
얻어진 저항성 식물체를 이용한 유용유전자 발굴 및 기능검정을 통한  분자

생물학적 기술은 주요작물 신품종개발에 직접 활용될 수 있다.

 2.  양성자빔을 이용하게 됨으로서 잔디 육종에 있어서 전통육종법에 요구되는 

시간과 노력을 줄일 수 있게 되어 돌연변이 육종기술의 효율적이고 방향성 

있는 육종기술을 제공하게 된다.

 3. 돌연변이 육종은 포장의 다양한 육종선발을 포함하고 유전분석 (phenotype, 

physiology, biochemisty, genomics, proteomics, etc)까지 가능하게 하는 BT 

종합기술이다. 이를 통하여 얻어지게 되는 정보는 다양한 연구 분야에 직․간접
으로 활용될 것이다.  

․ 
 4. 잔디는 현재, 국제적으로 현금작물 (cash crop)로 인식되어 그 중요성이 강

조되고 있으며 국제적으로 종자법에 의하여 자국에서 개발된 계통들은 지적

재산권으로 인식되어 보호되어지고 있다.

  

․ 5. 우리나라의 경우 잔디 원예 조경 관련 산업은 약 7500억원의 시장규모로써, 
Quality Of Life (QOL)의 요구와 더불어 점차 그 시장 규모가 커 질 것으로 

보이며, ․외국에서 잔디 종자, 품종을 수입하고 판매하는 형태의 취약한 시장 
산업 구조를 가지고 있다.

 

․6. 이와 같은 상황에서 양성자빔을 이용한 국내 스트레스 저항성이 뛰어난 난
지형 잔디의 확보로 우리 환경에 맞는 품종을 육성함으로써 잔디의 생산, 관

리, 유통의 있어서의 경비 절감 효과를 가져 올 수 있다. 

 ․7. 그로 인하여 잔디 관련 기업의 일자리 창출 효과를 기대 할 수 있으며 아
직 초기 단계인 잔디 산업의 전문 인력 양성을 위하여 노력을 할 것이며 거

시적으로 우리 품종의 로열티를 받으면서 잔디 산업 선진국에 역수출 할 수 

있는 기회를 마련 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8.․ 본 연구진이 확보한 최적 조사수준의 양성자 선량과 그에 이용기술은 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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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전환이나 저비용, 고효율의 돌연변이 식물체 창출이 가능하다.

․ 9. 양성자빔 조사를 통해 얻어진 유용 유전자의 발굴과 발현양상 검정을 통해 
난지형 잔디 분야에 있어서 체계적인 분자육종적 연구를 가능하게 하며, 이러

한 결과는 신품종 개발에 유용한 정보로 활용될 수 있다.

․ 10. 유용 돌연변이 식물체에 대한 분자육종학적 연구를 통한 신품종 개발 및 
육성은 열악한 국내 난지형 잔디 시장의 활로를 개척할 수 있을 것이며 원예 

조경 시장의 타 기업 참여를 유도해 국내 잔디 안정적 수급과 국내 환경에 

알맞은 잔디 공급에 활용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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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6 장 연구개발과정에서 수집한 해외과학기술정보

 최근 작물을 비롯한 여러 식물들에서 agrobacterim 혹은 bombardment를 이용

한 형질전환을 통해 외래 유전자의 도입 및 기존 유전자의 과발현을 유도하여 

기존 품종보다 우수한 형질을 지닌 식물체를 육성하고 있다. 특히 Zoysia grass

의 경우 agrobacterium 을 이용하여 protoplast 와 mature seed를 재료로 한 연

구가 진행되어 왔다(Toyama et al. 2003).  최근 들어 stolen node를 이용하여 재

분화 효율을 높인 연구가 발표 될 정도로 우수한 형질을 지닌 잔디에 대한 관심

이 높아지고 있다 (Zeng-Yu Wang et al. 2006). 따라서 현재 본 연구진이 양성자

빔을 이용하여 유도한 변이체에 대한 다양한 각도에서의 연구가 필요할 것이며 

보유하고 있는 clone 들을 대상으로 국내 환경에 적응성이 뛰어난 저항성 잔디 

계통 확보 및 증식을 위해 지속적인 연구가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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