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KAERAI/CM-1111/2008

PE-68205-RZ-Z001

“양성자가속기 이용자 로그램 개발  운 ”

“Development and Management of 

Proton Accelerator User Program"

“양성자 빔을 이용한 신품종 조경수의 돌연변이 육종”

“Mutant breeding of ornamental trees for creating variations 

with high value using proton beam"

연구수행기  

화이젠(주)

한국원자력연구원

양성자기반공학기술개발사업단



1

제   출   문

한국원자력연구원 양성자기반공학기술개발사업단장  귀하

본 보고서를 “양성자가속기 이용자 로그램 개발  운 ”과제의 소과제 “양성자 빔을 이용한 

신품종 조경수의 돌연변이 육종” 과제의 보고서로 제출합니다.

2009 .  4 . 30

연구수행기 명      : 화이젠(주) 

연 구 책 임 자      : 권 혜 진 

연    구    원      : 임 재 홍 

        〃          : 우 성 민 

        〃          : 황 문 주

     

        〃          : 표 선 희

        〃          : 우 종 석   



2

보 고 서  초 록

 과제관리번호 B-3-1
해당단계

연구기간

3단계 1차년도

('08.6~'09.3)
단계 구분  

 연구사업명 세부사업명 양성자기반공학기술개발사업

 연구과제명
세부과제명 양성자가속기 이용자 로그램 개발  운

소과제명 양성자 빔을 이용한 신품종 조경수의 돌연변이 육종

 연구책임자 권혜진

해당단계 

참여연구원

수

 총   :    6   명

 내부 :    5   명

 외부 :    1   명

해당단계 

연구비

정부:     25,000 천원

기업:     10,000 천원

 계:      35,000 천원
 연구기 명 

 소속부서명

화이젠(주) 참여기업명   화이젠(주)

 국제공동연구  상대국명 :                    상대국연구기관명 :

 위 탁 연 구  연구기관명 :                  연구책임자 :              

 요약(연구결과를 심으로 개조식 500자이내)
보고서

면수
   

1. 식물종에 따른 발아율 평가

- 2008년 8월부터 MC-50 cyclotron을 이용하여 15cm 직경 면적에 0-2kGy으로 선량 조사. 

- 양성자 빔을 조사한 12종 식물 중에서 5종 식물에 대한 발아율 평가를 하였으며, 나머지 7종 

  식물은 전체적으로 발아가 이루어지지 않았음.

- 조경수의 경우 종자 결실율이 매우 높아 발아율이 낮게 나온 것으로 판단됨.

- 주목할 만한 식물종은 붉나무로 전체적인 발아율이 20% 미만으로 낮게 나타났으나, 

  양성자빔을 조사함으로서 발아율이 증가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음.

2. 양성자 빔 유도 배롱나무 변이체 특성 평가

- 돌연변이 유도된 3년생 배롱나무 변이체들은 원품종에 비해 양성자 빔 조사에 의해 엽장, 

  엽폭, 절간길이, 수고 등 전체적으로 왜소화하는 경향을 나타내었음.

- 몇몇 돌연변이체에서는 수고 및 엽장, 엽폭이 원품종에 비해 증가하는 모습을 보임. 수고가 

  증가한 변이체는 영양생장이 오래도록 이루어지는 것으로 조사되었음.

- 돌연변이 특성간 상관분석에서 엽장, 엽폭은 정의 상관관계를 보인 반면, 절간길이, 수고, 수

  폭 등은 상관을 보이지 않음. 

- 돌연변이 형질 관련 결과를 이용한 simple matching coefficient 방법으로 돌연변이체를 그룹

  핑하여 나타낸 dendrogram에서 크게 3개 그룹으로 나뉘며, 주성분분석에서 원종은 단독적으

  로 나뉘며, I 그룹에 해당하는 돌연변이체들이 원종과 멀리 떨어진 근연관계를 보이고 있음.

3. 양성자 빔 유도 배롱나무 신품종 평가

- 배롱나무의 특성을 평가한 결과, strain 25는 원종과 유전적 연관이 가장 먼 것으로 분석되었

으며, 잎 가장자리가 붉은 색을 띠고, 늦가을까지 붉은색 단풍을 유지하고 있어 품종으로 선발하

여 관련 특허 등록 추진중임.

색  인  어

(각 5개 이상)

한   조경수목, 돌연변이, 감수성, 종자발아율, 육종

  어  Ornamental plant, Mutation, Sensitivity, Seed Germination, Breedi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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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   약   문

Ⅰ. 제  목

   양성자 빔을 이용한 신품종 조경수이 돌연변이 육종

Ⅱ. 연구개발의 목   필요성

양성자 빔을 이용하여 상 조경수의 화형, 엽색, 엽형, 왜성 등에 련된 새로운 

변이를 창조함으로써 고부가 가치가 향상된 기능성 조경수를 개발하고 이를 이용

하여 조경업  농업에 종사하는 농민의 고소득 창출과 지속  이용자를 육성한다. 

Ⅲ. 연구개발의 내용  범

▪ 종자의 수집

▪ 돌연변이 유기에 한 선량  에 지 조사

▪ 고빈도 돌연변이 발생률 조사

▪ 양성자 빔 처리 후의 형태  변화 연구

▪ 조경수로써 는 상수  연구자료로서의 특성별 용

▪ 조경수 는 상수의 새로운 형질 품종 개발

Ⅳ. 연구개발결과

  ▪ 조경수 종자 수집  돌연변이 유기에 합한 선량 평가

  ▪ 12종 식물종의 종자 발아율 평가

  ▪ 양성자 빔 유도 배롱나무 변이체 특성 평가  선발

  ▪ 배롱나무 변이체 신품종 등록 ‘불꽃’

   

Ⅴ. 추후 연구 계획

▪ 돌연변이체 선발  유지

  ▪ 선발된 변이체의 품종화  량증식을 한 양번식체계 확보 

  ▪ 다양한 수종의 조경수목 양성자 빔 감수성  종자 발아율 평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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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 U M M A R Y

It is necessary to induce the improved strains of ornamental plants with more disease-resistant and 
useful for landscape or phytoremediation. Mutation breeding has played an important role in crop 
improvement, and more than 2,000 mutant cultivars have been released. For the induction of 
mutation, gamma rays and X-rays are widely used as a mutagen. Proton beam had higher energy 
than -ray and worked with localized strength, so that proton-beam radiation could be valuable tool 
to induce useful strains of ornamental plants. Proton ion beam irradiation was used to induce a 
useful mutant in rice, chrysanthemum, carnation, and so on in Japan. Also, proton ion beam was 
used to select a useful host strain, in polyhydroxybutyrate (PHB), a member of biodegradable 
plastic, could be overproduced in Korea. Therefore, we surmise that the effects of proton beam is 
different from those of gamma rays and X-rays, and we expect proton beam to be a new mutagen.
This research was conducted to investigate the proton-beam radiation sensitivity and seed 
germination rate of the various ornamental plants like as Albizia julibrissin, Ficus religiosa, Rhus 
chinensis, Sorbaria sorbilfolia and Spiraea chinensis, to survey the quantitative characteristics of 
proton beam induced strains.
To induce the variants of ornamental plants, seeds were irradiated at the dose of 0~ 2kGy of proton 
beam at room temperature. Proton beam energy level was 45 MeV and was irradiated at dose of 0 ~ 
2kGy by MC-50 Cyclotron. After irradiation, to assess the effects of proton beam on radiation 
sensitivity and morphological changes of the plants and the seed germination rate were analysed.
By the proton beam radiation, the germination rate decreased at the higher dose. The other hand, the 
germination rate of Rhus chinensis increased the dose higher, so that it need to investigate 
the germination rate over 2kGy radiation. 
The effects of mutation induction by proton beam irradiation on seeds in Lagerstroemia 
indica were investigated. Irradiation with proton beam at the dose of 750Gy induced 
mutants in leaf length, leaf width, internode length, plant height, leaf color, autumn leaves 
and plant width in each strains. Promising strain(strain 25) for commercial varieties was 
selected Lagerstroemia indica.
It was analysed that strain 25 showed the highest genetic dissimility from original species. 
The strain 25 had red leaf edge and maintained autumnal tints till late fall. So, we try to 
promote a patent registration of the strain 25 as a new caltivar "Bulkko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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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1 장   서 론

제 1   연구개발의 목

  본 보고서는 양성자 빔의 이용 가능성을 평가하여 농업에서의 이용 가능성을 단하

고, 지속 인 이용자를 육성하기 한 목 으로 실행된 기 단계연구의 1차년도 사업

의 결과이다.

1. 최종목표 

   양성자 빔을 이용하여 상 조경수의 새로운 변이를 창조함으로써 고부가 가치의 

기능성 조경수를 개발하고, 이를 이용하여 조경업  농업에 종사하는 농민의 고소득 

창출과 양성자 빔의 지속  이용자를 육성하는 것이 연구의 목표임.

2. 단계별 목표

가. 제1단계 (2008년)

    조경수의 돌연변이 유기를 한 양성자 빔의 최 선량  에 지 수 을 결정

하고, 조경수 종자의 고빈도 돌연변이 발생률 조사

나. 제2단계 (2009년)

    양성자 빔 처리 기세  육성 평가  조경수의 형질 특성을 조사하고, 선발

된 개체의 품종화 가능성 평가  추진

나. 제3단계 (2010년)

    양성자 빔 처리 기세 에서 선발된 돌연변이 수종의 특성별 활용화 방안 추

진



2

제 2   연구개발의 필요성

1. 왜 양성자 빔인가?

 가. 변이원으로서 양성자 빔

   오늘날 우리가 식량으로 하고 있는 우량 작물은 자연히 발생한 돌연변이체에 기인

한 것이라든가 우량한 유 자를 도입한 품종을 만들기 해 교배나 선발을 되풀이해서 

만들어 낸 것이다. 이 결과 특정 작물의 경우 종의 유 자 다양성이 상실될 험성도 

지 되고 있으며, 다양성 폭을 넓히기 해 근연야생종의 유 자를 도입하거나 종간 

교잡으로 다른 종의 유 자를 도입하는 일이 시도되고 있다. 한, 유 자를 개량하여 

변이의 폭을 넓히는 시도, 새 유 자의 창조 등을 생각하는 등 극 인 변이확  방

안이 심이 되고 있다. 

   1927년 리에서 방사선에 의한 돌연변이 유발, 1928년 옥수수 돌연변이 유발을 

시작으로 방사선과 유 자에 한 연구가 진행되어 왔으며, 방사선으로 유발된 변이체

를 직 이용하거나 교잡육종의 소재로 요하게 이용하고 있다. 

   1991년에 발족한 FNCA(아시아지역 원자력 력포럼)의 활동에는 돌연변이 유발법, 

변이체의 효율  선발법, 내병성, 내충성, 분자생물학  기술도입 등에 한 정보 교환

과 토론을 통해 내건조성 작물, 고부가가치 상품 개발등의 력연구를 진행하고 있다. 

   최근, 새로운 방사선원으로 등장한 이온빔은 이온가속기로 얻을 수 있는 방사선의 

일종으로 γ선이나 Χ선에 비해 국부 으로 큰 에 지를  수 있는 특징이 있어 DNA 

이 결합 단, 결실, 좌, 역  등 큰 구조변화를 유발할 가능성이 높다고 단되며, 

다른 방사선이나, 화학변이원 처리로 얻을 수 없었던 새로운 돌연변이체 유발이 가능

함이 밝 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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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 조사방법과 유발효율

   Ion beam은 조사 target에 막 한 에 지를 주는 신 스스로 속히 속도를 잃게 

된다. γ선이나 자선 등에서 비정에 따라 물질에 주는 에 지 소  선에 지 부여

(Linear Energy Transfer, LET)가 0.2keV/㎛로 낮은 것에 비해 220MeV의 탄소 ion에

서는 100~200keV/㎛로 500배 이상 높기 때문에 수 에서 1.2㎜정도밖에 진행하지 않는

다.

   탄소이온빔(150Gy)에 의한 특정 유 자좌의 돌연변이율이 1.9×10-6인 반면, 자선

(750Gy)은 0.11×10-6으로 17배 높게 나타났으며, 상 돌연변이보다 역 나 결실 등 큰 

DNA구조변화에 의한 돌연변이율이 높게 나타나 낮은 선량에 의해서 많은 수의 돌연

변이체를 얻을 수 있었다.

  

 다. 종래 변이원과의 차이

   카네이션의 꽃색, 꽃 모양의 변이 스펙트럼에서도 이온빔에 의한 돌연변이 양상이 

기존의 방사선 처리에 비해 꽃색이나 꽃잎모양 등에서 변이 스펙트럼이 넓게 나타났으

며, 유발된 변이의 경우 회복하기 어려운 변이가 유발되고 있음이 발견되고 있다.

   따라서 새로운 유 자원 확보  변이체 유도에 이온빔이 효과 으로 이용될 수 있

을 것으로 생각되며, 이  양성자를 이용한 빔 조사가 가능성이 있을 것으로 단되었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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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3   연구의 범

1. 1단계 연구 범

  주요 조경수 종자를 수집하여 조경수 종류에 따른 양성자 빔에 한 감수성을 조사

한다. 종자의 발아율과 형질 특성을 조사하여 고빈도 돌연변이 유기에 정한 양성자 

빔의 조사선량을 결정하도록 한다. 

  한, 양성자 빔 조사 기 육성세 의 형질 특성 평가  변이체를 선발하여 품종

화 가능성을 평가한다.

2. 참여기 의 역할  연구모식도

  원자력의학원의 싸이클로트론(MC-50 Cyclotron)과 원자력연구원의 20MeV 선형 가

속장치를 극 이용하고, 양성자 빔 조사 조경수 종자는 연구실과 농장에서 실험을 병

행하여 농업활성화에 기여할 수 있도록 구성하 다. 

  1차년도 연구는 양성자 빔의 조사조건, 정 에 지 수 , 최 선량을 결정하고, 

기세 의 형질 특성 평가를 하고자 하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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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  연구개발 내용 모식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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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2. 연구참여기관의 구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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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2 장  국내․외 기술개발 황

제 1  국내 기술개발 황

1. 양성자 빔 기술 이용

  가. polyhydroxybutyrate (PHB, 생분해성 라스틱)  

   E. coli( 장균)에 Proton ion beam을 조사하여 돌연변이주를 선발하 다. 이들 돌

연변이  ldh mutant는 lactate(젖산) 합성경로가 괴되어 효과 으로 PHB(생분해성 

라스틱)를 축 할 수 있게 해주었다. 이 새로운 돌연변이는 48시간내에 40g/L의 

PHB를 생성하며, 2X LB배지에서는 80g/L에 이르 다. 

  한, autolysis(효소작용에 의해 스스로 분해되는 과정)를 통해 생성된 PHB를 얻는 

수고를 덜어주어 PHB 생성  수거에 획기 인 결과를 얻게 되었다. 기존의 PHB 생

성변이주는 생장할 때 lactate(젖산)를 생성하면서 pH를 떨어뜨려 PHB 생성을 조 하

게 되어 PHB 생산량도 80% 미만으로 으며, 생성된 PHB를 추출하기 해 세포를 

분해시키는 화학  단계를 거쳐야 하는 문제 을 가지고 있었다. 양성자 빔을 이용하

여, lactate(젖산) 합성경로가 괴되므로 PHB 생성이 제한되지 않고 세포내에 꽉차게 

생성이 되고, 세포 스스로 분해되는 과정을 통해 순수한 상태의 PHB 생성율이 향상되

었다. 한 보다 많은 양의 PHB를 화학  단계를 거치지 않고 생산하게 되어 생산단

가를 크게 낮추게 되었다.

 나. 원 작물의 유 자원

   배추(Brassica campestris) 종자에 탄소이온빔 0-75Gy와 감마선 0- 1,000Gy를 조

사하여, 유묘생장과 생존율을 조사하고, M2세 에서 다양한 형태의 엽록소 mutant(돌

연변이)를 선발하 다.

   탄소이온빔 50Gy, 25Gy, 75Gy 순으로 높은 돌연변이율을 나타내었다. 감마선의 경

우 500Gy와 750Gy에서 높은 돌연변이율을 나타내었다. 식물형태의 변이 양상으로는 

높은 신  발생율, 강건한 식물, 반로제트형태, 로제트형태, 결구가 안되는 것 등의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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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한 변이를 나타내었다. 이들 변이체들을 선발하고 육성하는 연구가 계속되고 있다. 

배추 외에 무, 국화, 백합 등에서도 유사한 연구가 진행되고 있다.

 다. 버섯작물의 유 자원

   느타리버섯(Brassica campestris) 포자  균사체에 양성자빔 0-2,000Gy를 조사하

여, 포자 발아  생존율을 조사하고, 다양한 유 자원을 확보하 다.

2. 조경수의 돌연변이체 유도기술

 가. 방사선 조사

  

   조경수의 경우 종자 는 양번식체에 조사하여 방사선 조사에 한 감수성을 평

가한 연구가 진행되어왔으며, 이후 방사선 조사에 의해 선발된 품종개량에 있어 왜소

해지는 형질 특성을 나타내는 것을 볼 수 있었다. 

   이온화방사선(Co
60)을 조사하여 무궁화의 화색  화형에 한 변이주를 선발하 으

며, 이들 변이주에 한 특성평가를 통해 품종 등록을 한 연구결과가 있다.

 

 나. 양성자 빔 조사

 

   양성자 빔을 이용한 조경수의 돌연변이 유도 연구는 시도된 가 없으며, 본 연구 

결과를 바탕으로 앞으로 이용이 확 될 것으로 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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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2  국외 기술개발 황

1. 일본의 이온빔 육종연구

 가. 주요 연구기  

    원자력연구소 다카사키 연구소

    농업생물자원연구소 방사선육종장

    이화학연구소 앙연구소

 나. 이온빔 조사 후 돌연변이 결과

   (1) 벼, 보리 등

    도열병, 엽고병 등 내병성 변이체를 얻는 빈도가 높은 반면, 엽록소 변이나 출수기 

등의 가시  변이 스펙트럼은 감마선과 별 차이가 없었다.

    한, 원연 다카사키 연구소의 실험에서 탄소이온빔 220MeV를 벼에 처리하여 

amylose 함유율이 14% 미만의  amylose 개체를 선발하 다. 이러한  amylose 

의 품종 등록 등 음식맛에 한 품종개량에서도 이온빔의 조사 효과가 기 된다. 

   (2) 화훼류

    국화, 장미, 수국, 로리오사, 버베나, 페튜니아, 달리아, 산다소니아 등 화훼류에서 

성과가 많다. 재분화계를 이용하는 것이 변이체 유발을 높게 나타내고 있다. 꽃색, 꽃

모양 등의 형질이 변화가 많이 나타나며, 국화의 경우 무측지성 국화의 육종이 매우 

의미가 크다. 이들 변이체를 이용한 품종 개량이 이루어지고 있다.

   (3) 채소류

 

    딸기, 메론, 토마토, 가지 , 마늘, 고구마 등 다양한 식물에서 신품종 육성이 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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되고 있으며, 단축경(마디 기가 짧은) 토마토, 온비 성 메론 같은 생력화 는 생

에 지화를 목표로 하는 품종개량이 진행되고 있다. 

    토마토 재배시설에서는 기를 아래로 내리는 덩굴 내리기 작업이 필요한데, 탄소

이온빔 처리를 통하여 마디 기가 짧아지는 돌연변이 계통을 선발하 으며, 이 선발

된 계통이 생육도 왕성하고, 과실의 당이나 유기산 함량에 있어서도 차이가 없어 생

력화에 도움이 될 것으로 단되었다. 

    한, 마디 기가 짧은 유 자는 br(brachytic), bu(bushg), dmt(dimunitiva), 

glo(globosa) 등 4종류의 유 자가 보고되고 있는데, 탄소이온빔에 의한 마디 기가 

짧아지는 돌연변이 형질이 이미 보고된 4개의 유 자와는 다른 신규 유 자인 것으로 

기 되고 있다. 

   (4) 수목류

 

    환경정화, 환경내성 같은 특성을 목표로 노송나무, 삼나무 등의 돌연변이체 유도 

연구가 진행되고 있으며, 삼나무에서 알비노 상, 왁스릿지 등의 열성호모인 듯 한 

변이가 얻어져 앞으로의 진 을 기 한다. 한, 진달래, 동백나무 등의 화목류에서도 

품종개량 연구가 이루어지고 있다.  

   (5) 모델식물

    생물효과, 유발 돌연변이 들 기  연구를 진행하며, 이온빔이 감마선이나 자선 

등의 LET 방사선에 비해 생물효과가 크지만, 이온종과 LET에 따라 치사효과, 염

색체이상 유발빈도가 다르며, 자외선 내성, 릴모양꽃잎, 색소합성 등 신규 돌연변이

체를 얻을 수 있었다.

 다. 종자에 한 이온빔 조사에 의한 생존율

 

    이온빔은 감마선 등과 비교해서 큰에 지를 국소 으로 부여한다는 특징이 있다. 

최근 여러 연구기 에서 이온빔을 유발원으로 한 각종 채소류의 돌연변이와 선발육종 

연구가 개시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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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돌연변이 유발을 한 이온빔의 정 조사 선량은 M1 실생의 생존율과 선량의 그

래 에서 어깨(생존율이 하하기 시작하는 ) ~ 어깨의 반으로 되는 시 으로 하

고 있다. 이에 따르면 생존율이 하하기 시작하는 이 조사선량의 기 이 된다. 

    채소종자에 이온빔을 조사하여 선량 효과를 본 보고는 지만 토마토, 시 치, 가

지 등에서 220MeV12C5+ 조사에서 50 Gy 이하, 50MeV4He2+ 조사에서 150~250 Gy에서 

생존율 하가 일어나는 것으로 나타났다.

 라. 돌연변이외의 상

   (1) 교잡 불친화성의 타

 

    담배 야생종과 재배종 사이에 발생하는 교잡 불친화성을 재배종의 화분에 이온빔

을 조사하여 불친화성을 타 할 수 있어, 담배모자이크 바이러스 내성을 도입하는데 

성공하 다.

   (2) 성 결정의 제어

   

    시 치 암그루에 이온빔 조사결과 꽃가루주머니가 형성되거나 수꽃을 피우는 등 

암그루의 수꽃 형성 억제 상태가 이온빔에 의해 해제된 결과를 보 다.

   (3) 트란스포존의 활성화

    변이유도처리에 의해 옥수수나 리에서 출 하는 트란스포존 활성화 상을 이

온빔을 이용하여 불활성 상태에 있는 벼의 트란스포존을 활성화하여 유 자원개발에 

유용하게 이용하고자 하는 것으로 벼에 있어서 genomic DNA 의 구조변화를 유발하

여 불활성인 트란스포존을 움직이게 한 것으로 생각되는 결과가 나오고 있다.  

 마. 이온빔 조사시설

   생체조사가 가능한 이온빔 조사시설은 원자력연구소 다카사키 TIARA의 AVF 

cyclotron  이화학연구소의 Ring cyclotron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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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온빔은 감마선과 달리 큰 에 지를 부여하므로 생물효과가 다르며, 감마선으로 

얻기 어려운 변이체를 만들어내고 있다. 한, 감마선의 경우 종자 임성이 하하지 않

는 범 에서 가능한 고선량이 최 선량이지만, 이온빔에서는 생존율이 하하지 않는 

선량에서도 변이유발효과가 충분히 있음이 확인되었다.        

조사 이온 식물종 선량(Gy)

220MeV 12C5+

토마토 50 이하
시금치 20~30
가지 30~50
메론 80~100
벼 10~20

50MeV4He2+

토마토 200~250
시금치 150~200
가지 200~250
벼 150~200

표 1. 종자에 한 이온빔조사에 의하여 M1 개체의 생존율이 하하기

     시작하는 선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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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 종 에너지(MeV) LET (keV/㎛)

He(4He2+) 50 16

He(4He2+) 100 9

C (12C5+) 330 107

C (12C6+) 320 76

Ne(20Ne8+) 350 316

표 2. 일본 원자력연구소 다카사키연구소의 AVF Cyclotron의 이온빔 특성

핵 종 에너지(MeV/u) 에너지(MeV) LET (keV/㎛)

C  (12C6+) 135 1620 22

Ne (20Ne10+) 135 2700 64

Ar (40Ar17+) 95 3800 305

Fe (56Fe24+) 90 5040 630

표 3. 일본 이화학연구소 Ring Cyclotron의 이온빔 특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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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3 장  연구개발 수행 내용  결과

제 1  재료  방법

1. 식물종

   2007년에 수확한 조경수 종자를 사용하여, 형의 petri dish에 종자를 단층으로 촘

촘히 깔아 실험을 수행하 다. <표 4>와 같이 12종의 조경수 종자가 양성자 빔 조사

에 사용되었으며, 이외에 2004년 양성자 빔을 조사한 배롱나무와 쥐똥나무에서 유기

된 3년생 식물체를 실험에 이용하 다. 

Family name Korean name Scientific name Family name Korean name Scientific name

Anacardiaceae

(옻나무과)
붉나무 Rhus chinensis

Oleaceae

(물푸레나무과)
이팝나무 Chionanthus retusus

Betulaceae

(자작나무과)
오리나무 Alnus japonica

Pinaceae

(소나무과)
적송 Pinus densiflora

Betulaceae

(자작나무과)
자작나무 Betula platyphylla

Rosaceae

(장미과)
개쉬땅나무 Sorbaria sorbilfolia

Fabaceae

(콩과)
자귀나무 Albizia julibrissin

Rosaceae

(장미과)
당조팝나무 Spiraea chinensis

Fabaceae

(콩과)
등나무 Wisteria floribunda

Sapindaceae

(무환자나무과)
단풍나무 Acer palmatum

Moraceae

(뽕나무과)
보리수 Ficus religiosa

Simaroubaceae

(소태나무과)
가죽나무 Ailanthus altissima

표 4. 양성자 빔을 조사한 12종 조경수 

2. 양성자 빔 조사조건

 가. MC-50 cyclotron 

  원자력의학원의 MC-50 cyclotron의 조건들은 다음과 같다.

     Irradiation area  : < 8cm diameter 

     Beam energy from MC-50 cyclotron : 35MeV and 45MeV

     Maximum energy : 38MeV external beam at atmosphere with  45MeV prot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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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eam

     Vacuum Pressure : < 4×10-7  torr

     Beam monitoring is available with phosphor screen of exit window

     Energy Degrader (Al) & Beam Scatterer (Au)

     Target Stage (Rotation & Spiral motion is available)

     Beam Profile Monitor (BPM-83)

 

  2008년 8월 12일부터 5회에 걸쳐 양성자 빔을 조사하 다.

 나. 양성자 빔 조사조건

 

  (1) 조경수 종자에 처리한 양성자 빔의 조사조건은 다음과 같다. 

   

      Beam Species : Proton 

      Beam energy and current from MC-50cyclotron : 45MeV/5nA

      Energy : 35.7MeV beam energy at the target

      dE/dx : 1.65 [keV/um] in water 

      Vacuum Pressure : 1.19 × 10-6 torr

      Irradiation Conditions : at room temperature

Dose rate : 0.786 [Gy/s]

Uniformity (35mm Dia.) : 92.98 [%]

Dose : 50Gy ~ 2kGy 

 

 조경수 종자를 선별하여 petri dish 에 균일하게 배치하고, 상온상태에서 50, 100, 

200, 400, 800, 1000, 2000Gy의 선량을 조사하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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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2  연구결과

 가. 돌연변이 유기에 한 정선량 규명(종자발아에 향을 미치는 조사선량 

평가)

  (1) 식물종에 따른 발아율 평가

  양성자 빔을 조사한 12종 식물 에서 <표 5>에서 볼 수 있듯이 5종 식물에 한 발

아율 평가를 하 으며, 나머지 7종 식물은 체 으로 발아가 이루어지지 않았다. 실제

로 수목류의 경우 채종목 으로 재배된 농장에서 수집된 것이 아니라 자생지역을 심

으로 종자를 수집하게 되어 종자 결실율이 매우 높아 이같은 결과가 나온 것으로 단

된다. 주목할 만한 식물종으로는 붉나무로 체 인 발아율은 20% 미만으로 낮게 나

타났으나(그림 3), 무처리구에 비해 양성자빔을 조사함으로서 발아율이 증가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이 식물의 경우 2kGy 이상의 선량으로 조사될 필요가 있다고 단

하여 2009년 1월에서 2월에 걸쳐 조사하여, 2차년도에 발아율 실험에 사용할 정에 

있다.

  (2) 개쉬땅나무의 양성자 빔 조사에 한 민감도 평가

  개쉬땅나무에 한 양성자 빔 민감도를 평가를 해 <표 5>의 결과를 토 로 선량

에 따른 반응 곡선을 그리고, D10 value(D10=-1/slope(a), linear regression curve; 

y=ax+b)를 계산할 수 있었다. 개쉬땅나무의 경우 매우 낮은 민감도를 보여 D10 value

가 22kGy 수 으로 계산되었다(그림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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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pecies
Proton beam irradiation (Gy)

control 10 20 50 100 200 400 800 1k 2k

Albizia julibrissin
(자귀나무) 16.7 22.7 30.0 19.3 17.3 22.7 24.0 22.0 10.7 18.7

Ficus religiosa
(보리수) 0.7 0.3 0.0 0.0 1.3 0.0 0.7 0.7 0.3 0.3

Rhus chinensis
(붉나무) 2.0 2.7 3.7 6.7 5.7 9.3 9.7 13.7 16.7 15.0

Sorbaria sorbilfolia
(개쉬땅나무) 91.0 87.7 84.7 85.0 88.0 81.7 81.0 81.3 75.3 60.3

Spiraea chinensis
(당조팝나무) 2.3 8.3 9.7 7.7 3.0 6.3 2.0 2.0 0.3 3.3

표 5. 양성자 빔 조사 후 조경수의 종자 발아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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붉나무 발아율(%)

y = 1.6824x - 0.7333

R2 = 0.939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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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 양성자 빔 조사후 붉나무 종자의 발아율 회귀곡선(r2=0.94)으로 조사선량이 높

아짐에 따라 발아율이 증가하는 조경수종으로 2kGy 이상의 조사선량에 한 평가가 

요구되는 수종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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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쉬땅나무 발아율(%)
y = -2.4145x + 94.88

R2 = 0.70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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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4. 양성자 빔 조사후 개쉬땅나무 종자의 발아율 회귀곡선(r2=0.71)으로 LD50 값이 

매우 높은 선량에서 측정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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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 품종 가능성 평가

   (1) 양성자 빔 조사 조건

    (가) 상 식물 : 배롱나무(학명:Lagerstroemia indica;  명:crape mytle) 종자

    (나) 양성자 빔 조사조건 

       2006년 4월 25일 원자력 의학원의 MC-50 cyclotron을 이용하여 Irradiation 

area는 25cm 직경의 면 에 750Gy(발아율 50% 수 ) 선량으로 조사하 다. 

    (다) 재배조건

       기내에서 종자발아를 유도한 후 pot에 유묘를 이식하여 기른 후 시 성북동 

농장에 정식을 하여 3년에 걸쳐 선발을 하 다. 

   (2) 돌연변이 특성 조사

   배롱나무 돌연변이 26개체  10번을 제외한 개체에 하여 돌연변이 련 특성을 

조사하 다. 10번은 생육도  고사하 다(표 6). 원품종(V26)에 비하여 양성자빔 조사

에 의한 돌연변이는 체 으로 왜소화 경향을 나타나고 있었다. 엽장은 최  

-64%(strain 7), 엽폭은 최  -61%(strain 12), 간길이는 최  -60%(strain 7), 수폭

에서는 최  -80%(strain 16) 왜소화 경향을 보 다. 엽색은 붉은 색이 더 진해지는 것

으로 조사되었으며, 수고의 경우 원품종이 변이의 앙에 치하여 -56%~74%의 변이

를 나타내었다.

   (3) 돌연변이 련 특성간의 상 계

  배롱나무 돌연변이 특성간의 상 은 <표 6>와 같다. 엽장10은 엽장20, 엽폭10, 엽폭

20은 99.9% 수 에서, 엽장30와 엽폭30은 99% 수 에서 정의 상 계를 보 고, 간

길이, 엽색, 수고, 수폭과 상 을 보이지 않았다. 엽장20은 엽장30, 엽폭20, 엽폭30과 

99.9% 수 에서 정의 상 계를 보 고, 엽폭10, 간길이, 엽색, 수고, 수폭과는 상

을 보이지 않았다. 엽장30은 엽폭20과 99.9% 수 에서, 엽폭30과 99% 수 에서 정의 

상 계를 보 고, 간길이, 엽색, 수고, 수폭과는 상 을 보이지 않았다. 

  엽폭10은 엽폭 20과 99% 수 에서 정의 상 계를 보 고, 간길이, 엽색, 수고, 

수폭과는 상 을 보이지 않았다. 엽폭20은 엽폭30과 99.9% 수 에서 정의 상 계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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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 고, 간길이, 엽색, 수고, 수폭과는 상 을 보이지 않았다. 엽폭30은 간길이20과 

99% 수 에서 정의 상 계를 보 고, 간길이10, 간길이30, 엽색, 수고, 수폭과는 

상 을 보이지 않았다. 간길이, 엽색, 수고, 수폭은 상호간에 상 을 보이지 않았다

(그림 5).

   결과로 볼 때 엽장과 엽폭은 같이 돌연변이 양상을 보이고, 간길이, 엽색, 수고, 

수폭은 각기 다른 돌연변이를 나타나는 것으로 추정할 수 있다.

   (4) 배롱나무 돌연변이 련 특성에 한 주성분분석

   배롱나무 돌연변이 련 특성에 따른 주성분분석 결과, 원종을 제외하고 3개 그룹

으로 분류하 다. 원종에 비하여 I, II, III 그룹은 엽장, 엽폭, 간길이, 수폭이 작았고, 

수고는 원종을 심으로 분포하 다. 이것으로 보아 체 으로 양성자빔에 의한 돌연

변이가 왜소화경향을 보임을 알 수 있다. I그룹은 엽장, 엽폭, 간길이, 수고가 II, III 

그룹에 비하여 크고, II그룹은 엽장, 엽폭, 간길이가 I, III 그룹에 비하여 왜소하 으

나, 수폭의 경우 가장 커서 III그룹의 약 2.2배인 특징이 있다. III 그룹은 엽장과 엽폭

은 I그룹과 II그룹의 간크기로 나타났고, 간길이는 원종보다는 작지만 I그룹과 III그

룹보다는 컸다. 수폭이 원종, I 그룹, II그룹에 비하여 극히 왜소한 경향을 보인다(표 8, 

그림 6).

   돌연변이 형질 련 결과를 이용하여 simple matching coefficient 방법으로 돌연변

이를 그룹핑하여 나타낸 dendrogram은 <그림 7>과 같다. Dendrogram은 크게 3개의 

그룹으로 나뉘는데 dendrogram 과 주성분분석을 비교해 보면 주성분분석에서 원종은 

최하단에 단독 으로 나뉘며, I그룹에 해당하는 돌연변이는 상단에 치하고 있으며, 

III그룹은 하단에 치하나, II그룹은 체 으로 분포되어 있음을 알 수 있다. 

   (5) 양성자 빔 유도 변이체 선발

   배롱나무의 조경수로서의 특성을 평가한 결과를 토 로 변이체25는 원종과의 유

 연 이 가장 먼 것으로 분석되었으며(그림 7), 잎 가장자리가 붉은색을 띠고 있고 

늦가을까지 붉은색 단풍을 유지하고 있어 품종으로 선발할 가치가 충분한 것으로 단

되어 품종 등록을 추진하고 있다(그림 8).

  



22

Strain
Leaf length(cm) Leaf width(cm)

Internode 

length(cm) Leaf 

colorz

Plant 

height 

(cm)　

Plant 

width 

(cm)　10 20 30 10 20 30 10 20 30

1 3.73 3.83 3.83 2.53 2.63 2.53 2.03 2.85 4.75 6.81 150 103

2 3.37 3.83 4.33 1.77 2.43 2.33 2.37 2.00 1.73 11.42 162 65

3 3.07 2.57 2.47 2.00 1.53 1.63 1.30 2.10 3.83 4.21 153 138

4 4.73 5.67 6.17 2.43 2.87 3.30 1.67 2.10 1.93 6.84 215 135

5 5.13 6.13 4.77 2.73 3.20 3.37 2.47 2.07 1.93 2.96 178 125

6 4.70 5.33 5.63 2.80 3.13 3.33 2.10 2.60 2.13 3.25 239 174

7 3.30 2.33 2.33 1.77 1.67 1.47 1.87 1.50 3.30 6.50 176 130

8 4.63 3.80 3.33 2.80 2.17 2.27 1.77 2.40 2.93 2.31 256 76

9 4.17 4.20 4.20 2.50 2.73 3.03 1.93 2.37 2.90 14.98 302 135

10 -y - - - - - - - - - - -

11 3.53 2.70 3.33 2.37 1.73 2.00 2.00 1.60 1.97 4.17 174 115

12 2.33 2.70 2.57 1.33 1.43 1.37 2.27 2.27 2.27 4.93 170 100

13 4.07 5.53 5.70 2.33 3.37 3.70 2.00 1.90 2.00 7.21 245 80

14 3.33 4.73 2.37 1.53 2.37 5.03 2.13 3.27 2.23 2.50 220 183

15 3.27 3.80 3.87 1.97 1.93 1.73 1.53 1.73 2.47 4.22 235 230

16 3.77 3.47 3.97 2.33 2.30 2.50 1.83 2.80 2.33 4.03 245 137

17 3.57 4.17 3.33 1.83 2.13 1.83 1.67 2.00 1.90 9.81 77 34

18 4.03 3.13 2.87 2.57 2.27 2.37 4.33 2.97 3.07 9.22 153 98

19 4.33 5.23 5.13 2.33 2.93 2.83 2.40 2.07 1.77 7.88 172 75

20 3.43 3.57 2.77 2.33 2.33 2.10 2.27 2.40 3.00 10.80 184 80

21 3.83 4.03 4.00 1.37 2.27 2.07 1.77 1.53 2.50 10.17 258 97

22 3.07 3.03 2.90 1.47 1.87 1.80 1.70 1.83 1.90 3.90 120 133

23 5.10 7.17 8.07 2.77 3.60 3.60 2.77 2.67 2.90 4.04 253 180

24 3.53 6.77 6.83 1.77 4.07 4.10 2.17 2.80 3.40 6.36 235 192

25 4.47 4.93 5.27 2.73 3.10 3.37 2.40 2.33 2.43 1.74 160 123

26 5.37 6.37 5.80 3.03 3.73 3.50 2.67 3.73 3.77 0.00 173 165

z measured by colorimeter(CR400, Minolta)
y missing

표 6. 양성자 빔 조사된 배롱나무(Lagerstroemia indica)의 선발된 strains의 특성 평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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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5. 양성자빔 조사에 의해 유도된 배롱나무(Lagerstroemia indica) 돌연변이 계통들

의 특성별 분포도 

* L1: 엽장10, L2: 엽장20, L3: 엽장30, W1: 엽폭10, W2: 엽폭20, W3: 엽폭30, N1: 절간길이10, N2: 절간길이

20, N3: 절간길이30, C: 엽색, PH: 수고, PW: 수폭



24

L1* L2 L3 W1 W2 W3 N1 N2 N3 C PH PW

L1 1

L2 0.72646*** 1

L3 0.68393** 0.89302*** 1

W1 0.83093*** 0.43939 0.47285 1

W2 0.71847*** 0.9386*** 0.88025*** 0.52417** 1

W3 0.53085** 0.79587*** 0.59607** 0.3289 0.78878*** 1

N1 0.30957 0.20446 0.15873 0.35147 0.30811 0.23878 1

N2 0.34692 0.4056 0.22881 0.41113 0.47816 0.57667** 0.47099 1

N3 0.01651 -0.05906 -0.05444 0.22409 0.08559 -0.04637 0.08378 0.4417 1

C -0.25038 -0.20828 -0.13283 -0.25974 0.11689 -0.23351 0.05354 -0.30439 -0.06342 1

PH 0.29572 0.32822 0.38054 0.18739 0.32528 0.39359 -0.12292 0.09347 0.0143 0.07365 1

PW 0.11094 0.32649 0.3107 0.06344 0.26431 0.38321 -0.07639 0.30112 0.20806 -0.47191 0.4216 1

표 7. 양성자 빔 조사에 의해 유도된 배롱나무(Lagerstroemia indica) 돌연변이계통간의 상 분석

* L1: 엽장10, L2: 엽장20, L3: 엽장30, W1: 엽폭10, W2: 엽폭20, W3: 엽폭30, N1: 절간길이10, N2: 절간길이20, N3: 절간길이30, C: 엽색, PH: 수고, PW: 수폭



25

Group Strains

Leaf length(cm) Leaf width(cm) Internode length(cm)
Leaf 

color

Plant 

height 

(cm)　

Plant 

width 

(cm)　10 20 30 10 20 30 10 20 30

원종 26 5.37 6.37 5.80 3.03 3.73 3.50 2.67 3.73 3.77 0.00 173 165

I 5, 6, 23, 25 4.77 5.47 5.22 2.76 3.14 3.36 2.32 2.33 2.17 2.65 192.3 140.7

II 3, 11, 14, 15, 22 3.29 2.85 3.00 2.03 1.72 1.71 1.68 1.73 2.89 4.77 184.5 153.3

III 2, 17, 18, 20, 21 3.65 3.75 3.46 1.97 2.29 2.14 2.48 2.18 2.44 10.28 166.8 74.8 

표 8. 양성자 빔에 의해 유도된 배롱나무(Lagerstroemia indica) 돌연변이 계통 그룹의 형질특성 평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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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6. 양성자 빔 유도 돌연변이 계통간 주성분 분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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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7. 양성자 빔 유도 배롱나무(Lagerstroemia indica) 변이체들간의 유  차이를 

평가 분석한 계통도로 원종이 V26과 근연 계가 매우 먼 곳에서 V25가 발견되고 있

음을 알 수 있다. 본 연구에서 V25를 선발하여 품종화가능성을 평가하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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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train 25 strain 23

그림 8. 2008년 11월 14일 양성자 빔에 의해 유도된 strain 25와 strain 23의 사진이

다. 이 시기 배롱나무는 노란색의 단풍이 드는 것이 일반 인 반면, strain 25는 늦

가을까지 붉게 단풍들어 있는 모습을 확인할 수 있으며, strain 23의 경우 녹색이 유

지되고 있어 양생장단계가 늦게까지 유지되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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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4 장  연구개발 목표 달성도  외 기여도

제 1  연구개발 목표 달성도

1. 연구개발 목표  상 결과물(연구계획단계)

 가. 조경수 종자에 조사하여 이용가능한 양성자 빔의 정선량이 규명된다.

 

    양성자 빔(50 MeV)을 조경수에 조사한 연구가 처음 시도된 것으로 에 지 수

의 양성자 빔을 조사하여 돌연변이를 유발하는 경우 용 가능한 선량의 범 에 

한 기  자료를 확보할 수 있게 된다. 

 나. 조경수의 처리 형태에 따른 양성자 빔의 정선량이 규명되고, 조경수의 감수성

을 악할 수 있다.

 

    종자와 양번식체일 때의 용 가능한 양성자 빔의 정선량 범 를 악할 수 

있으며, 양성자 빔에 한 감수성 차이에 한 기  자료를 확보하게 된다. 변이 유

발의 효율성이나 처리방법의 효율성 등을 고려하는데 있어 기 자료로 이용될 수 

있다.

 다. 양성자 빔 조사에 따른 배롱나무 기육성세 의 형태  특성 평가가 이루어질 

수 있다.

    양성자 빔 조사 후 노지 생육 3년생인 배롱나무의 형태  특성조사가 이루어질 

수 있으며, 가치가 있는 특성을 지닌 돌연변이를 선발하고, 품종화 가능성을 평가할 

수 있다.

2. 결과물  목표 달성도 

 가. 양성자 빔(50MeV)을 조사한 결과 조경수 종자에서 1000Gy 이상 조사될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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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아율이 해되는 결과를 얻었다. 

   에 지수 의 양성자 빔의 경우 1kGy 이상 조사할 경우 돌연변이 유발 효율이 

하될 것으로 단되었다. 다만, 외 으로 붉나무의 경우 조사선량이 높아져감에 

따라 발아율이 향상되는 결과를 보여 보다 높은 선량에서의 연구도 필요함을 시사

하고 있다. 

 나. 조경수 종자의 양성자 빔에 한 감수성을 악할 수 있었다. 

    반 으로 조경수 종자의 경우 채종을 한 목 으로 재배되는 것이 아니라 채

종한 종자의 발아율 자체가 채소종자와 같이 F1종자에 비해 매우 낮은 발아율을 보

이고 있다. 다만, 부분의 종자에서 1,000Gy 이상에서 감수성을 보 으며, 이 이상

의 선량을 조사하는 것은 돌연변이 유발에 이용되기 어려울 것으로 단되었다. 다

만, 앞서도 말한 바와 같이 외 인 조경수에 한 연구는 필요한 것으로 단되

었다. 

 다. 배롱나무에 양성자 빔(50MeV)을 조사한 결과 LD50값을 나타낸 선량에서 

400Gy와 750Gy처리구에서 돌연변이 유도 변이계통을 선발하여 3년간 생육시켰다. 

   3년간 생육한 배롱나무의 경우 양 형질에 있어 돌연변이 개체를 선발할 수 있었

다. 일반 으로 빔을 조사할 경우 잎의 크기가 작아지고, 체 인 수형도 왜소화하

는 경향을 나타내었다. 

 라. 양성자 빔 조사에 따른 배롱나무의 형태변이가 나타나 품종화 가능성을 평가하

고 있다.  

    양성자 빔 조사 후 종자발아된 3년생 배롱나무에서 잎 가장자리에 붉은 테두리

가 선명하고, 원종에 비해 다소 작아진 수형에 가을철 단풍이 선명한 붉은 색을 나

타내는 strain을 선발하 다. 선발된 strain 25는 11월 늦게까지 붉은 단풍이 선명하

게 유지되고 있는 특성이 나타나 여름철 잎의 붉은 테두리에 의한 조경수로서의 가

치 증 에 더불어 가을철 단풍 한 높은 상가치가 있다고 단되어 ‘불꽃’이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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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종으로 등록을 비하고 있다. 

 마. 양성자 빔(50MeV) 조사에 의해 선발된 배롱나무 변이체의 상업화 추진

    양성자 빔에 의해 유도된 새로운 품종화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단되었으며, 

새로운 품종을 량번식하여 보 하기 한 로그램이 요구되어, 조경수의 번식방

법으로 많이 이용되고 있는 양번식기술을 이용하여 배롱나무의 량증식체계를 

갖추기 한 연구가 2차년도에 진행될 정으로 있다. 번식체계가 갖추어지게 되면 

양성자 빔을 조사한 새로운 품종의 변확 가 가능할 것으로 단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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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2  외기여도

1. 농업분야 학술 회를 통한 양성자 빔 유도 돌연변이 육종 기술에 해 소개하

다. 

   2008년 하반기에 학술 회 발표를 통해 양성자 빔의 육종 이용 기술에 해 소개

하 으며, 2009년 2월 생명공학연구원 곽상수 박사 과 양성자 빔을 이용한 육종기

술에 한 회의를 하 다. 이를 통하여, 조경수 외에 다른 원 작물(특히, 고구마 등)

에 한 육종기술 이용가능성에 한 심을 불러일으켰다. 

   ￭ 2008 한국토양비료학회 추계학술 회 발표

      The effect of gamma radiation on initial growth of Albizzia julibrissin  in 

heavy metal contaminated soil  (2008. 9.)

2. 실제 농장에서 자란 배롱나무 변이체를 선발함으로서 조경수 재배 농가에서 양성

자 빔에 의해 유발된 변이체를 재배하고, 품종화하는 과정에서 련 농업인들과 양

성자 빔의 농업분야 용에 한 심이 증 되었다.

   련 농업인들의 심을 유도하 으며, 조경수 신품종 개발에 양성자 빔의 이용

이 가능하다는 인식을 심어주었다. 한, 장에서 필요로 하는 새로운 유 자원에 

한 요구를 양성자 빔을 이용하여 해결해 볼 수 있다는 가능성을 알리게 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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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5 장  연구개발결과의 활용계획

제 1  연구성과

1. 기 선행연구단계로 2단계 기술개발 추진

가. 조경수에 있어서 에 지(50MeV) 양성자 빔 조사에 따른 조사선량  감수

성에 한 기술  노하우를 축 하게 되었다.

   에 지 수 의 양성자 빔 조사선량에 한 자료를 토 로 고에 지 수 의 

양성자 빔의 조사 선량에 한 범 를 추정할 수 있으며, 본 연구에서 사용된 

조경수 외에 다양한 조경수에서 양성자 빔 이용시 돌연변이 유기 가능한 정선

량의 범 를 추정할 수 있을 것으로 단되었다. 

   한, 고에 지를 이용한 돌연변이 유기시 선량범 를 한정하고, 조경수의 종

자와 양번식체 등에 따른 조사선량 선정 등 이용효율을 높일 수 있을 것으로 

단되었다.

나. 양성자 빔 조사에 따른 다양한 변이 스펙트럼을 갖는 유 자원 확보할 수 있

다.

   새로운 유 자원을 창출하는 기술로 양성자 빔을 이용할 수 있는 기 자료를 

제시하게 되었으며, 본 연구에서 유기된 변이 strain에 한 양 특성 평가와 새

로운 품종화 가능성 평가로 조경수의 신품종 육성을 한 유 자원을 확보하 으

며, 이후 유 자원의 평가와 함께 육종 소재로서의 이용가능성이 확 되었다.

다. 양성자 빔 이용 가능한 작물의 확  효과

   국내외 작물육종 연구분야에서 양성자 빔을 이용한 새로운 유 자원 창출에 

한 연구가 진행되고 있으며, 이들 작물육종에서 양성자 빔의 이용성이 높게 평

가되고 있다.

   본 연구를 통해 최근 그 가치가 높아지고 있으며, 재평가되고 있는 조경수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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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으로 특히, 우리나라 남부지역에서 리 심겨지고 있는 배롱나무를 심으로  

양성자 빔 이용 가능성이 확인되었으며, 가치가 있는 조경수에 이용 가능할 것으

로 단된다.

라. 양성자 빔을 이용한 육종 기술 개발

   자연계에서 일어나는 돌연변이 확율을 증 시키고, 새로운 유 자원을 창출하

는 기술로 에 지 수 의 양성자 빔을 이용 가능성이 평가되었다. 

   새로운 품종을 육성하기 한 기 자원의 확보  신품종이라는 결과물을 얻

었으며, 이를 이용한 다양한 육종연구가 가능할 것으로 단된다.

2. 1단계 연구결과의 용도  이용

  

가. 돌연변이원으로 양성자 빔 이용가능성 규명

 

   양성자 빔을 이용한 조경수의 돌연변이 유기에 정한 선량범 를 확인하 고, 

식물종에 따라 다소간의 차이가 있지만 1,000Gy 이하의 선량으로 처리하는 것이 바

람직하다고 단되었다. 조경수 종자에 이용시 조사선량 범 를 용할 수 있을 것

으로 단되었다. 

   한 조사선량 데이터는 고에 지 수 의 양성자 빔 처리시 이용가능한 선량 범

를 선택하기 용이하며, 에 지 수 에 따른 양성자 빔에 의해 유도된 돌연변이계

통의 특성 비교가 가능할 것이다.

나. 다양한 스펙트럼을 나타내는 돌연변이원으로 양성자 빔의 이용 가능성 평가

   양성자 빔에 의한 돌연변이 유도 변이체들의 변이 스펙트럼을 분석한 결과 양성

자 빔이 돌연변이원으로 이용 가능하며, 육종 효율성을 높일 수 있는 변이원으로 

지속 인 이용이 가능할 것으로 단되었다.

    

 다. 신품종 육성시 교배종으로 이용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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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본 연구에서 얻어진 돌연변이 개체들을 유지하고 선발하는 과정을 거치면서 각 

개체들의 재배특성, 생리  특성, 유  특성에 한 기 자료 수집의 자원으로 활

용할 수 있으며, 나아가 새로운 품종 육성에 이용가능한 유 자원을 확보할 수 있

고, 이들 확보된 유 자원을 이용한 새로운 교배친으로 활용이 가능하다. 



36

제 2  활용계획

1. 기 선행연구결과를 토 로 작물 육종기술 개발에 활용

   기존의 돌연변이 유도를 하여 사용해온 화학약품 처리나 감마선 등을 이용한 

기술을 신하여 양성자 기반공학 기술을 이용한 식물의 육종기술로 용이 가능하

며, 다양한 식물에 에 지 수 에 따라 처리하여 효율성 높은 돌연변이원으로 활용

한다.

   연구결과로 얻어진 에 지 수 의 양성자 빔의 정선량 범 를 용하여 다양

한 식물에 용하여 육종 효율을 높이는데 활용한다.

2. 유도된 돌연변이에서 고부가 신품종 선발  리

   연구결과로 얻어진 에 지 양성자 빔 유도 돌연변이 개체를 확보하고, 이들 개

체의 재배생리  특성을 평가하여, 뛰어난 질 , 양  형질을 기 할 수 있는 개체, 

특정한 기능성을 가진 것으로 단되는 개체 등 고부가가치를 생시킬 수 있는 변

이체를 선발하여 후  검정을 통해 변이의 특성을 악하고, 유지 리하여 이후 신

품종 개발에 유용한 유 자원으로 활용한다.

3. 고부가가치 품종 육성 

   배롱나무에서 새로운 유 자원이 확보될 수 있음을 확인하 으며, 앞으로 육종연

구에 교배원 는 기능성 유 자 탐색 등 고부가가치 품종을 육성하는데 필요한 자

원으로 활용한다. 

 

4. 다른 농작물에 연구결과 용

   국내에서 조경수에 양성자 빔을 이용한 돌연변이 유도는 시도된 바가 없고, 처음 

시도된 양성자 빔 유도 돌연변이 연구결과를 토 로 하여, 조경수에 이용가능한 돌

연변이 유도 양성자 빔 조사 조건을 응용하여 다른 조경수와 농작물, 특용작물 등에 

새로운 기능성을 부여한 변이체 생성에 기술을 활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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