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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   약   문

Ⅰ. 제    목 : 

  이온빔을 이용한 애기장 의 돌연변이체 유기  분석

Ⅱ. 연구개발의 목   필요성

  본 연구는 일반 으로  돌연변이 육종 쓰이는 종자에 이온빔을 처리하여 돌연변이체를 분리

하고 한 이온빔 처리 선량  시간을 탐색하기 하여 연구를 수행하 다. 애기장 는 모

델식물로서 세 가 짧고, 많은 종자를 생산, genome 해석, maker 유 자의 확립이 용이한 장

을 가지기 때문에 본 연구에서 육종을 한 가장 합한 식물재료로 선택하 다. 본 연구에

서 축 된 애기장 에 돌연변이체 유기에 한 자료는 세 가 긴 작물에 직  용할 수 있는 

비교 data를 축 함이 궁극  목표이다.

  본 연구에서는 이온빔  γ-ray를 이용하여 애기장 (Arabidopsis)의 돌연변이체를 유기하고 

분석하여, 애기장 의 돌연변이체 10 line 이상을 확보하는 것이 목 이다. 한 이온빔  γ

-ray에 의해 유기된 애기장  돌연변이체의 DNA 구조상의 변화 비교 분석하여 향후 연구에 

기 자료로 사용하고자 하 다. 

Ⅲ. 연구개발의 내용  범

  1) 이온빔  γ-ray 애기장 의 종자에 처리하여 돌연변이체 유기가 가장 당한 선량  

처리 시간을 탐색

  2) 처리된 종자의 발아율이 조구에 비하여 50% 일때 가장 한 처리 농도로 결정한다.

  3) 표 형  생화 인 돌연변이체를 유기하여 분석하고 세 를 진  시켜 유 형질이 고정

되었는지 조사하고 M3 세 에서도 표 형이 지속되는지를 조사한다.

  4) 애기장 의 돌연변이체 분석을 한 random primer를 사용하여 RAPD 분석을 통하여 

genome의 변화를 추정한다. 

  5) Arabidopsis DNA data base에서 ADH 유 자를 search 하여 primer를 design 하고 제작

한 뒤, 이를 이용하여 유 자의 분리한다.

Ⅳ. 연구개발결과

  1) 이온빔은 애기장 의 종자에 20Gy-3,000Gy 까지 처리하여 발아율을 조사하고 M2 세 에

서 돌연변이를 유기정도를 조사하 다. H 이온빔 20Gy, 40Gy, 60Gy, 80Gy 를 처리하

을 때 발아율은 94%, 91%, 89%, 86%로 나타났다. γ-ray 처리는 애기장  종자에 500Gy, 

600Gy, 700Gy, 800Gy를 처리하 을 발아율이 각각  84%, 89%, 87%, 75%를 나타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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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 돌연변이 유기를 해 M2 세 를 진 시키고 이 pool에서 돌연변이체를 분리한 뒤, 이를 

자가수분 시켜 M3세 를 얻고 돌연변이 형질이 유 되는지를 조사하 다.

 

  3) M2 pool에서 분리된 돌연변이체는 Visible mutant로 chlorina, bp, leafy 등의 이미 알려

진 돌연변이체와 rosette의 각도가 아래로 향하는 새로운 돌연변이체들을 얻을 수 있었다.

     

  4) Biochemical mutant로는 ADH mutant와 GA 생합성에 한 난쟁이 돌연변이체를 얻을 

수 있었다.

  5) Drought resistant 돌연변이체를 분리 할 수 있었으며 drought에 강한 내성을 나타내었다.

  6) 애기장  돌연변이체의 선발 개체 수는 γ-ray 800Gy 처리에서 30개 정도가 분리 되었었

으며, γ-ray 60Gy 1개 이온빔(H) 처리에서는 80Gy에서 4개 이온 60Gy에서 7개의 돌연변

이체가 분리 되었다.

  7) ADH mutant gene의 특정부 를 PCR로 분석한 결과 약 0.2 kb의 돌연변이 부 가 찰

되었으며, 이온빔이 처리된 Arabidopsis pool의 RAPD 분석한 결과 돌연변이된 특이한 부

분을 찾지 못하 다. 따라서 이온빔의 경우 gene의 변화가 크지 않은 것으로 보여 진다.

Ⅴ. 연구개발결과의 활용계획

1) 기술  측면

 (1) 이온 빔  γ-ray를 이용한 작물의 돌연변이 유기함으로써 육종  용 가능성 검증

 (2) 애기장  돌연변이체의 스펙트럼 visible mutant, biochemical mutant, drought 

resistant mutnat 등의 분리

 (3) 이온 빔  γ-ray에 의해 유기된 돌연변이체의 세  진 시킴으로 DNA 구조 변화의 

분석하여 이온빔  γ-ray의 화훼 작물에 용 가능성 제시

 (4) Visible mutnat  본 연구에서 분리된 Line1 2 변이체를 이용한 주요 작물에 Knock 

out 가능성 제시

 (5) 이온 빔   γ-ray의 주요 작물에 한 돌연변이 육종의 에 지  조사시간의 기  

Data 제시

2) 경제·산업  측면

 (1) 주요 작물의 새로운 품종 개발을 한 새로운 변이체 제공으로 경제  가치 창출

 (2) 화훼, 채소 등에 형질 개량을 한 기  기술의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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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 연 강도가 높은 형질에 한 육종연한의 단축

 (4) 고부가가치를 한 육종의 모· 부본의 제공으로 경제  가치 창출

 (5) 이온빔을 이용한 변이체 개발의 비용 모델 개발

 (6) 변이체의 DNA 구조 변화 방식을 확인함으로써 요한 작물의 용에 필요한 지표 

창출

3) 추가연구계획

 (1) 모델 식물을 이용한 기  연구 → 기업체 참여연구

 (2) 돌연변이 스펙트럼 분석으로 벼, 옥수수, 콩 등에 이온빔을 이용한 돌연변이 육종에 

응용

 (3) 고부가가치를 가지는 화훼 품종의 육성 등 형과제로 발

 (4) 이온빔을 이용한 버섯 등의 개량  육종의 과제로 발  가능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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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 U M M A R Y

(  문 요 약 문)

Ⅰ. Title 

  Induction and characterization of Arabidopsis mutants by Ion beam

Ⅱ. Purpose and importance of the research

  This study was conducted to search the proper conditions and times for irradiating 

proton beam to seeds generally used for induction of mutant. Arabidopsis as model plants 

has good characters that is a short generation time, producing a lot of seeds, sequenced 

genome, developed maker. This points were the best materials for plant breeding for this 

study. The data of inducing mutants of Arabidopsis is used to be applicate to crops have 

more longer generation that is the final goals of this study.

  The goals of this project were to inducing and characterizing arabidopsis mutants by the 

proton ion beam and γ-ray. As well as, the purpose of this study was securing more than 

10 lines of arabidopsis mutants in this project and also to know the changed DNA 

structure of the mutants using the basic data for appling to the more study. 

Ⅲ. Contents and Scope

  1) To find the proper conditions and times for irradiating ion beam and γ-ray to 

arabidopsis seeds to inducing  the mutants. 

  2) To determine the proper conditions and times when the germination rate is 50% of 

Arabidopsis.

  3) To induce and characterize the morphological and biochemical mutants and study the 

expression patterns the mutants phenotype in M3 generation. 

  4) To analysis the change of the genomes of arabidopsis mutants using the random 

primer by RAPD

  5) To isolation of the arabidopsis ADH genes from ADH mutants using the primer 

designed by the information of arabidopsis gene data bas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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Ⅳ. Results of the research

  1) Arabidopsis seeds were treated by the ion beam that has 20Gy-3,000Gy energy and 

studied the germination rate in M2 generation  and investigated the mutation rates. H 

ion beam were treated the seeds of arabidopsis ranged the 20Gy, 40Gy, 60Gy, 80Gy 

that exhibit the germination rates 94%, 91%, 89%, 86%, respectively. And also, γ-ray 

irradiated to the Arabidopsis seeds that has 500Gy, 600Gy, 700Gy, 800Gy energy 

showed the germination rates 84%, 89%, 87%, 75% respectively.

  2) For the mutant induction, M1 seeds were planted for M2 seeds harvest, the mutants 

were selfed and investigated the descendent of the genetic traits in M3

  3) The mutants isolated in M2 pool were chlorina, bp, leafy that were already studied 

and however newly isolated mutants that has characters of more down compared to 

the wild type.

     

  4) ADH mutants that is resistant to allyl alcohol and GA biosynthesis defects mutants 

that is dwarf were isolated.

  5) Drought resistant mutant was also separated that represent the characters to tolerate 

to severe drought. 

  6) The number of isolated mutants was 30 when the γ-ray 800Gy treated the 

arabidopsis seeds. As well as, the treatment of γ-ray 600Gy, H ion beam 80Gy, and 

H ion beam 60Gy to the arbidopsis seeds exhibits the number of mutants 1, 4, 7 

respectively.

  7) ADH mutants was analysed by the PCR method showing the structural changes of 

the 0.2 kb DNA in genome. Arabidopsis pools treated by ion beam were investigated 

by the methods of  RAPD, however, this results did not show any difference of 

amplified bands.  This results may exhibit the possibility of small change of mutant 

genes.

 

 Ⅴ. Application of the research

1) Technical aspect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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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To  testify the appling systems of ion beam and γ-ray to induce the mutants in 

crops.

 (2) To isolate the arabidopsis mutant spectrums like visible mutant, biochemical 

mutant, drought resistant mutant.

 (3) To progress the generation of the induced mutants by the ion beam and  γ-ray to 

studying the DNA structural change of the mutant that is possible for appling the 

flowering plants.

 (4) To present the possibility of the breeding systems of knock out in major crops by 

newly isolated visible mutants line1 and line2 in this study,

 (5) To exhibit the basic data and the irradiation times to mutation breeding in major 

crops by ion beam and γ-ray.

2) Economical, industrial aspects

 (1) To create the economical values by suppling the new mutant for new varieties in 

major crops

 (2) To supply the basic techniques by developing the flowering plant and vegetables.

 (3) To shorten the breeding times of tightly linked genes

 (4) To create the economical values of suppling the parents for breeding.

 (5) To development of model system of creating mutants by ion beam.

 (6) To set the milestones of appling the mutants in major plants by the DNA 

structural change patterns.

3) Additional research projects

 (1) Basic study using the model plant to the project involving the company

 (2) Analysis of the mutants spectrum to apply the ion beam to metagenesis breeding 

of rice, maize, soybean.  

 (3) Development of the bigger projects that create higher value for breeding of the 

flowering plants.

 (4) Jumping to the project that study the mushroom breeding by ion bea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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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1 장 연구개발과제의 개요

제 1 절 당해 연도 연구개발 목표

1. 이온빔 및 γ-ray에 의해 유기된 애기장대(Arabidopsis)의 돌연변이체 분석

2. 이온빔 및 γ-ray를 이용한 10라인 이상의 애기장대의 돌연변이체 확보

3. 이온빔 및 γ-ray에 유기된 애기장대 돌연변이체의 DNA 구조상의 변화를 비교․분석

제 2 절 세부 목표 및 연구개발 내용

연구개발 세부목표 연구개발 내용 및 범위

∘이온빔 및 γ-ray의 조사에 의해 유기

된 애기장대(Arabidopsis)의 돌연변이

체 유기 및 분석

∘이온빔 및 γ-ray 애기장대의 종자에 처리

∘처리된 종자의 발아율이 대조구에 비하여

50% 전류결정

∘표현형에 따른 애기장대의 돌연변이체 분석

∘이온빔 및 γ-ray을 이용한 10라인 이

상의 애기장대의 돌연변이체 확보

∘이온빔 및 γ-ray에 의해 유기된 돌연변이체

M3 세대 진전을 통한 돌연변이체 확보(10개

라인 이상 확보)

∘애기장대 돌연변이체의 DNA 구조상

의 변화 분석

∘애기장대의 돌연변이체 분석을 위한 RAPD

분석

∘DNA marker를 이용한 돌연변이 유전자의 분

리

∘Arabidopsis DNA Data base를 이용한

primer를 제작하고, 이를 이용한 유전자의 분

리

∘분리된 유전자를 분석하여 이온빔 및 γ-ray에

의해 변화된 DNA 구조의 비교 분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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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3 절 연구개발 추진전략

1. 이온빔 및 γ-ray를 이용한 애기장대의 돌연변이체 유기

2. 발아율이 50% 때의 적정 이온빔 및 γ-ray을 애기장대 종자에 처리하여 돌연변이를 유기

함

3. 유기된 종자를 selfing하여 돌연변이 표현형 유도

4. 유기된 돌연변이체의 스펙트럼을 분석하고, DNA 구조를 밝히기 위한 돌연변이체의 선택

5. 애기장대 Genome Data base에서 유전자를 클로닝하기 위한 DNA maker의 선택

6. PCR를 이용한 유전자 클로닝을 위한 Primer 제작 및 유전자 클로닝

7. 돌연변이체의 유전자와 Wildtype의 유전자 비교를 통한 이온빔이 DNA 구조에 미치는 영

향 분석

8. 돌연변이 유기의 pattern을 이용한 주요 작물의 육종에 적용 가능성 탐색

제 4 절 연구개발 추진체계

application

selfing

Ion Beam
γ-ray

application

selfing

Ion Beam
γ-ra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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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2 장 국내외 기술개발 황

 ○. 외국의 경우: 

  일본의 원자력연구소 등에서 이온빔을 이용한 작물육종이 활발하게 진행되고 있다. 국 등

에서 꽃가루, 종자, 식물의 각 기 에서 이온 빔을 조사하여 돌연변이 육종을 진행하고 있다. 

 ○. 국내의 경우: 

  국내에서 감마선을 사용하여 돌연변이 육종에 여하는 학자가 있고, 작물과학원과 한국원자

력연구소 등에서 돌연변이 육종이 활발히 진행되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이온 빔을 이용

한 돌연변이 육종 연구는 순천 학교 배창휴 박사 에 의하여 난, 나리, 장미, 국화 등에서 돌

연변이 육종이 활발히 진행되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2)

 ○. 조사한 연구개발사례에 한 자체분석  평가결과: 

  이온빔 기술을 이용한 돌연변이 육종이 일본 등에서 활발히 이루어지고 있으나, 국내에서는 

방사성 동 원소를 이용한 돌연변이 육종 기술 보다 활성화 되어 있지 않은 것으로 단된다. 

특히 돌연변이 유기를 포함한 다양한 연구에서 난, 무, 다양한 식물에서 연구 결과를 내었으나 

DNA 상에서 변화 등에 한 결과는 미약한 편이다. 따라서 이온빔을 이용한 작물육종에 용 

 신품종 개발이 활발히 진행되어야 할 것이다.

 ○. 세부 기술사항의 검토 분석결과

  - 본 연구는 이온빔을 이용한 작물 육종에 한 기  연구로 모델식물인 애기장 를 이용하

면 42종의 돌연변이체를 유기 되었다.

  - 이온빔이 난, 무 등의 육종에 이용되었으나, 이들이 구체 으로 DNA에 어떤 변화를 일으

키는 지에 한 연구가 불충분하다. 따라서 돌연변이 스펙트럼에 따라 point mutation, 

small deletion, large deletion 등에 한 구체 인 data의 축 이 요구된다.

 ○. 경제 산업계 황

  - 작물의 육종에 있어서 종·속간을 넘나드는 육종재료의 선택이 가능해 졌으나 유 자의 이

동 등은 GMO를 이용하지 않을 수 없어 문제를 야기할 것으로 단된다.

  - 이온 빔을 이용한 육종 방법은 새로운 기능을 가진 생물의 창출에 새로운 방법을 제시 할 

것으로 보인다.

  - 화훼, 채소, 과수 등의 작물에서 자연 인 돌연변이 유기 율에 의존할 수 없다. 따라서, 화

훼, 원 , 채소 등에서 신품종 육성 자료로 사용될 경우 그 가치를  따질 수 없을 정도로 

잠재인 산업  가치를 가질 것이다.

  - 국내의 종자시장을 하고 있는 회사는 모두 외국계 회사이므로, 여기에 항력을 가질 수 

있는 국내의 기업이 탄생하여야 한다. 단기간에 육종  가치를 지니는 모본 등의 개발은 

작은 회사에 이온 빔 등을 히 사용할 경우 경제  가치가 클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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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3 장 연구개발 수행 내용  결과

 제 1  연구내용

  1. 원자력연구원에서수소 ion beam 20G, 40G, 60G, 80G를 50,000 애기장  종자에 처리하여 

돌연변이 유기를 유기하 다.

  2. 정읍방사성 연구소에서 애기장  종자에 γ-ray를 50,000 애기장  종자에 500G, 600G, 

700G, 800G(10hr) 처리하 다. 

  3. 돌연변이 유기 정도를 측정하기 한 발아율 조사는 라스틱 9cm 페트리디쉬에 filter 

paper를 깔고 M1 100개 종자를 3반복하여 종하여 10일 후 실체 미경을 이용하여 조사

하 다.

  4. 이온빔  γ-ray이 처리된 M1 애기장  종자를 버미큘라이트:피트모스=1:1 인공토양에 

종하여 28℃, 명:암=14시간:10시간 4,000Lux 조명하에서 40일 생장시켰다. 

  5. 애기장 는 자가수분 식물이므로 M1 식물체의 자가수분을 유도하여 M2 세 의 종자를 

수확하 다.

  6. 애기장 의 돌연변이체는 M2 세  식물체에서 분리하여 생장시킨다. 이들이 자가 수분되

도록 둔 뒤, 종자를 채종하여 돌연변이 라인을 분리 하 다. 

  7. M2 세 에서 분리된 돌연변이체 라인은 자가 수분 유도 후 M3 세 를 진 하여 돌연변

이 형질이 유지되는지를 조사하 다.

  8. Alcohol dehydrogenase mutant를 Allyl alcohol을 이용하여 분리하 다. 애기장  종자를 

표면 살균 한 수 6시간 수화하여 allyl alcohol 50mM에 침지 시킨다. 4시간 침지 후 수세

하여 16 수화 후 MS 액체 배지에서 selection 하 다.

  9. PCR 반응을 한 애기장  DNA 분리는 식물체 10mg을 05N NaOH 20ul에서 마쇄한 후, 

Tris-Cl pH 8.0 495ul를 첨가하고, 1ul를 취하여 PCR을 수행하 다.

  10. 애기장  gene data base에서 ADH gene DNA를 얻고  3kb가 1,5kb가 되게 primer 

design하여 DNA를 증폭하 다.

  11. 이온빔, γ-ray이 DNA에 미치는 향을 추정하기 한 10mer Random primer를 이용하

여 PCR로 DNA를 증폭한 후 DNA를 분석하 다.

 제 2  연구결과

  1. 이온빔 처리 조건

   이온빔은 국내에서 종자에 돌연변이를 일으킬 수 선량 MeV 장치를 이용하 다. 종자에 돌

연변이를 일으킬 수 있는 H를 입자로, 빔 에 지는 45MeV, 빔 류는 10nA, 시료 치는 빔 

도우로부터 150cm에 E-tube에 종자 약 50,000 종자를 처리하 다. 종자의 이온빔 처리 에

지  조사시간은 아래의 그림에 나타내었다(표 1). 이온빔 조사에 지는20Gy, 40Gy,부터 조사

하여 하 으며, 표1.에서는 50Gy에서 3,000Gy가지 조사에 지  조사시간을 나타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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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0Gy에서 3,000Gy 까지 처리시간은  30.8sec에서 1813.0 sec 까지 으며 이 종자를 발아율 

 돌연변이를 유기하는 pool로 사용하 다.

조사량
(Gy)

조사시간(sec)

50  30.8

100 61.0

200 121.4

400 242.2

500 302.6

600 363.0

800 483.8

1000 604.6

1500 906.0

2000 1208.6 

3000 1813.0

조사량
(Gy)

조사시간(sec)

50  30.8

100 61.0

200 121.4

400 242.2

500 302.6

600 363.0

800 483.8

1000 604.6

1500 906.0

2000 1208.6 

3000 1813.0

표1. H 이온빔을 이용한 종자의 처리 에 지  시간

  2. γ-ray 처리 처리조건

   애기장  종자에 γ-ray는 정읍방사선 과학연구소에서 처리하 다. 선원은 Co60을 사용하

으며, 선량은  500Gy, 600Gy, 700Gy, 800Gy를 조사하 다. 종자는 약 50,000개를 시간당선량 

50Gy/h, 60Gy/h, 70Gy/h, 80Gy/h으로 처리하 다. γ-ray가 처리된 종자를 M1 seed로 정하고 

이를 발아율 시험  돌연변이 유기를 한 종자로 사용하 다.(그림 1)

그림1. 애기장  종자에 γ-ray를 처리한 종자

  3. 이온빔에 의한 애기장 의 발아율 조사

   이온빔  γ-ray이 처리된 M1 애기장  종자의 발아율을 측정하기 하여 9cm petridish

에 종하여 28℃, 명:암=14시간:10시간 4,000Lux 조명하에서 10일간 생장시켰다. 10일간 생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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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킨 후 발아율은 실체 미경을 이용하여 count하여 발아율을 계산하 다. 발아의 결정은 종

자 밖으로 cotyledon이 출 한 경우를 count하 기 때문에 발아 후 생존하지 않은 개체도 발아 

한 것으로 결정하 다.(그림 2) 

그림2. 애기장  종자에 이온빔(H) 20Gy, 40Gy, 60Gy, 80Gy 처리시 발아율 조사

  4. 이온빔 처리 후 애기장 의 발아율

   애기장  종자(약 50,000 seeds)에 H Ion beam 20Gy, 40Gy, 60Gy, 80Gy 처리하 을 때 발

아율은 조군 99%이며 H 이온빔 20Gy, 40Gy, 60Gy, 80Gy 처리시 발아율은 94.55%, 91.26%, 

89.00%, 86.46%로 나타났다(그림 3). 따라서 이온빔을 이용한 애기장  돌연변이 유기는 80Gy 

이상으로 선량으로 조사하는 것이 당할 것으로 단되어 3,000Gy 까지 다음 실험에서 이온

빔을 처리하 다. 아래의 그림에서는 종자의 발아율이 50% 까지의 가장 정한 에 지를 구하

기 하여 나타낸 그림이며, 20Gy에서 80Gy까지는 발아율면에서 비교  안정된 data를 나타내

어 control- 20Gy에서는 약 5% 발아율감소, 20Gy-40Gy까지는 6%, 40-60Gy까지는 5%, 

60-80Gy까지는 5%의 발아율이 감소됨을 보여 발아율과 에 지의 계는 비례형이 도출되었

다. 그러나 에 지의 농도가 높을 경우에 J curve를 나타낼 수도 있을 것으로 추정되었다.

그림3. 애기장  종자에 이온빔(H) 20Gy, 40Gy, 60Gy, 80Gy 처리시 발아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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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림 4. 에서는 애기장  발아율과 정 에 지를 구하기 하여 50Gy에서 3,000Gy 까지 

와 같은 조건으로 이온빔을 조사하 으나, 에 지 비 data가 일정하지 않아 몇 번의 반복 

실험이 요구되었다. 국내의 이온빔 조사여건이 수요에 비하여 공 이 원활하지 못하고, 연구기

간이 짧아 반복 실험은 하기 어려운 상황이었다. 그러나 발아율과 돌연변이 유기 빈도는 매우 

한 계가 있으므로 정확한 반복실험이 요구될 것으로 생각된다.

그림4. 애기장  종자에 이온빔(H) 50G, 100G, 200G, 400G, 500G, 800G, 1,000G, 1,500G, 

2,000G, 3,000G 처리시 발아율

  5. γ-ray 처리 후 애기장  발아율

   애기장  종자(약 50,000 seeds)에 γ-ray 선량 500Gy, 600Gy, 700Gy, 800Gy(10h)로 처리하

을 때 발아율은 조군 98%이며 각 발아율은 84.7%, 89.74%, 87.5%, 75.32%로 나타났다(그

림 5). 따라서 애기장  종자에 γ-ray를 조사하여 돌연변이를 유기할 경우 800G(10시간조사) 

이상이 당할 것으로 단되며, 더욱 넓은 범 의 돌연변이 유기  발아율 백색체의 출 정

도를 검정하여야 할 것이다. 본 연구에서는 800Gy 이상에서 돌연변이 빈도가 높게 출 할 것

으로 단되어 돌연변이 유기를 한 pool로 주로 사용하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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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림 5. 애기장  종자에 γ-ray 500Gy, 600Gy, 700Gy, 800Gy 처리시 발아율

  6. 애기장  이온빔(H)  γ-ray 처리 후 생장 모습

   애기장 는 생장상  생장실에서 성장시켜 세 를 진 하고 M2세 에서 돌연변이체를 분

석하 다(연구방법 참조). 아래 그림6.에 나타낸 것처럼 생장 후 14일, 30일, 45일(좌상, 우상, 

좌하) 그림을 나타내었으며 45일 후 수를 지하고 식물체를 구 조에 이르게 하여 M2 

종자를 확보 하 다. 여기에서 얻어진 종자를 종하여 돌연변이체를 분리하 다(그림 6). 

그림 6. 애기장 의 M1세 의  생장 M2 종자의 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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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7. 애기장  이온빔(H)  γ-ray 처리 후 세  진

   애기장 의 세  진 은 M1 종자를 selfing하게 두어 M2 세 를 진  시켰다. 애기장 는 

자가 수분율이 99%이상이므로 타가 수분으로 인한 혼입률은 고려하지 않았다. 식물체의 생장 

조건은 버미큘라이트:피트모스=1:1 인공토양에 종하여 28℃, 명:암=14시간:10시간 4,000Lux 

조명하에서 40일간 생장시켰다. M2 종자를 수확 후 건조기 28℃에서 7일간 건조하여 3일간 

4℃에서 보 하여 M2 식물체를 얻었다(그림 7). 종자가 발아되기 시작 후부터 돌연변이체를 

분리하기 시작하여 개화 후까지 돌연변이체를 분리하 다.

그림 7. 애기장 의 생장  세  진

  8. M2 pool에서 분리된 돌연변이체

   가. Visible mutant Line 1

    M2세 에서 돌연변이체로 분리된 애기장 를 세 를 진 시켜 M3세 에서 찰하 다. 

Line 1 돌연변이체는 떡잎에서 엽맥을 따라 엽록체가 매우 발달하여 그물 모양을 나타내고 있

다. 아래의 돌연변이체는 향후 여기에 여하는 유 자를 분리하여 타 작물에 용할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된다(그림 8).

 

그림 8. Line 1 돌연변이체의 M3 세  

   나. Visible mutant Line 2

    그림 9.에 나타낸 돌연변이체 Line 2는 rosette leaf이 조군에 비하여 45도 각도를 향하

여 있으며 petiole이 아래를 향하고 있는 모습이었다(표시 으로 표시).  이 돌연변이체는 성장

시 fertility가 떨어지는 경향을 나타내었으며 아래 그림은 M2세 에서 돌연변이체를 선발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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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습을 나타내었다. 이 돌연변이체를 selfing 후 M3세 를 개 후 phenotype을 찰한 결과 

M2세 와 같은 특징을 나타내었으며, 이 돌연변이체를 이용한 형질은 연구결과 gene knock 

out을 이용한 화훼작물에 용이 가능할 것으로 단된다. 

그림 9. Line 2 돌연변이체의 M2 세  

   다. Visible mutant Line 3

    Line 3는 유묘기에 체 으로 chlorina
1)
를 나타내었으며, 성장하여도 엽록체의 발달이 있

어 잎이 체 으로 녹색을 띄며 연해지지만 계속 chlorina를 나타내었다. 이 돌연변이체는 

stem 주   엽맥을 따라 엽록체가 발달하고 있으며, 잎 체 으로는 엽록체의 발달이 해

됨을 알 수 있다. Line 3와 같은 돌연변이체는 화훼 작물에 잎의 발생에 한 유 자를 조 하

기 한 육종재료로 사용할 수 있을 것으로 생각된다. 이 돌연변이체 한 M3 세 에서도 같

은 특징을 보여 으로써 돌연변이체 의한 DNA 변이가 일어났음을 보여 주고 있다(그림 10). 

그림 10. Line 3 돌연변이체의 M2 세  

   라. Visible mutant Line 4

    Line 4는 이미 알려진 bp character를 나타내었으며, 꽃과 꼬투리 모두 아래쪽을 향하고 

있다. Wildtype은 꽃과 꼬투리의 각도가 stem에 하여 30-40도 정도인데 비해 bp type은 140

도 정도를 나타낸다(그림 11). 한 이 돌연변이체는 early flowering의 특성을 보이기도 한다. 

bp에 한 돌연변이체는 2개 line이 보고되었고, 본 연구에서 분리된 bp type은 같은 유 자의 

allele로 추정된다. M3세 에서 한 같은 특징을 유 으로 물려받는 것으로 보아 유 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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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 고정된 형질로 추정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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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1. Line 4 돌연변이체의 M2 세  

   마. Visible mutant Line 5

    Line 5 돌연변이체는 leafy type으로 그림 12.의 왼쪽에 나타낸 wildtype과 비교해 보면 꽃

이 나타날 부 에 새로운 잎이 기가 형성되어 자람을 볼 수 있다. 따라서 Line 5 돌연변이체

는 hetero 상태로 유지되어야 되며 꽃이 형성되지 않는다(그림 12). 이 돌연변이체는 이미  

세계 으로 매우 다양하게 연구되어 있으며, 화아의 유도와 개화  MADS gene의 연구에 기

 자료로 이용되었다. 이 돌연변이체 한 식물의 form을 design 하기 한 자료로 사용될 수 

있을 것이다.

 

그림 12. Line 5 돌연변이체의 M2 세  

   바. Visible mutant Line 6

    Line 6 돌연변이체는 이온빔 40Gy에 의해 유기된 돌연변이체 이며, 잎이 매우 두꺼운 형

질을 나타낸다(그림 13). 이 돌연변이체는 잎과 bolting의 치까지가 매우 가깝고 야생형과 비

교할 때 자람이 느림을 나타내었다. 이 돌연변이는 잎의 모양이 부정형을 나타내기도 하고, 잎

이 우그러지는 특징을 나타내기도 한다. 이 돌연변이체는 식물의 잎을 design 하기 한 유

자의 연구에 이용될 수 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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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3. Line 6 돌연변이체의 M2 세  

   사. Visible mutant Line 7

    Line 7 돌연변이체는 그림 14.에 나타낸바와 같이 체 으로 식물체의 잎이 좁으며 긴 것

으로 나타났다.  Rosette가 잎의 뒤로 말리고 야생형에 비하여 다수가 출 함을 보 다. 

Bolting 한 계속되지 않고 야생형의 경우 bolting 후 30cm 가량 자람에 비하여 이 돌연변이

체는 bolting이 3cm 정도 후에 cauline leaf이 출 하 다. 이 돌연변이체 한 개화를 하지 못

하여 후 를 얻을 수 없었으며, 식물의 발달에 과한 상  유 자에서 돌연변이가 유기된 것으

로 보 다.  이와 같은 돌연변이체는 hetero 상태로 유지될 수 있고 식물의 form  발달에 과

한 정보를 얻을 수 있을 것으로 단된다.

그림 14. Line 7 돌연변이체의 M2 세  

  9, Biochemical mutant

   가. ADH mutant

    ADH 돌연변이체는 allyl alcohol에 항성을 보이므로 상기 방법을 이용하여 선발하 다. 

선발 과정에서 positive control은 Arabidopsis seed stock에서 CS8102, CS8095 ADH 돌연변이

체를 구입하여 조구로 사용하 다. ADH 돌연변이체는 이온빔 처리 20Gy, 40Gy, 60Gy, 

80Gy 각각 3,000 종자를 선발한 결과 ADH 돌연변이체를 얻을 수 없었고, γ-ray를 처리한 

800Gy 3,000종자 pool에서 2개의 ADH 돌연변이체를 선발하 다. Arabidopsis의 ADH mutan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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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positive selection을 할 수 있으므로 돌연변이체 유기 빈도  연구 재료로서 사용되며, 본 

연구에서는 ADH mutant를 이용한 gene structure를 연구하기 한 재료로 사용되었다. 아래

의 그림과 같이 6-well plate에서 선발하 으며 MS 배지에 생장 시켜 M4 ADH 돌연변이체를 

얻으려고 하고 있다(그림 15).
3)

그림 15 .  Allyl alcohol을 이용한 ADH mutant 선발  MS Media로 이식

   나. GA 생합성 련 돌연변이체

    그림 16.에 나타낸 돌연변이체는 GA 생합성에 련된 돌연변이체로 추정된다. GA 생합성 

돌연변이체는 Data base에 GA1, 2, 3, 4, 5가 보고되었으며, 아래의 돌연변이체와는 Crossing 

후 어느 돌연변이체인지를 알 수 있을 것이다. GA 생합성에 련 된 애기장 의 유 자는 5개 

이상일 것으로 알려져 있어 특징을 연구하기 해서는 GA를 살포하여 성장을 측정하여 GA 

mutant임을 결정하고 GA 생합성에 한 유 자를 연구하는 것이 당할 것으로 보인다. 본 

연구에서 분리된 돌연변이체는 식물체의 장이 약 3cm 정도로 야생형 30cm 정도에 비하여 

약 1/10 정도의 크기이며, silique의 크기는 야생형의 그것과 차이를 나타내지 않았다. 이 돌연

변이체는 bolting이 되지 않은 상태에서 개화가 일어나, 일반 인 애기장  GA 돌연변이체의 

특징을 나타내었다. 이 돌연변이체는 향후 식물체의 키를 조 하기 한 유 자로 사용될 수 

있을 것으로 단되며, 돌연변이체 DNA 구조변화를 연구하면 식물체의 키를 조 하기 한 

당한 gene을 design 할 수 있는 유 자료 사용될 수 있다.

그림 16 .  GA 생합성 련 돌연변이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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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0. Drought resistant mutant 선발

   애기장 의 환경에 견디는 돌연변이체를 선발하기 하여 생장실에서 Drought를  상태에

서 생장하는 돌연변이체를 선발하 다. 돌연변이체는 60G 이온빔이 처리된 pool에서 선발되었

으며, 환경 항성 품종육성을 한 재료로 사용될 수 있을 것이다(그림 17). Drought resistant

로 추정되는 식물체는 수를 지한 후 10일 후로 생장실 조건하에서 조군은 거의 구

조 상태에 달해 있으나 이 line에서는 flowering과 seedling이 정상 으로 이루어지고 있다. 따

라서 종자를 자가 수분하여 채종한 후 세 를 진 시켜 후 를 검정하고 유  background를 

조사 하여 연구할 가치가 충분이 있는 것으로 추정된다.

그림 17 .  이온빔(H) 60G에서 선발된 Drought resistant 돌연변이체

  11. 애기장  돌연변이체의 선발 개체 수

   본 연구에서 분리된 돌연변이 빈도를 그림 18.에서 나타내었다. 돌연변이체 분리는 γ-ray 

800Gy 처리에서 30개 정도가 분리 되었었으며, γ-ray 60Gy 1개 이온빔(H) 처리에서는 80Gy

에서 4개 이온 60Gy에서 7개의 돌연변이체가 분리 되었다. 본 연구의 돌연변이체 출 빈도는 

연구기 의 제한으로 반복실험을 할 수 없어 신뢰성에 다소 제한이 있을 수 있는 결과이다. 본 

연구결과 애기장 의 돌연변이 출  빈도는 γ-ray에서는 800Gy 이상에서 이온빔의 처리의 경

우 80Gy 이상에서 처리하여 돌연변이 빈도의 정확성과 에 지에 따른 개체 수 등에 따라 작물

의 육종에 용할 수 있을 것을 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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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8 .  이온빔(H) γ-ray에 의해 유기된 돌연변이체 빈도

  12. ADH mutant gene의 분석

   Arabidopsis의 ADH gene은 promoter를 포함하여 약 3kb 크기이다.
6)
 PCR로 ADH gene을 

분석하기 하여  PCR로 증폭한 길이가 1.5kb 되게 primer Adh1 forward, reverse(Adh1 

forward 5'-ATA CTA TTT CAA CGT TGA TTC CCG CG-3', Adh1 reverse 5'-CAT 

GAT CCT CTG GCT GAA GAT CAG TC-3'), Adh2 forward, reverse(Adh2 forward 

5'-GAC TGA TCT TCA GCC AGA GGA TCA TG-3', Adh2 reverse 5'-CTG GTT TCT 

TTC GAT GTG GAA GCT AA-3'를 제작하여 증폭한 결과 Poly A 방향에 약 300bp 정도 

deletion 된 것으로 추정되었다. PCR 조건은 94℃ 1min, 55℃에서 2min, 72℃에서 3min 35 

cycle 반응시켜 1% agarose gel에서 기 동 하 다(그림19).

그림19. ADH mutant의 PCR을 이용한 

  13. 이온빔이 처리된 Arabidopsis pool의 RAPD 분석

   이온빔이 처리된 애기장 를 발아시켜 100 plants 정도 pool로 DNA를 추출 후 10 mer 

primer를 이용하여 RAPD를 통한 DNA의 분석을 실시하 다. 이온빔의 조사 하에서는 

polymorphism을 보이는 Band가 발견되지 않아 추정되는 DNA상의 변화는 몇 base pair 

change를 일으키거나 매우 작은 부분의 DNA에 향을 주는 것으로 추정되었다. RAPD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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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nzynomics의 master Mix를 사용하 으며, PCR 반응은 94℃ 1min, 55℃에서 2min, 72℃에서 

3min 45 cycle 반응하여 band를 얻고 band size를 분석하 다(그림 20). 

그림20. Ion beam이 처리된 Arabidopsis pool의 RAPD 분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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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4 장 목표달성도  련분야에의 기여도

 제 1  연구개발 목표의 달성도

  1. 이온빔  γ-ray를 이용한 애기장  돌연변이체 유기: 애기장  돌연변이체는 유기 되었

는가?

  - 애기장 의 돌연변이는 Visible mutant, Biochemical mutant, Stress resistant mutant가 

유기되었다.

  2. 애기장 의 순계를 한 세 의 진 : 돌연변이 phenotype 확인을 한 세  진 을 하

는가?

  - 돌연변이 유기를 한 처리세 를 M1 세 로 보았을 때 순계분리를 해 유기된 돌연변

이체의 세 가 M2, M3세  진 되어 phenotype이 확인되었다.

  3. 애기장  돌연변이체 10라인 이상 확보: 이온빔  γ-ray를 이용한 돌연변이체 10개 라인 

이상을 확보하 는가?

  - 돌연변이체는 42라인이 분리되어 확보 되었다. 

  4. 돌연변이체의 DNA 구조 변화 부분 분리: 돌연변이가 유기된 DNA 부분을 분리하 는가?

  - Allyl alcohol을 이용하여 ADH mutant를 분리하고 돌연변이 된 DNA 부분을 분리하 다. 

  5. DNA 구조 변화와 Data base를 이용한 이온빔의 DNA 구조변화 양상 연구: 분리된 부분

을 이용하여 이온 빔 γ-ray이 식물의 DNA에 어떤 향을 미치는지 확인이 가능한가?

  - RAPD 분석을 이용하여 DNA 구조상의 변화를 확인하 다.



- 28 -

 제 2 . 상기 평가의 착안 에 따른 목표 달성도에 한 자체평가 

결과

평가착안 자체평가 달성도

애기장  돌연변이체는 유기 되었는가?

이온빔  γ-ray를 처리하여 애기장  

돌연변이체 유기를 한 이온빔(H) 

20-80Gy, γ-ray 500-800Gy를 종자에 

처리하여 돌연변이체를 유기하 다.

100%

돌연변이 phenotype 확인을 한 세  진

을 하 는가?

돌연변이 phenotype을 확인하기 하여 

M1, M2, M3세 를 진 하여 돌연변이 

형질이 고정됨을 확인하 다.

100%

이온빔  γ-ray를 이용한 돌연변이체 10

개 라인 이상을 확보하 는가?

유기된 돌연변이체는 42개 라인으로 

M3 세 에서 형질이 고정됨을 확인하

다.

100%

돌연변이가 유기된 DNA 부분을 분리하

는가?

5'-ATA CTA TTT CAA CGT TGA 

TTC CCG CG-3', 5'-CTG GTT TCT 

TTC GAT GTG GAA GCT AA-3' 

사용하여 ADH mutant 부분의 deletion 

부분을 확인하 다.

100%

분리된 부분을 이용하여 이온빔 γ-ray이 

식물의 DNA에 어떤 향을 미치는지 확

인이 가능한가?

PCR을 이용하여 변화된 DNA 부분을 

증폭함으로써 이온빔   γ-ray가 애기

장  DNA에 미치는 향을 추정할 수 

있다.

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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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5 장 연구개발결과의 활용계획

 

 ○ 기술  측면

  - 이온 빔  γ-ray를 이용한 작물의 돌연변이 유기함으로써 육종  용 가능성 검증

  - 애기장  돌연변이체의 스펙트럼 visible mutant, biochemical mutant, drought resistant 

mutant 등의 분리

  - 이온 빔  γ-ray에 의해 유기된 돌연변이체의 세  진 시킴으로 DNA 구조 변화의 분

석하여 이온빔  γ-ray의 화훼 작물에 용 가능성 제시

  - Visible mutant  본 연구에서 분리된 Line 1, 2 변이체를 이용한 주요 작물에 knock out 

가능성 제시

  - 이온 빔   γ-ray의 주요 작물에 한 돌연변이 육종의 에 지  조사시간의 기  data 

제시

 ○ 경제·산업  측면

  - 주요 작물의 새로운 품종 개발을 한 새로운 변이체 제공으로 경제  가치 창출

  - 화훼, 채소 등에 형질 개량을 한 기  기술의 제공

  - 연 강도가 높은 형질에 한 육종연한의 단축

  - 고부가가치를 한 육종의 모·부본의 제공으로 경제  가치 창출

  - 이온빔을 이용한 변이체 개발의 비용 모델 개발

  - 변이체의 DNA 구조 변화 방식을 확인함으로써 요한 작물의 용에 필요한 지표 창출

 ○ 추가연구계획

  - 모델 식물을 이용한 기  연구 → 기업체 참여연구

  - 돌연변이 스펙트럼 분석으로 벼, 옥수수, 콩 등에 이온빔을 이용한 돌연변이 육종에 응용

  - 고부가가치를 가지는 화훼 품종의 육성 등 형과제로 발

  - 이온빔을 이용한 버섯 등의 개량  육종의 과제로 발  가능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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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6 장 연구개발과정에서 수집한 해외과학기술정보

 이온빔은 1930년에 버클리에 사이클로트론이 고안되면서 러시아, 미국, 스 스 캐나다 등에서 

치료용으로 개발되었다가 생물학 으로 리 쓰이게 되었다. 이온빔을 이용한 육종은 1987년 

일본에서 시작되었으며,  X-선, 감마선에 비하여 돌연변이 스펙트럼이 더 넓은 것으로 나타났

다. 돌연변이 스펙트럼이 넓은 이유는 감마선에 비하여, 보다  genome에 많은 향을 주는 것

이 아니라 point mutation에 가까운 것으로 알려져 있다.

이온빔을 이용한 돌연변이체 유기시 single cell을 상으로 할 수도 있어 발생학 부분에 매우 

유용하게 사용될 것으로 망된다. 감마선 등은 매우 넓은 범 에 조사 될 수밖에 없어 사용이 

제한 이다. 
12),13)

 애기장  장 의 경우 이온빔에 의해 유기된  돌연변이체 (Shikazono 등 1998)
7),8)

 gl1, tt4 등

의 분석에 따르면 결실과 재조합 돌연변이체가 나타에 의해서 나타난 결과임이 밝 졌다. 그리

고 Hamada 등(1999)은 담배는 pollen을 이용하여 C, He을 빔으로 사용하여 돌연변이를 유기하

으며 pollen에서 leak 되는 상을 보고 하 다.
14),15)

 특히 일본 이화학연구소에서는 국화, 배, 난 등에 우량 품종 개발에  이온빔을 쏘이고, 

DNA marker를 개발 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국내의 경우 농림수연구고도화사업으로 

이온빔을 이용하고 있으며, 국화, 카네이션 등에 이온빔을 처리하여 돌연변이 육종을 성공 으

로 하 다고 보고 하 다.5),10),11) 

 일본의 RIKEN T. Abe 그룹에서는 N, Ne을 이용하여 담배에서 돌연변이체 유기에 성공하

다고 보고 하 으며, 100Gy에서 생존율이 0%에 근 하 으며, 50Gy에서 생존율이 약 50% 정

도 이었다. 그러나 돌연변이율은 10Gy에서 6%정도로 높았으며 100Gy에서도 3% 정도를 나타

내어 75% 생존율에서 최 의 돌연변이체를 얻을 수 있다고 보고 하 다. 최근에는 국화와 벼

에 이온빔을 처리하여 새로운 품종을 개발하 다고 보고하 다.
9)

 국에서는 Li, C를 옥수수 배에 조사하여 yellow leaf와 웅성불임 개체를 얻었다고 보고 하

으며, pollen 등에 매우 넓은 돌연변이 이온 빔을 이용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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