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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연구개발의 목표  내용

 ▶ (i) 방사선 돌연변이 식물 유 자원 개발 (ii) 돌연변이 식물 유 자원 활용 유 체 

연구 (iii) 방사선 이용 신육종기술 개발

○ 연구결과

 ▶ 방사선 돌연변이 식물 유 자원 개발
  - 국화 4개 품종 품종보호권 출원, 2개 품종 등록,  무궁화 ‘다솜’ 품종보호권 출원

  - 분재형 무궁화 ‘꼬마’ 품종보호권 기술이 , 캘러스 유도 시스템 확립

  - 밥 용 콩 ‘원율’, 팔달 유래 ‘원 ’ 품종보호권 출원  국가품종목록등재 신청

  - 산업소재용 나  ‘장 ’ 품종보호권 출원

  - 인삼 Ginsenoside, 들깨 Rosmaric acid 분석

  - Ginsenoside 고 함유 돌연변이 인삼 자경종 량증식 시스템 확립

 ▶ 돌연변이 식물 유 자원 활용 유 체 연구
  - 국화 유 자 F3'H, LDOX, 잔디 제 제 항성 유 자 EPSPS 동정  염기서열 정보 NCBI 

등록

  - 국화 F3'H 유 자 특허출원, LDOX  유 자 특허등록

  - 국화 cDNA library 구축  ESTs를 활용한 DEGs 분석,콩 KTi, Lipoxygenase 유 자 분석 

  - 기능유 체 연구용 벼, 콩 돌연변이 집단 량 구축  돌연변이 계통 간 유연 계 분석

 ▶ 방사선 이용 신육종기술 개발
  - 감마 이토르론 활용 돌연변이 집단 량 구축  식물 향평가

  - 국, 러시아 우주선 탑재종자 식물 향평가  후 분석

  - 이온빔 조사 벼 돌연변이 집단 구축

○기 효과  활용방안

 ▶ 본 연구결과는 방사선육종 연구 변확 에 기여할 것이며, 유용 돌연변이 집단은 

기능유 체 연구용 유 자원으로 활용될 것이다.

색  인  어

(각 5개 이상)

한   방사선, 돌연변이 육종, 돌연변이, 유 자, 우주선 육종, 이온빔, 감마 이토트론

  어
 radiation, mutation breeding, mutation, gene, spaceship breeding, ion beam, 

gamma phytotr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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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   약   문

Ⅰ. 제목

방사선육종 기반기술개발  기능유 체 연구

Ⅱ. 연구개발 목   필요성

21세기는 생명공학이 부시게 발 하는 한편 우리나라의 UPOV 가입, 농산물시장 개방화  바이

오에 지 수요 증 로 국가  기업 간에 치열한 종자  식물자원 확보 경쟁시 가 될 것이다. 농산

물 시장 개방에 따라 어려움에 처해 있는 국내 농업의 발 과 식량안보 주권을 확립하기 해서는 농

업경쟁력 향상을 한 고품질 품종개발이 긴요하다. 특히, 외국 도입 품종에 의존하고 있는 화훼, 상, 

과수  기능성 특약용 작물의 국산 품종개발 활용이 시 한 실정이다. 그리고, 세계 인 환경 괴에 

따른 생물 다양성의 감소와 국제식물신품종보호동맹(UPOV) 가입에 따른 품종 로열티 강화 추세에 따

라 국산 종자  유 자원 지 재산권 확보 필요성이 증 되고 있다. 한, 주요 식물의 유 자 염기서

열이 밝 짐에 따라 유 자의 기능을 밝히는 기능유 체(functional genomics) 연구 소재용의 돌연변이 

유 자원의 수요가 속도로 증가하고 있어, 방사선 등을 이용한 돌연변이 육종기술로 량의 유용 변

이체의 창출과 공 이 필요한 상황이다.

방사선 육종기술은 기존 품종의 단  형질을 개량하는 품종개발에 뛰어나다. 일년생, 년생, 종자

번식  양번식 등 다양한 식물과 종자, 삽수체, 조직배양체, 화분, 식물체 등 다양한 식물 

재료에 용이 가능하다. 그리고, 유 자원이 빈약한 자생식물  외국도입 식물 등의 품종

개발에 유용하다. 교배육종이나 유 자변형 육종이 어려운 품목의 육종에도 용할 수 있고, 

최근 로열티 지불 문제가 심각한 화훼류  상식물 품종 개발에도 뛰어나다. 마지막으로 방

사선 육성 품종은 그동안 인간의 수 세 에 걸쳐 세계 으로 리 재배되고 있어 유 자변형

작물(GMO)과 달리 식품  환경 인 측면에서의 해성 논란 없이 안 하게 이용될 수 있으

며, 다른 육종기술에 비교하여 상 으로 개발비도 렴한 편이다.

이상과 같은 많은 장 이 있는 데에도 우리나라에서는 그동안 돌연변이 육종에 한 잘못된 

인식과 투자부족으로 경쟁국에 비교하여 많이 뒤쳐진 실정이다. 그런데, 최근의 세계 인 종자 

 유 자원의 지 재산권화의 경향에 능동 으로 응하기 해서는 첨단의 방사선 돌연변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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육종기술을 유 자원 개발에 활용할 필요성이 있다.      

본 연구과제는 방사선에 의한 돌연변이 기술과 생명공학기술을 병용하여 신 고품질의 신품

종 개발·보 하여 국내 종자시장  농업생산성 향상을 도모하고, 국내 종자  유 자원 지

재산권을 증 하며, 유용한 돌연변이체  유 자 량개발 등에 의한 기능유 체 연구 지원 

 생명공학 연구개발 활성화하는 데에 주목 이 있다. 

Ⅲ. 연구개발의 주요 내용  범

제 1 .  방사선 돌연변이 식물 유 자원 개발

 1. 화훼 상 식물 유 자원 개발

ㅇ스 이 국화 'ARTI-queen'  'ARTI-purple' 품종보호권 출원  등록 2건

ㅇ스탠다드 국화 ‘미곡’ 유래 화색돌연변이 품종보호권 출원 2건   

ㅇ스탠다드 국화 'ARTI-elegance'  'ARTI-grace' 배양조건 확립            

ㅇ국화 유망 돌연변이체 선발  특성평가를 통한 품종화

ㅇ무궁화 신품종 '꼬마' 품종보호권 기술이  계약 체곌 1건

ㅇ무궁화 ‘홍순‘ 유래 화색돌연변이 계통 품종보호권 출원 1건        

ㅇ무궁화 왜성품종 '꼬마' 캘러스 유도 시스템 확립

ㅇ무궁화 '꼬마' 시리즈 육성 기반연구   

 2.  고기능성 식물 유 자원 개발

ㅇ“천연 항산화 기능성 배-포도 혼합식   그 제조방법“ 일본특허 등록  기술이

ㅇ고 아미노산 함유 벼 신품종 '골드아미 1호' 특성검정  품종보호 등록

ㅇ조숙, 내도복성, 수량증  벼 신품종 '원명벼' 품종보호권 등록

ㅇ약용 들깨 축엽자소 유래 돌연변이 계통 활용 식,의약 소재 개발  품종화

ㅇ콩 유망 돌연변이 계통 '원율' 품종출원  국가품종목록등재 신청

  ㅇ팔달 유래 콩 신품종 '원 ' 품종출원  국가품종목록등재 신청 

ㅇKunitz Trypsin inhibitor 함량 감 콩 품종 개발            

ㅇLipoxygenase 1,2,3 세 유 자가 모두 결여된 황 콩유래 돌연변이 3계통 선발

ㅇ보유 재래종 콩 유 자원의 증식, 특성평가  이미지 정보 구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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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Ginsenoside 고 함유 인삼 부정근 돌연변이 육성

ㅇGinsenoside 고 함유 돌연변이 인삼 자경종의 량 증식을 한 조건 확립

 3.  산업소재용 식물 유 자원 개발

  ㅇ 바이오 라스틱용 나  섬유  제지 기술 련 특허 지원 등록

ㅇ 바이오에 지 원료용 유채 품종개발을 한 돌연변이 유기  분석 선발

ㅇ 바이오 라스틱  바이오 섬유용 나  품종개발을 한 돌연변이 유기  우수계통 

선발 

ㅇ 진주 재래 수집종 유래 '장 ' (산업소재용 나  신품종)의 품종보호권 출원     

ㅇ 친환경 산업 소재용 섬유 식물자원 유망 변이 5계통 특성평가

ㅇ 내염성 나  품종 육성을 한 새만  간척지에 재배 실험 실시

제 2 .  돌연변이 식물 유 자원 활용 유 체 연구

 1. 변이 유 자 동정  발 기작 연구

ㅇ국화 화색 련 유용 유 자 F3'H 유 자 분리, 동정  특허 출원

ㅇ“국화에서 분리된 신규 LDOX 유 자  이를 이용한 화색돌연변이체 선별 방법” 특허등

록

ㅇ제 제 항성 돌연변이 한국 들잔디로부터 EPSPS 유 자 분리  발 검정

ㅇ국화 화색변이 여 유 자 탐색을 한 라이 러리 제작  ESTs 분석 

ㅇ‘Argus’와 ‘ARTI purple’간의 subtraction cDNA library 합성

ㅇ국화 ESTs를 활용한 differential expression genes (DEGs) 분석         

ㅇSubtractive Suppression Hybridization (SSH)를 이용한 국화 유 자 변이 분석 

 2.  방사선 향에 의한 유  다양성 연구

ㅇ다양한 국화품종과 화색돌연변이체 간의 유  유연 계 분석

ㅇ스 이 국화 ‘아르거스’와 화색 돌연변이체간 형태 , 유  유연 계 분석

ㅇ방사선에 조사선량에 따른 스탠다드 국화 ‘미곡’ 배양체의 유  다양성 분석

ㅇKunitz trypsin inhibitor의 type 별 activity 차이 검정  2-D 단백질 발  분석

ㅇ콩에서 KTi type 간 당뇨쥐에서의 체 증가 확인  당 조  여부 분석  

ㅇ콩 비린내 없는 돌연변이 계통으로 Lox1, Lox2, Lox3 각 유 자 분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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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  기능유 체 연구를 한 돌연변이 집단 구축

  ㅇ고추 국내재래종 '유월 ' 돌연변이 라이 러리 구축    

  ㅇ감마선 조사에 의한 ‘청자3호’와 ‘ 원콩‘의 M2 population 구축

ㅇ유 체 연구를 해 ‘동안벼’를 이용 M2 Population 구축

제 3 .  방사선 이용 신육종기술 개발

 1.  LET 선원 활용 육종기술 개발

 ㅇMicroarray 기법을 이용 감마선 완조사에 의한 벼 유 체 네트워크 분석                

 ㅇ감마선 완조사에 의한 콩의 생육 특성 비교  M2 population 구축

 ㅇ감마선 완조사에 의한 Brachypodium 생육 특성 비교  M2 population 구축

 2.  고 LET 선원 활용 육종기술 개발

 ㅇ 국 우주선 노출콩(명주나물콩) 종자 포장 개  엽형 변이체 선발   

 ㅇ 국 우주선 탑재 벼 종자의 기 생육비교 분석                    

 ㅇ러시아 우주선 노출콩 종자 포장 개 

 ㅇ러시아 우주선 노출 애기장 의 우주방사선 반응 유 자의 microarray 검정

 ㅇ러시아 우주선 노출 애기장 의 지상부  지하부 생육 분석 

ㅇ 이온빔을 활용한 육종기술 개발

ㅇ이온빔 조사에 의한 벼 변이 개체 수량 검정

IV. 연구개발 결과

제 1 .  방사선 돌연변이 식물 유 자원 개발

 1. 화훼 상 식물 유 자원 개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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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스 이 국화 'ARTI-queen'  'ARTI-purple' 품종보호권 출원  등록 2건

- 'ARTI-queen', 품종보호권 등록번호: 제3696호, 2011. 08. 29., 국립종자원

- 'ARTI-purple', 품종보호권 등록번호: 제3697호, 2011. 08. 29., 국립종자원

ㅇ스탠다드 국화 ‘미곡’ 유래 화색돌연변이 품종보호권 출원 2건

- ‘ARTI-elegance’, 품종보호권 출원번호: 2010-479, 2010. 11. 15., 국립종자원

- ‘ARTI-grace’, 품종보호권 출원번호: 2010-480, 2010. 11. 15., 국립종자원

      

ㅇ스탠다드 국화 'ARTI-elegance'  'ARTI-grace' 배양조건 확립

- 'Migok' 돌연변이 품종 기내 배양 결과 NAA 단독 혹은 NAA와 BA 조합 처리구에서 

재분화 효율이 높은 것으로 확인됨

                 

ㅇ국화 유망 돌연변이체 선발  특성평가를 통한 품종화

- 국화 유망 돌연변이 37 계통 선발  증식국화 유망 변이 37개 계통 선발  증식

ㅇ무궁화 신품종 '꼬마' 품종보호권 기술이  계약 체곌 1건

- 이 상 : (주) 수 로

- 정액 기술료 : 4천만원

- 계약기간 : 2026년 01월 31일까지 

- 실물이  : 7년생 꼬마 무궁화 30수와 1년생 꼬마 무궁화 500수 등

ㅇ무궁화 ‘홍순‘ 유래 화색돌연변이 계통 품종보호권 출원 1건

 -  ‘다솜’, 출원번호: 2010-453, 2010. 10. 22., 국립종자원

              

ㅇ무궁화 왜성품종 '꼬마' 캘러스 유도 시스템 확립

- 2,4-D 0.1mg L
-1 
와 BA 0.5mg L

-1
의 조합에서 96.5%의 높은 캘러스 형성률 확인

- 캘러스 형성 4주 후 지상부 형성을 유도하기 해 BA 1.5mg L
-1
와 TDZ 0.3 mg L

-1
에

서 18.3%의 지상부 재분화 확인 

ㅇ무궁화 '꼬마' 시리즈 육성 기반연구

- 꼬마를 모본으로 하여 선정된 11개 무궁화 품종을 교배

- 교배 조합별 F1 생육특성 검정

- '꼬마'  '애기' 방사선 감수성 평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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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  고기능성 식물 유 자원 개발

ㅇ“천연 항산화 기능성 배-포도 혼합식   그 제조방법“ 일본특허 등록  기술이

- 특허등록번호: 제4391515호, 2009. 10. 16., 출원국: 일본

- 국내와 일본 특허권 기술이  ('11. 1): (주) 엔제닉, 정액기술료 100 백만원, 경상기술료 

매출액 2.5%

- RFT 실용화 연구동 부설연구소 입주  신규 자회사 (주)헤베 정읍시 사업등록('11. 

12)

- (주)헤베 생산설비 완공(‘12. 08. 정): 정읍시 태인 농공단지 입주  

ㅇ고 아미노산 함유 벼 신품종 '골드아미 1호' 특성검정  품종보호 등록

- 2009년 품종보호권 출원(2008-399)  품종명칭 등록(2008-1208)된 고 아미노산 함유 '

골드아미 1호' 의 타겟 유 자 (OsASA1)  발  검정  아미노산 함량 분석 수행

- '골드아미 1호', 품종보호권 등록번호: 제3694호, 2011. 08. 29., 국립종자원

ㅇ조숙, 내도복성, 수량증  벼 신품종 '원명벼' 품종보호권 등록

- 조숙, 내도복성, 수량증  벼 신품종 '원명벼' 품종보호권 출원 (2008-400), 품종명칭 등

록 (2008-1209)  국가품종목록등재 신청 (2008-34)

- '원명벼', 품종보호권 등록번호: 제3695호, 2011. 08. 29., 국립종자원

ㅇ약용 들깨 축엽자소 유래 돌연변이 계통 활용 식,의약 소재 개발  품종화

- 기능성 식품 개발 (항산화, 염)을 한 항산화 활성이 높은 rosmarinic acid 고 함유 

약용들깨 6 계통  2 계통 최종 선발 (B type; C type; CJ-45)  품종화 비

ㅇ콩 유망 돌연변이 계통 '원율' 품종출원  국가품종목록등재 신청

- 품종출원번호: 10-2009-000473, 국가품종목록등재번호: 20-2009-000031, 2009. 11. 30., 

국립종자원

- 종피색이 노란색에서 갈색으로 변했으며, 원래 재래종(360-22)의 장류용 콩용도와 더불

어 밥  용콩으로도 이용가능성이 있으며, 미이라병에 내병성을 가져서 안정 인 수

량확보가 가능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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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ㅇ팔달 유래 콩 신품종 '원 ' 품종출원  국가품종목록등재 신청

 - 품종출원번호: 10-2011-000302, 국가품종목록등재번호: 20-2011-000018, 2011. 04. 30., 

국립종자원

 - 종피색이 노란색에서 검정색으로 변하 으며 종자 크기가 커지고 안정 인 수량 확보

가 가능하며, 청국장  밥 용으로 이용가능. 

 

ㅇKunitz Trypsin inhibitor 함량 감 콩 품종 개발

- 콩 돌연변이 451 계통에서 Kunitz Trypsin inhibitor(KTi) activity를 측정한 결과 13개 

계통에서 증가, 144계통은 감소, 294계통에서는 변화가 없었음.

- NCBI에 올라와 있는 DNA data를 이용 KTi type을 분류할 수 있는 SNAP marker 개

발

- SNAP marker를 이용하여 모품종과 비교하여 KTi type이 변한 돌연변이 계통 8계통을 

확인 하 으며 변화된 계통의 KTi activity를 비교해본 결과 Tia type이 Tib type에 

비해 activity가 높은 것을 확인

            

ㅇLipoxygenase 1,2,3 세 유 자가 모두 결여된 황 콩유래 돌연변이 3계통 선발

- SDS-PAGE를 이용하여 황 콩 후  4계통 (H6, H22, H52, H70)에서 콩 종자내 비린내

에 여하는 Lipoxygenase (Lox) 1,2,3  세 개가 모두 결여된 3계통 (H6, H22, H70)

과 1,2 가 결여된 계통 (H52)를 확인

    - 화학 발색 방법을 통하여 H6, H22, H70은 Lox 1,2,3 모두 결여된 것을 확인 하 으며, 

H52는 Lox 1,2 가 결여된 것을 확인

ㅇ보유 재래종 콩 유 자원의 증식, 특성평가  이미지 정보 구축

- 종자 온 장고에 보유 인 1970년  수집 재래종 콩 유 자원  500계통의 종자 

갱신  특성평가 수행

    - 증식 계통의 꼬투리, 종자 이미지 정보 구축 데이터 확보

        -  발아력 검정

ㅇGinsenoside 고 함유 인삼 부정근 돌연변이 육성

- 홍삼 제조용으로 좋은 천풍(1972년 한국인삼연  육성 품종), 수량이 좋은  연풍(1968년 

한국인삼연 연구소 육성 품종)에 한 embryo로부터 체세포 유기  방사선 조사 후 

부정근 발생율을 조사한 바, 70 Gy 이상의 선량에서 부정근 발생율이 격히 감소함을 

확인



- IX -

- Ginsenoside 합성 련 유 자(PgSS, PsSE, PNX, PNY, PNY2, PgDDS) 발  분석

- 돌연변이체에 한 Thin Layer Chromatography(TLC) 기술을 이용한 유용 성분

(Ginsenoside) 분석 수행

ㅇGinsenoside 고 함유 돌연변이 인삼 자경종의 량 증식을 한 조건 확립

 - Ginsenoside 고 함유 돌연변이 인삼 부정근 특성 검정을 하여 자경종(Control 

Adventitious Root), 50-2, 50-3, 50-9 계통(Mutated Adventitious Root)의 량 증식을 

한 조건 확립

 - Ginsenoside 합성 련 유 자인 PgSS, PsSE, PNX, PNY, PNY2, PgDDS 와 련하여 

돌연변이체의 full gene의 sequencing 확인을 한 조건 확립

    - 자경종 이외의 재래종 인삼인 천풍과 연풍으로부터 Ginsenoside 고 함유 돌연변이체 확

보를 하여 10, 30, 50, 70 Gy 조사한 것으로부터 돌연변이 계통 확보

 3. 산업소재용 식물 유 자원 개발

  ㅇ 바이오 라스틱용 나  섬유  제지 기술 련 특허 지원 등록

     - “방사선 조사에 의한 나  섬유의 제조방법  이를 이용하여 제조되는 나  제

지”, 특허등록번호: 1044066, 2011. 06. 17., 출원국: 한국

ㅇ 바이오에 지 원료용 유채 품종개발을 한 돌연변이 유기  분석 선발

- 유망 돌연변이 계통 확보를 한 방사선 정 조사선량 선정 

- 완조사  조사를 통해 확보된 돌연변이 후  (M1-M2)의 포장 개  특성 평가

ㅇ 바이오 라스틱  바이오 섬유용 나  품종개발을 한 돌연변이 유기  우수계통 

선발

- 수집유 자원 17품종  변이 24계통의 생산성  생육 특성 평가

- M4-M6 세 의 유망 돌연변이 계통의 생산성  생육 특성 평가

- 내습성 계통 선발을 한 습답조건인 논포장 재배 시험

- 유망 돌연변이 계통 선발을 한 방사선 정 조사선량 선정

- 리그닌 생합성 련 유 자 8종 상으로 크로닝 실시

 

ㅇ 진주 재래 수집종 유래 '장 ' (산업소재용 나  신품종)의 품종보호권 출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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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장 ’, 품종보호권 출원번호: 2011-0026, 2011. 01. 03., 국립종자원

- ‘장 ‘은 원품종과 비교하여 개화시기가 다소 빠르며, 조숙하여 꼬투리당 종자생산량이 

많을 뿐만 아니라 bio-mass 생산은 비슷하여 조숙종  만생종의 장 을 함께 가지고 

있음. 배축색, 기색, 엽형  꽃의 크기 등에서도 원품종과 차이를 보임

     

ㅇ 친환경 산업 소재용 섬유 식물자원 유망 변이 5계통 특성평가

- Auxu에서 유래한 A19 변이계통이 원품종보다 기직경, 장  꼬투리수에서 모두 

우수한 형질 특성을 보 으며, Jinju에서 유래한 J25 변이계통이 우수한 형질을 나

타냈음. 

ㅇ 내염성 나  품종 육성을 한 새만  간척지에 재배 실험 실시

- 원품종 (Auxu, Jinju)와 장   유망 64 돌연변이 계통 새만  간척지에 종 재배 실

험 실시

- 염기가 높은 간척지 토양에서도 생육이 우수한 변이계통 (A22, A20, J13, WFM 1-6, 

C14 -RS1) 5 라인을  선발함    

제 2 .  돌연변이 식물 유 자원 활용 유 체 연구

 1. 변이 유 자 동정  발 기작 연구

ㅇ국화 화색 련 유용 유 자 F3'H 유 자 분리, 동정  특허 출원

- "국화에서 분리된 신규 F3'H 유 자  이를 이용한 화색 돌연변이체 선별 방법", 특허

출원번호: 10-2009-0102739, 2009. 10. 28., 출원국: 한국

- 미국 국립생명공학정보센터 (NCBI, National Center for Biotechnology Information)에 

신규 6개 유 자 등록(GU249549-GU249554)  

ㅇ“국화에서 분리된 신규 LDOX 유 자  이를 이용한 화색돌연변이체 선별 방법” 특허등

록

   - 특허 제 10-1034787 호, 2011. 05. 06., 한국 

ㅇ제 제 항성 돌연변이 한국 들잔디로부터 EPSPS 유 자 분리  발 검정

- 제 제 항성 련 유 자로 알려진 라이포세이트 생합성 경로에 련된 EPSPS 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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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의 발 양상과 유 자의 장 염기서열 (1540 bp, 391 aa) 확보  야생종과 제

제 항성 계통 사이의 변이 확인을 통한 유 자 분리, 동정

- 미국 국립생명공학정보센터 (NCBI, National Center for Biotechnology Information)에 

신규 2개 유 자 등록(GU256771-GU256772)  

ㅇ국화 화색변이 여 유 자 탐색을 한 라이 러리 제작  ESTs 분석 

- 국화 유용유 자  화색변이에 여하는 유 자연구를 통해 국화 화색 련 메커니즘

을 이해하고 이를 실젝 으로 육종에 활용하기 함

- 국화 화색변이 품종 ‘ARTI purple’을 이용한 cDNA library 제작

- 1,135개의 cDNA 클론을 확보 이에 한 sequencing을 수행하여 841개 non-redundant 

(nr) EST database를 구축

- 이들 유 자는 NCBI Clusters of Orthologous Groups(COG)분석을 통해 각 유 자의 

기능을 분류

ㅇ‘Argus’와 ‘ARTI purple’간의 subtraction cDNA library 합성

- Subtraction cDNA library합성을 통해 ARTI purple에서의 특이  발 하는 화색 련 

유 자 분석

ㅇ국화 ESTs를 활용한 differential expression genes (DEGs) 분석

- Differential screening 결과, 체 841개의 cDNA 가운데 총 137개의 clone에서 ‘Argus’

와 ‘ARTI-purple’간에 발  양상의 차이를 보임. 그 에서 발 에서 확연한 차이를 보

이는 clone 17개를 재선발하여 확인함. 

         

ㅇSubtractive Suppression Hybridization (SSH)를 이용한 국화 유 자 변이 분석 

- 감마선 돌연변이 국화 ‘ARTI-purple’과 원품종 ‘Argus’ 사이의 유 자 발 차이 탐색을 

하여 SSH 방법을 이용하여 subtraction cDNA libraries 제작하 음. 본 SSH법은 다

량의 SSH library의 분석에 의해 복 유 자의 abundance를 결정하고 그 차에 의한 

gene profiling이 가능하고 한 비교 상으로부터 발 차이를 보이는 유 자를 효과

으로 발굴할 수 있음을 보여 .

 2.  방사선 향에 의한 유  다양성 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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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다양한 국화품종과 화색돌연변이체 간의 유  유연 계 분석

- 스 이  스탠다드형 15개의 국화 원품종과 ‘아르거스’, ‘미곡’ 유래 돌연변이체 11개 

계통간의 AFLP방법을 이용한 유연 계분석

- 분석 결과 체 26개 국화 품종 는 계통들은 3개의 그룹으로 분류가 되었으며, ‘아르

거스’와 유래 돌연변이체가 한 그룹으로, ‘미곡’과 유래 돌연변이체가 한 그룹으로 분류

- 스탠다드 국화 품종 는 계통은 스 이 국화와는 다른 그룹으로 분류

ㅇ스 이 국화 ‘아르거스’와 화색 돌연변이체간 형태 , 유  유연 계 분석

- 원품종 ‘Argus’와 ‘ARTI purple’, ‘ARTI queen’을 포함한 4개의 돌연변이체간의 형태

, 유 (AFLP) 유연 계 비교분석

- AFLP분석에 한 similarity coefficient 기반의 유연 계 분석결과와 형태  분석을 통

한 Euclidean distance 기반의 유연 계 분석결과가 일치하지 않았으며, 환경에 향을 

많이 받는 표 형을 기반으로 한 결과보다는 환경에 거의 향을 받지 않는 유 형에 

기반한 결과가 더욱 신뢰도가 높은 것으로 단

ㅇ방사선에 조사선량에 따른 스탠다드 국화 ‘미곡’ 배양체의 유  다양성 분석

  - AFLP 분석 결과: 12개 조합의 primer  M-CAT/E-ACC, M-CAC/E-ACC 조합에서 

100개의 polymorphic band와 M-CAA/E-ACA 조합에서 44개의 polymorphic band를 확

인함 

  - Genetic similarity 는 0.56- 0.94로 확인

ㅇKunitz trypsin inhibitor의 type 별 activity 차이 검정  2-D 단백질 발  분석

- Kunitz trypsin inhibitor type에 따라 inhibitor activity 차이가 있는 것을 확인.

- KTi type이 모품종의 type과 다른 3개의 돌연변이 계통 BW-7-2(백운 유래), PD-5-10

(팔달 유래), SW115-24(수원-115 유래)을 이용하여 단백질  차이 비교 분석

- SDS-PAGE에서는 KTi 밴드 (21 kDa)에서는 차이를 보이지 않았으나 Western을 통한 

발 에서는 Tia와 Tib 상 차이를 나타냄. Native-PAGE 에서는 Tia와 Tib 밴드간 이동 

속도의 차이를 보 으며 isozyme의 패턴에서도 차이를 보임.

- 2-DE 상에서는 단백질 spot 간의 차이가 보이긴 하 으나 KTi 와는 련 없는 spot 들

이었으며 2-DDN 상에서는 Native-PAGE와 유사하게 이동속도의 차이를 보이는 spot 

들이 찰됨.

- MALDI-TOF/MSMS를 통하여 2-DDN에 이동속도 차이가 나는 spot이 trypsin 

inhibitor인 것을 확인 하 으며 2-DZ를 수행하여 Tia와 Tib 간의 activity zone의 차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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를 확인하 음.

ㅇ콩에서 KTi type 간 당뇨쥐에서의 체 증가 확인  당 조  여부 분석  

- 백운(Tia)과 백운-7-2(Tib)를 사료에 첨가하여 쥐에게 6주간 먹인 후 KTi typer간의 

activity 차이를 체  변화를 통해 확인. KTi type에 따른 체 의 변화는 정상 쥐 그룹 

(I, II, III)에서는 보이지 않았으며, 당뇨 쥐의 그룹 (IV, V, VI)에서는 생두가 첨가된 그

룹이 체 이 많이 증가한 것을 확인함.

- STZ를 이용하여 당뇨를 유발한 쥐에게 같은 방식으로 먹인 후 체  변화  당 변화 

확인. KTi type에 따른 당의 변화는 Tia는 4주 후부터 감소가 나타났으며 Tib의 경

우 6주간 유의  변화는 없었으나 조군 (IV)에 비해 낮은 수치를 유지한 것을 확인

함.

ㅇ콩 비린내 없는 돌연변이 계통으로 Lox1, Lox2, Lox3 각 유 자 분석  

 - 황 콩 후 에서 SDS-PAGE와 Chemical assay를 통하여 확인된 돌연변이 계통 (H6, 

H22, H23, H70 -  Lox1, 2, 3 모두 결여, H52 - Lox1, Lox 2 결여)를 이용하여 control

과의 Sequence의 차이를 확인하고자 primer를 제작.

- 제작한 Primer를 이용하여 PCR 수행  Sequencing 의뢰

- 돌연변이 후  Lox1, Lox2, Lox3 각 유 자의 sequence를 황 과 비교하여 SNP 확인 

작업 수행 임.

 3.  기능유 체 연구를 한 돌연변이 집단 구축

  ㅇ고추 국내재래종 '유월 ' 돌연변이 라이 러리 구축

 - 고추 국내재래종 '유월 ' 방사선 감수성 평가

- '유월 ' 100 Gy, 150Gy, 200 Gy처리 M2 집단 기 생육특성 평가  sampling, M3 종

자 수확

 - '유월 ' 100 Gy 처리 1,434개 M1 유래 M2 종자 확보 

    

  ㅇ감마선 조사에 의한 ‘청자3호’와 ‘ 원콩‘의 M2 population 구축

 - 밥 용으로 이용되는 검정콩 ‘청자3호’ 5000립에 250Gy 선량으로 24시간 조사하여 M1 

개체 개후 개체당 1립의 종자를 수확하여 1400립의 M2 확보. 

 - 장류용으로 이용되는 ‘ 원콩’ 5000립에 150Gy 선량으로 24시간 조사하여 M1 개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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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후 개체당 1립의 종자를 수확하여 1700립의 M2 확보.

ㅇ유 체 연구를 해 ‘동안벼’를 이용 M2 Population 구축

- ‘동안벼’에 감마선 300 Gy, 400 Gy를 조사하여 M1 세  300 Gy 1769 계통, 400 Gy 1594 

계통 확보.

- 확보된 계통을 이용하여 leaf color, leaf morphology, plant morphology, flowering, 

heading date,  panicle morphology에 따라 각 개체의 phenotype을 조사한 결과 300 Gy

에서는 Yl, Sl, Lc, Lf의 특성이 높게 나타난 반면, 400 Gy에서는 Sp, Lc, Lf, Lh의 특성

이 높게 나타났음.  

제 3 .  방사선 이용 신육종기술 개발

 1.  LET 선원 활용 육종기술 개발

ㅇMicroarray 기법을 이용 감마선 완조사에 의한 벼 유 체 네트워크 분석 

 - Microarray 분석 결과에서 감마선의 완, 조사에 따라 발 양이 변화된 유 자를 조사

한 결과, 100 Gy 완조사에서 20배 이상의 증가를 보이는 유 자가 13개 확인되었고, 400 

Gy에서는 34개가 확인됨.

- 완, 조사 처리를 통한 특이  발 을 보인 유 자 선발 

    - 완, 조사 처리의 생물학  기능의 변화 

                 

 ㅇ감마선 완조사에 의한 콩의 생육 특성 비교  M2 population 구축

- 기존에 수행해 오던 조사 후 와의 mutant spectrum 비교

- 안(특수성분증가), 신화(나물용), 청자3호(밥 용), 원(장류용)의 4개 품종을 100, 

200, 300, 400Gy 선량에 각각 5개의 식물체를 30일(6주간) 완조사함.

  - 3주 조사 후에 체 식물체의 길이와 잎의 개 양상을 조사.

   - 원 품종의 경우 완조사 민감성이 가장 두드러지게 나타났으며, 나머지 3개의 계통의 

경우도 100Gy 완조사 식물체에서만 종자 수확이 가능했음. 그 이상의 선량에서는 종자수

확이 불가능.

 ㅇ감마선 완조사에 의한 Brachypodium 생육 특성 비교  M2 population 구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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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Bd21 품종을 100, 150, 200, 250, 300, 350, 400Gy 선량으로 각각 4개체씩 20일(4주간) 

완조사함.

- 4주 조사 완료 후에 체 식물체의 길이와 분얼수를 조사.

 2.  고 LET 선원 활용 육종기술 개발

 ㅇ 국 우주선 노출콩(명주나물콩) 종자 포장 개  엽형 변이체 선발

- 명주나물콩 계통의 국 무인 우주선 노출을 포장에서 M5~M8 세  포장 개

- 엽형 변이 등의 표 형 변이개체를 비롯한 우수생육계통 선발

 - M6세  엽형변이, 생육 우수 계통을 포함 최종 으로 5계통 선발

 - M7세  수량  농업형질 분석

 - 2010년 생육, 엽형 변이로 선발한 5 계통 종자 확보를 해 2열 1반복으로 종

 - 엽형 변이 계통  MJ8-2/6-2은 형, 꼬투리 색  백립 의 변화를 보임

   

 ㅇ 국 우주선 탑재 벼 종자의 기 생육비교 분석

- Control(Il-pum)과 국 우주선 탑재 벼(SP)를 유리온실에서 3주 동안 배양한 결과, 수

장, 뿌리 길이,  생 량 모두 조구와 비슷한 수치를 보임.

                    

 ㅇ러시아 우주선 노출콩 종자 포장 개 

- KAS 523-7(서목태, 일명 쥐 이콩) 계통의 러시아 우주선 ISS환경에 노출 후 M2~M3 

세  포장 개

 - 형 변이, 화색 변이, 조숙 계통  생육 우수한 9계통의 M4 종자 확보

 - M4세  수량  농업형질 분석 정

 ㅇ러시아 우주선 노출 애기장 의 우주방사선 반응 유 자의 microarray 검정

 - 22,000개의 유 자가 심겨진 Agilent microarray를 가지고 실시한 microarray 분석 결과 

체 유 자의 4.05% 해당하는 1,314개의 유 자가 upregulation 되고, 6.48%에 해당

하는 2,101개의 유 자가 dowregulation 됨을 알 수 있음.  

 

 ㅇ러시아 우주선 노출 애기장 의 지상부  지하부 생육 분석 

 - 지상부의 hypocotyl의 생육을 분석한 결과 주어진 우주방사선 조건에서의 지상부 생육

차이는 찰할 수 없었으며, 체 인 식물체의 길이에 있어서도 별다른 차이 을 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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견할 수 없음.

 - 지하부 생육을 분석한 결과 주어진 우주방사선 노출 조건에서 지하부 생육이 control 조

건에 비해서 하되는 결과를 찰할 수 있었으며, 뿌리털(root hair)의 경우 control 

조건에 비해서 덜 생성됨을 찰할 수 있음. 

ㅇ 이온빔을 활용한 육종기술 개발

- 일본 다카사키 연구소와 력연구로 이온빔(320 MeV carbon-ion from the 

AVF-cyclotron)을 이용한 돌연변이 육종 연구기술 개발을 한 벼 선량에 따른 감수성 
연

구 수행

- 이온빔 조사된 벼는 발아율이 60 Gy 이상에서 2% 이하로 떨어졌으며 장, 근장, 뿌리

수에 있어 선량에 따른 부의 상 계로 감소. 벼에 있어 이온빔을 이용한 육종에 정 

선량은 약 30 Gy로 추정됨.

ㅇ이온빔 조사에 의한 벼 변이 개체 수량 검정

  - 각 선량(10, 30, 40 Gy)에 따른 조사체와 contol인 일품의 수량 검정   

  - Control(Il-pum)과 조사체의 수량 검정 비교시 40 Gy에서 수장이 작고 수 당 립수가 

다른 것에 비해 작게 나타난 것을 확인 할 수 있었으나, 다른 선량들과 비교 했을 땐 

큰 차이가 나타나지 않는 것으로 보임

Ⅴ. 연구개발결과의 활용계획

 1. 개발 신품종 

 본 사업을 통하여 개발된 벼 신품종은 자체 으로 원원종  원종 의 종자를 증식하여 농가  농업

련 매년 80-120 건, 약 800-1,000kg씩을 분양해오고 있음. 앞으로도 자체 으로 종자를 보 함은 물론 각 

시군 농업기술센터, 농   종자보 소 등과 연계하여 종자 보 을 확 해 나갈 정임. 벼 종자의 경우 

우수한 품종은 20-30년간 재배가 지속되기 때문에 지속 으로 농가 소득창출에 기여할 것임. 

2. 선발 유망 돌연변이 계통

 본 연구개발 기간 동안 선발 육성된 벼, 콩  자원식물 들은 후속 연구개발을 통하여 지속 으로 품종 

개발을 추진할 정임. 따라서, 후속사업으로 개발된 품종은 품종보호권을 확보하고, 농가보  는 품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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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시권을 민간 기업에 이 하여 실용화를 달성할 정임. 

 특히, 많은 유용 변이체를 확보한 국화, 잔디  해외도입 식물의 경우, 후속 연구개발 과제(원자력연구

개발사업)를 통하여 으로 품종 개발을 추진하여, 외국 로열티 응  국산 품종의 수출화에 기여

토록 할 것임,

3. 유용 특이 유 자원

  본 연구개발에서는 신품종 개발과 아울러 방사선을 이용한 특이한 돌연변이 유 자원의 개발에도 주안

을 두고 추진하 음. 그 결과 벼, 콩  원 식물 분야에서 품종으로는 가치가 지만 특이한 변이체를 

다수 확보하 음. 이러한 자원은 앞으로 유 자의 기능을 밝히는 기능유 체 연구에 크게 활용될 수 있

음, 따라서, 이러한 자원을 DB화  체계 으로 정리하여 유지 본존하고, 공 해주는 돌연변이 유 자원

은행을 추진할 정임.  

 

4. 개발 분자마커  유 자

  본 연구 에서도 자체 으로 개발한 돌연변이체를 상으로 벼의 내염성  양성 련 분자마커 개

발 성과와 아울러 콩 내습성  국화의 화색 련 유 자  분자 마커 개발의 성과를 얻었음. 앞으로 

개발된 유 자  분자마커는 특허  genebank에 등록되어 우리나라의 지  재산권에 기여하면 물론 

유 자를 이용한 형질 화 육종에서의 활용과 분자마커를 이용한 유용 변이체의 조기 선발에도 활용될 

수 있음. 

 5.  첨단 방사선 육종기술 개발  홍보

  우리나라에서는 최 로 식물을 장기간 키우면서 감마선을 완조사할 수 있는 감마 이토트론 시설을 구

축하고 있으며, 앞으로 이를 이용한 육종기술을 개발하여 우리나라의 품종개발에 기여할 정임. 최근 일

본에서 많은 성과를 내고 있는 이온빔 육종기술의 도입을 하여 일본의 RIKEN, 일본원자력연구소 다

카사키연구소의 련 연구자들과 력 체계를 구축하 음. 그리고, 원자력의학원의 사이클로트론의 양성

자빔을 이용한 돌연변이체 개발 연구를 수행하 음. 한, 국에서 많은 성과를 내고 있는 우주선 육종

기술에 연구 개발에 참여하여 2006년 9월 국 우주선 육종 용 성인 스젠8호에 탑재한 종자의 후

검정 임. 그리고, 장래 으로는 우주정거장  우주기지에서 인류가 장기간 체류할 경우 식량생산에 필

요한 식물 품종  작물 생산시스템 개발을 추진할 정임.   

  방사선육종 성과물  돌연변이 육종의 효용성에 한 홍보를 매체, 시회  인쇄물 제작 보

을 통하여 극 으로 실시하여, 일반시민  문가들의 방사선육종에 한 인식을 제고시켰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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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UMMARY

Ⅰ. Project Title

 Development of Radiation-Induced Mutation Techniques and Functional Genomics Studies

Ⅱ. Objective and Importance of the Project

 The recent agricultural situations in Korea are getting worse and a self-sufficiency 

level of foods is just around 25%. The Union for the Protection of New Varieties of 

Plants (UPOV), to which Korea subscribes is to protect new varieties of plant by an 

intellectual property right, which leads to unceasing competition to acquire crop seeds 

and germplasm among countries, and seed- and bio-industries are intensively fostered 

as strategic industries in the developed countries. The number of crops protected by 

the UPOV convention for the protection of new varieties of plants is enlarged by 204 

crop species in 2008 and eventually applied to all the crops in Korea, under which 

about 70 to 100 million dollars were estimated to be paid for the seed or plant royalty. 

One of the best alternatives is a mutation breeding method which permits trait 

improvements of those crop species in a short period.    

 A mutation breeding is to use physical or chemical mutagens to induce mutagenesis, 

followed by individual selections with favorable traits. A mutagenesis in the 

chromosome or DNA fragments resulted in signal disorder of the damaged cells from 

which mutants developed. The mutation breeding has many advantages over other 

breeding methods, which include the usefulness for improving one or two inferior 

characteristics, applications to broad species with different reproductive systems or to 

diverse plant materials, native or plant introduction with narrow genetic background, 

time and cost-effectiveness, and valuable mutant resources for genomics researches. 

Further more, the developed mutant cultivars are widely accepted in the aspects of 

food and environment safety which is a main issue in GMO foods.

 The FAO-IAEA Mutant Varieties Database indicated that more than 2500 plan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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varieties in 172 plant species have been released from 63 countries. China as a leading 

country registered 607 varieties, followed by India, Russia, Netherlands, German, USA, 

and Japan in the top group. Korea is ranked 21st, releasing 20 registered and 11 

unregistered varieties. Researches on the radiation breeding in Japan were conducted in 

the several places such as JAEA-Takasaki, universities, or the Institute of Radiation 

Breeding. Also the Institute of Atomic Energy for Agriculture under the Chinese 

Academy of Agricultural Sciences is a leading place and 30 universities or regional 

agricultural institutes are operating radiation breeding teams as well. 

 The Radiation Agriculture Research Institute (RARI) in Korea was established for 

radiation breeding in 1965. However, as the Rural Development Administration (RDA) 

had succeeded in the development of indica-japonica hybrid ("Tongil type" rice) 

cultivars with semi-dwarf and high yields in the early 70s, the main works on crop 

breeding were undertaken by the RDA and the RARI was incorporated into the Korea 

Atomic Energy Research Institute (KAERI) in 1973. Although the breeding research 

team was drastically reduced, the radiation breeding research team at KAERI has 

played a major role in the most of mutation breeding work in many crops. About 33 

new plant cultivars including 16 rices, 6 sesames, 4 hibiscuses, 2 soybeans, 1 barley 

and 2 boxtrons (=Chinese matrimony vine, Lyci fructus), and 2 perilla have been 

developed by 2006. 

 A recent mutation breeding technique was extended to use high LET radiation such 

as ion beam, space radiation from traditional low LET radiations including gamma, 

X-ray, and neutron. From the early 1990, the ring cycrotron (RRC) in RIKEN and 

heavy ion beams in JAEA-Takasaki have been applied to a plant mutation breeding to 

develop plant cultivars in diverse plant species in Japan. A space ship only for the 

mutation breeding is launched to develop new cultivars by exposing plant seeds or 

cultured materials to space radiation in China.  

 As seed royalty payment is issued recently and mutant resources are increasingly 

demanded for functional genomics, mutation breeding techniques and germplasm 

resources are becoming important. Additionally some supporting facilities designed for 

the radiation breeding program in Jeongeup city were acquired consecutively by the 

ARTI, which includes gamma radiation facilities, glass houses and a breeding farm, a 

gamma phytotron, and low temperature seed storage spaces. An electron beam 

irradiator, a cyclotron for the radioisotope production, and a training center will b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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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perated shortly. These conditions collectively allow the ARTI with key roles to 

achieve the advance in the Korean radiation breeding levels.

 Along with a pursuit of better life quality, the radiation breeding strategy can meet 

the public and farmers needs of new cultivars with high quality and farmers' demands 

for competitive cultivars to sell or export. Recent applications of the radiation breeding 

techniques to developments of flowering plants or food crops with improved functional 

constituents heightened the public's interests in agriculture and in our genetic 

resources and seed industries.  The goals of this project, therefore, include achieving 

advances in domestic seed industries and agricultural productivities by developing and 

using new radiation mutants  with favored traits, protecting an intellectual property 

right of domestic seeds or germplasms, and sharing the  valuable mutants and mutated 

gene information for the genomics and biotech researches that eventually leads to 

economic benefits.    

III.  Main Scope and Contents of the project

1. Development of plant genetic resources using radiation-induced 

mutation 

1) Development of flower genetic resources

ㅇRegistration of plant variety protection (PVP) for two Spray-type Chrysanthemum 

mutants

ㅇApplication of PVP for two spider-type Chrysanthemum mutants derived from 'Migok'  

ㅇ Determination of in vitro  culture conditions for 'ARTI-elegance' and 'ARTI-grace' 

ㅇGrowth characteristics and selection of Chrysanthemum mutant lines

ㅇLicense agreement for the dwarf type Hibiscus mutant 'Ggoma' with Supro co.

ㅇApplication of PVP for Hibiscus mutant derived from 'Hongsun'              

ㅇDetermination of optimum cultural callus formation and shoot regeneration condition 

for the dwarf type Hibiscus mutant 'Ggoma' 

ㅇDevelopment of the dwarf type Hibiscus mutant 'Ggoma' seri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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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Development of functional crop resources

ㅇLicense agreement for the manufacturing technology for natural antioxidant 

pear-grape vinegar and registration of patent in Japan

ㅇRegistration of PVP for high amino-acid mutant rice 

ㅇRegistration of PVP for high yielding, early maturing, and lodging resistant mutant 

rice

ㅇDevelopment of new high-functional mutants in Perilla frutescens   

ㅇApplication of PVP for two soybean mutant lines 

ㅇDevelopment of soybean mutant containing low Kunitz Trypsin inhibitor             

ㅇDevelopment of null Lipoxygenase-1,2,3 (Lox-1,2,3) soybean mutant lines

ㅇDevelopment of Database for soybean genetic resources

ㅇDevelopment of ginseng mutant line containing high ginsenoside 

ㅇ Mass-production of control adventitious root containing high ginsenoside 

  3)  Development of bio-industrial plant resources 

  ㅇ Assistant to resister patent for manufacturing technology of paper and bio-plastics 

Kenaf  

ㅇ Development of Rape (Brassica napus L.) mutant lines for bio-energy

ㅇ Development of Kenaf mutant lines for bio-plastics and bio-pulp 

ㅇ Application of PVP for Kenaf mutant line derived from 'Jinju'     

ㅇ Development of salt-tolerant Kenaf mutant lines

2. Functional genomics studies of mutant resources 

 1) Cloning of mutated genes and studies on mechanisms of gene 

expression

ㅇCloning of F3'H gene associated with flower color in Chrysanthemum

ㅇRegistration of patent for “Screening method for flower color mutation using 

Leucoanthocyanidin Dioxygenase  (LDOX) in Chrysanthemum", registration # of patent: 

10-1034787, 2011. 05. 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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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Cloning and characterization of a 5-Enolpyruvyl Shikimate 3-Phosphate Synthase 

(EPSPS) gene from Korean lawn grass

ㅇConstruction of cDNA library and ESTs analysis to identify genes controlling flower 

color in Chrysanthemum 

ㅇ Subtraction cDNA library from ‘Argus’ and ‘ARTI purple’

ㅇDifferential expression genes (DEGs) analysis using ESTs         

ㅇScreening of positive clones from Subtractive Suppression Hybridization (SSH)

 2) Studies on the genetic diversity of mutations induced by 

gamma-rays

ㅇAnalysis of genetic diversity among various Chrysanthemum cultivars and mutant 

lines

ㅇAnalysis of genetic diversity among spray-type Chrysanthemum 'Argus' and its 

flower-colored mutants

ㅇAnalysis of mutation rate and spectrum of Chrysanthemum by gamma-ray irradiation

ㅇProteomic characterization of Kunitz trypsin inhibitor variants in soybean mutant lines

ㅇEffect of different KTi type on body weight and blood glucose in diabetic rats

ㅇGenetic study for null Lox1, Lox2, Lox3 mutant lines in soybean  

 3)  Development of mutant populations for genomics studies

  ㅇ Development of mutant populations in pepper    

  ㅇ Development of mutant populations in soybean

ㅇDevolvement of mutant populations in rice

3.  Development of new radiation plant breeding techniques

 1) Development of new plant breeding techniques using Low-LET

 ㅇ Network analysis using microarray technique in rice                  

 ㅇDevelopment of M2 population using chronic gamma-irradiation  

 ㅇDevelopment of M2 population in Brachypodium using chronic gamma-irradi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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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  Development of new plant breeding techniques using High-LET

 ㅇ Space breeding using Chinese satellite                    

 ㅇ Space breeding using Russian satellite

ㅇDevelopment of new plant breeding techniques using heavy ion-beam

IV. Results of Project

1. Development of plant genetic resources using radiation-induced 

mutation 

1) Development of flower genetic resources

ㅇRegistration of plant variety protection (PVP) for two Spray-type Chrysanthemum 

mutants

- 'ARTI-queen', registration # of PVP: 3696, 2011. 08. 29.

- 'ARTI-purple', registration # of PVP: 3697, 2011. 08. 29.

ㅇApplication of PVP for two spider-type Chrysanthemum mutants derived from 'Migok'

- ‘ARTI-elegance’, application # of PVP: 2010-479, 2010. 11. 15.

- ‘ARTI-grace’, application # of PVP: 2010-480, 2010. 11. 15.

      

ㅇ Determination of in vitro  culture conditions for 'ARTI-elegance' and 'ARTI-grace'

- In vitro  culture standard type chrysanthemum cv. Migok and its derived flower 

color mutants induced by γ-ray mutagenesis, MS medium containing 0.5 mg L-1 

benzyl adenine (BA) and 0.2 mg L
-1
 naphthalene acetic acid (NAA) was most 

effective on shoot organogenesis from the ray floret explants

                 

ㅇGrowth characteristics and selection of Chrysanthemum mutant lines

- A total of 37 chrysanthemum mutant lines were selected and re-generated i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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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reenhouse and field

ㅇLicense agreement for the dwarf type Hibiscus mutant 'Ggoma' with Supro co.

- Fixed royalty: 40 million Korean won

- Period : by Jan. 31, 2026 

- Transfer : 30 plants of 7-year old 'Ggoma' and 500 plants of 1-year old 'Ggoma'

ㅇApplication of PVP for Hibiscus mutant derived from 'Hongsun'

 -  ‘Dasom’, application # of PVP: 2010-453, 2010. 10. 22.

              

ㅇDetermination of optimum cultural callus formation and shoot regeneration condition 

for the dwarf type Hibiscus mutant 'Ggoma' 

- MS medium containing 2,4-D 0.1 mg l
-1
 and BA 0.5 mg l

-1
 were most effective on 

callus formation and growth. After 4 weeks, callus was transferred on BA (0.5, 1, 1.5 

mg l
-1
) and TDZ (0.1, 0.2, 0.3 mg l

-1
) for shoot formation. The best condition for 

inducing the shoot from callus was BA 1.5 mg l
-1
 and TDZ 0.3 mg l

-1
.

ㅇDevelopment of the dwarf type Hibiscus mutant 'Ggoma' series 

- 'Ggoma' as a maternal parent was crossed with 11 other Hibiscus cultivars

- F1 growth was characterized in all 11 cross-combinations

- Degrees of gamma-ray sensitivity were measured with ‘Ggoma’ and ‘Agi’

2) Development of functional crop resources

ㅇLicense agreement for the manufacturing technology for natural antioxidant 

pear-grape vinegar and registration of patent in Japan

- Registration # of patent: 4391515, 2009. 10. 16., Japan

- License agreement with Enzenic co.(fixed royalty: 100 million Korean won) 

ㅇRegistration of PVP for high amino-acid mutant rice 

- 'GoldenAmi-1', registration # of PVP: 3694, 2011. 08. 29.

- Gene expression studies with candidate gene OsASA1 were conducted with 

GoldenAmi-1 and amino acid contents were compared between GoldenAmi-1 an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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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ild type rice 

ㅇRegistration of PVP for high yielding, early maturing, and lodging resistant mutant 

rice

- 'Wonmyong', registration # of PVP: 3695, 2011. 08. 29.

ㅇDevelopment of new high-functional mutants in Perilla frutescens   

- Two mutant lines (B type; C type; CJ-45) containing high rosmarinic acids that 

have anti-cancer and anti-inflammatory effects were selected from 6 mutant lines 

irradiated with gamma-rays 

ㅇApplication of PVP for two soybean mutant lines

- 'Wonyul', application # of PVP: 10-2009-000473, 2009. 11. 30.

- 'Wonyul' derived from landrace '360-22' changed in seed coat color (brown) and 

showed resistance to Phomopsis seed decay. 

    - 'Wonhyun', application # of PVP: 10-2011-000302, 2011. 04. 30.

    - 'Wonhyun' derived from elite cultivar 'Paldal' changed in seed coat color (black) 

and showed resistance to shattering. This mutant line was good as the soy sauce.

 

ㅇDevelopment of soybean mutant containing low Kunitz Trypsin inhibitor 

- After screening of Kunitz Trypsin inhibitor (KTi) activity from 451 M8-M9 advanced 

mutant lines, 13 lines showed increased KTi activity and 144 lines showed reduced 

KTi activity. 294 lines did not show any change of KTi activity.

- SNAP markers assocaited with KTi type were developed using DNA sequence 

information in NCBI database

- After genotyping 451 M8-M9 advanced mutant lines with SNAP marker, 8 mutant 

lines showed different KTi types from their original cultivars 

            

ㅇDevelopment of null Lipoxygenase-1,2,3 (Lox-1,2,3) soybean mutant lines

- In SDS-PAGE analysis, three mutant lines (H6, H22, and H70) derived from 

'Hwanggum' lacked Lox-1,2,3. One mutant line (H52) lacked Lox-1,2

    - We also confirmed the lacking Lox-1,2,3 in H6, H22, H70 using chemical analysi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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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Development of Database for soybean genetic resources

- 500 soybean landraces collected in 1970s were re-generated in field and the growth 

characteristics were measured

    - Images for pod and seed were collected to develop database 

ㅇDevelopment of ginseng mutant line containing high ginsenoside 

- Embryogenic calli induced from cotyledon explants of Panax ginseng C.A.Meyer cv. 

Chengpung and Yeonpung were irradiated by gamma-rays. After irradiation, we 

confirmed that the adventitious root formation was reduced over 70 Gy doses of 

gamma-rays. 

- The expression of genes related to ginsenoside biosynthesis (PgSS, PsSE, PNX, 

PNY, PNY2, PgDDS) was examined by reverse transcription (RT-PCR) analysis. 

The five genes except for PNY1 were expressed low in native ginseng. In contrast, 

expression of PNY1 was increased slightly 

- In the thin layer chromatography(TLC) analysis, ginsenoside pattern was similar in 

the native ginsengs. However, mutant line showed strong band of major ginsenoside.

ㅇ Mass-production of control adventitious root containing high ginsenoside 

 - Highest frequency of adventurous root formation in control adventitious root and 

three mutated adventitious roots (50-2, 50-3, and 50-9) was observed on the 

NH4NO3-free MS medium with IBA 3mg/L.

 - Six genes related to ginsenoside biosynthesis (PgSS, PsSE, PNX, PNY, PNY2, 

PgDDS) were fully sequenced

    - With 10, 30, 50, and 70 Gy doses of gamma-rays, we obtained mutant lines derived 

from Chengpung and Yeonpung. 

  3)  Development of bio-industrial plant resources 

  ㅇ Assistant to resister patent for manufacturing technology of paper and bio-plastics 

Kenaf  

     - “Manufacturing technology of Kenaf pulp by irradiation of gamma-ray and paper 

made from Kenaf", patent #: 1044066, 2011. 06. 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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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 Development of Rape (Brassica napus L.) mutant lines for bio-energy

- To determine the radiation sensitivity, rape plants were irradiated with from 100 to 

4000 Gy doses of gamma-rays.

- Using acute and chronic-irradiation, useful mutant lines (M1-M2) were obtained and 

re-generated in field to study growth characteristics and fatty acid contents

ㅇ Development of Kenaf mutant lines for bio-plastics and bio-pulp

- Bio-mass production and plant height were measured with 17 genetic resources and 

24 mutant lines

- To test water stress, Kenaf mutant lines were planted in rice-paddy fields 

- A total of seven genes associated lignin synthesis were cloned in Kenaf

 

ㅇ Application of PVP for Kenaf mutant line derived from 'Jinju'

- 'Jangdae', application # of PVP: 2011-0026, 2011. 01. 03.

- Although 'Jangdae' showed earlier flowering and maturing dates and higher pod 

numbers than original genotype, this mutant line produced same bio-mass with 

original genotype. 'Jangdae' showed different hypocotyl color, stem color, flower 

size, leaf shape with original genotype. 

     

ㅇ Development of salt-tolerant Kenaf mutant lines

- A total of 64 Kenaf mutant lines and genetic resources were tested in a saline field

- Five genotypes (A22, A20, J13, WFM 1-6, C14 -RS1) showed high salt tolerance in 

a saline field     

2.  Functional genomics studies of mutant resources 

 1) Cloning of mutated genes and studies on mechanisms of gene 

expression

ㅇCloning of F3'H gene associated with flower color in Chrysanthemum

-  Application of patent for "Screening method for flower color mutation using F3'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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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ene in Chrysanthemum", application # of patent: 10-2009-0102739, 2009. 10. 28.

- Registration of new six genes (GU249549-GU249554) in the database of National 

Center for Biotechnology Information (NCBI)  

ㅇRegistration of patent for “Screening method for flower color mutation using 

Leucoanthocyanidin Dioxygenase  (LDOX) in Chrysanthemum", registration # of patent: 

10-1034787, 2011. 05. 06. 

ㅇCloning and characterization of a 5-Enolpyruvyl Shikimate 3-Phosphate Synthase 

(EPSPS) gene from Korean lawn grass

- The full length cDNA of the EPSPS identified as the primary target of a 

nonselective herbicide, glyphosate, was 1540 bp, which was eventually decoded 391 

amino acid residues with a molecular mass of 41.74 kDa. Sequence comparison of 

the zjEPSPS gene demonstrated that the glyphosate-tolerant mutant (GT) having a 

Pro-53 to Ser substitution in the gene seems to have a preferred binding activity 

of the enzyme to phosphoenol pyruvate(PEP) over glyphosate, which allows the 

continuous synthesis of aromatic amino acids in the shikimate pathway.

- Registration of new two genes (GU256771-GU256772) in the database of National 

Center for Biotechnology Information (NCBI)  

ㅇConstruction of cDNA library and ESTs analysis to identify genes controlling flower 

color in Chrysanthemum 

- cDNA (complementary DNA) library was constructed from ’ARTIpurple’ flower 

petals (Ray flower). A total of 1,313 ESTs and partial cDNA clones were 

sequenced. After discard less than 100 bp as unreliable, 841 of high quality 

sequences were obtained. These unigenes were clustered into 74 contigs 

(contiguous consensus sequences), and 767 singletons were ultimately selected 

corresponding to a redundancy level of 22.4 % Among the 841 unigenes, 38.6% of 

genes were successfully classified into COG categories 

(http://www.ncbi.nlm.nih.gov/COG/) as follows: Metabolism (38%), Cellular 

processes (25%), Information storage and processing (16%), General metabolic 

functions (14%), Intracellular trafficking, secretion and vesicular transport (3%), 

Cytoskeleton (2%), Chromatin structure and dynamics (1%), RNA processing an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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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odification (1%), and unclassified (516). The of most abundant groups were 

Metabolism (38%), and Cellular processes (25%). While remaining 39.3% (516) of 

sequences showed similarity to unknown proteins and hypothetical proteins. 

ㅇ Subtraction cDNA library from ‘Argus’ and ‘ARTI purple’

- Using the subtraction cDNA library, differentially expressed genes between ‘Argus’ 

and ‘ARTI purple’ were identified 

ㅇDifferential expression genes (DEGs) analysis using ESTs

- After differential screening, A total of 137 clones out of 841 cDNA clones showed 

differential expression between ‘Argus’ and ‘ARTI purple’. We confirmed 17 clones 

were expressed differentially in RT-PCR analysis. 

         

ㅇScreening of positive clones from Subtractive Suppression Hybridization (SSH)

- To discover differentially expressed genes between ‘Argus’ and ‘ARTI purple’, SSH 

libraries were constructed. This analysis has been successfully applied to the 

detection in two transcriptomes, which will be used as relationship analysis in 

anthocyanin concentration and enzymatic process such as anthocyanin catabolism and 

degradation in in vivo  chrysanthemum systems.  

 2)  Studies on the genetic diversity of mutations induced by 

gamma-rays

ㅇAnalysis of genetic diversity among various Chrysanthemum cultivars and mutant 

lines

- 15 Spray-type and standard-type Chrysanthemum cultivars and 11 mutant lines 

derived from 'Argus' and 'Migok' were used to analyze genetic diversity with 

AFLP markers

- 28 Chrysanthemum cultivars and mutant lines were devided into three different 

groups. One group contained 'Argus' and its derived mutant lines and the other 

groups were 'Migok' and its derived mutant lin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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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Analysis of genetic diversity among spray-type Chrysanthemum 'Argus' and its 

flower-colored mutants

- The original variety 'Argus' and 4 mutant lines were used to analyze the 

relationship between morphological characters and genetic diversity. Morphological 

characteristics were investigated by using 29 parameters. The genetic relationship 

was analyzed among the file lines using AFLP fingerprinting method. Similarity 

coefficient values ranged between 0.40 and 0.72. The distribution by Euclidean 

distance and a similarity coefficient between the results of morphological characters 

and AFLP analysis showed a difference.

ㅇAnalysis of mutation rate and spectrum of Chrysanthemum by gamma-ray irradiation

  - AFLP analysis: M-CAT/E-ACC and M-CAC/E-ACC primer combinations produced 

100 polymorphic bands. M-CAA/E-ACA produced 44 polymorphic bands 

  - Genetic similarity was ranged from 0.56 to 0.94

ㅇProteomic characterization of Kunitz trypsin inhibitor variants in soybean mutant lines

- The soybean Kunitz trypsin inhibitor (KTi) has several polymorphic variants. Two 

cultivars, Baekwoon (BW) and Paldal (PD), and one mutant line, SW115-24, were 

Tia type, whereas one soybean cultivar, Suwon115 (SW115), and two mutant lines, 

BW-7-2 and PD-5-10, were Tib type. By SDS-PAGE, there was no difference 

between soybean cultivars and mutant lines, except for SW115-24. Western blot 

analysis revealed that, in comparison with Tia, Tib type accumulated relatively low 

amounts of KTi. By non-denaturing PAGE, the three soybean lines of Tib type 

were characterized by slower mobility than the three soybean lines of Tia type. 

Zymography detected eight distinct zones of trypsin inhibitory activity among which 

Tia and Tib lacked the fifth and sixth zone, respectively. By two-dimensional native 

polyacrylamide gel electrophoresis (2-DN), the spots related to trypsin inhibitory 

activity showed different mobilities, whereas only one KTi (21.5 kDa) spot was 

resolved by 2-DE. By two-dimensional zymography (2-DZ), Tib showed a broader 

activity zone (pI 4–-7) in comparison with Tia (pI 4–-5). The results indicate that 

the genotypes with a different type of KTi present different proteomic profiles and 

trypsin inhibitory activiti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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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  Effect of different KTi type on body weight and blood glucose in diabetic rats

- The diabetic rats fed with diets of control, Tia and Tib showed significant body 

weight decrease compared with nondiabetic groups. However, the diabetic rats fed 

with Tia or Tib showed significant higher body weight than diabetic control. In 

blood glucose levels, group IV (diabetes, normal diet) showed 400 % higher than 

the group I (nondiabetes, normal diet).  The group V (diabetes, Tia diet) and VI 

(diabetes, Tib diet) showed 350 and 353% increased blood glucose levels compared 

to the group I, respectively. However, the blood glucose levels of the group V and 

VI were significant low  compared to the group IV. These results indicated that 

diet containing soybean improved the growth and glucose levels in diabetic rats. 

ㅇGenetic study for null Lox1, Lox2, Lox3 mutant lines in soybean  

 - We confirmed null Lox1, Lox2, Lox3 mutant lines(H6, H22, H23, and H70) derived 

from 'Hwanggum' did not produce lipoxygenase enzymes using SDS-PAGE analysis 

and Chemical assay

- Primers were designed based on the reference sequence of Willams 82 and several 

SNPs were identified 

 3)  Development of mutant populations for genomics studies

  ㅇ Development of mutant populations in pepper

 - Determined gamma-rays sensitivity using pepper landrace 'Yuweolcho'

- M2 lines were developed from 100, 150 Gy, and 200 Gy doses of gamma-irradiation 

and M3 seeds were harvested

 - M2 seeds were obtained from 1,434 M1 population derived from 100 Gy of irradiation 

of 'Yuweolcho' 

    

  ㅇ Development of mutant populations in soybean

 - 5000 seeds of 'Chungja 3' with black seed coat color were irradiated with  250 Gy 

gamma-rays for 24 hours and 1400 M2 seeds were obtained from M1 plants 

 - 5000 seeds of 'Danbaek' used as soy sauce were irradiated with  150 Gy 

gamma-rays for 24 hours and 1700 M2 seeds were obtained from M1 plant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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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Devolvement of mutant populations in rice

- 1769 M1 with 300 Gy and 1594 M1 with 400 Gy were obtained from 'Dongan'. After 

screening of phenotypes such as leaf color, leaf morphology, plant morphology, 

flowering, heading date, panicle morphology, mutant lines of 300 Gy showed high 

frequency of mutation rates in the Yl, Sl, Lc, and Lf traits, mutant lines of 400 Gy 

showed in Sp, Lc, Lf, and Lh traits.  

3.  Development of new radiation plant breeding techniques

 1) Development of new plant breeding techniques using Low-LET

ㅇ Network analysis using microarray technique in rice 

 - After investigation of differential gene expression responded by acute and chronic 

gamma-irradiation in rice using microarray, 13 genes and 34 genes showed over 

20-fold increased gene expression at the acute irradiation with 100 Gy and 400 Gy, 

respectively. Also, the physiological responses by acute and chronic gamma-irradiation 

in rice were investigated. The activity level of MDA and chlorophyll content were not 

changed by ionizing irradiation samples. However, the free radical contents were 

increased in all irradiated plants. And the activities of SOD, POD, and APX were 

significantly increased by irradiation compared with non-irradiation plant.  

                 

 ㅇDevelopment of M2 population using chronic gamma-irradiation

- To compare the mutant spectrum between acute and chronic gamma-irradiation in 

soybean, four different soybean cultivars (Daewon, Chungja 3, Kwangan, and 

Sinhwa) were irradiated chronically with 100, 200, 300, and 400 Gy doses for 30 

days. At 3 weeks after irradiation, growth characters such as leaf shape and plant 

height were investigated. Daewon genotype showed high gamma-ray sensitivity. 

Seeds were harvested only in the 100 Gy treatment. We could not obtain the seeds 

in the other treatments.  

  

 ㅇDevelopment of M2 population in Brachypodium using chronic gamma-irradi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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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Bd21 cultivar was irradiated chronically with 100, 150, 200, 250, 300, 350, and 400 Gy 

doses for 20 days. At 4 weeks after irradiation, growth characters such as plant 

height and number of tiller were investigated.

 2) Development of new plant breeding techniques using High-LET

 ㅇ Space breeding using Chinese satellite

- Soybean cultivar 'Myeongjunamulkong' was carried by Chinese satellite into space 

and their mutant lines were generated by M5~M8 in field. We selected 5 M6 lines 

showing high agronomic performance and investigated agronomic characters. 

Especially, MJ8-2 and MJ6-2 had different plant canopy, pod color, and 100 seed 

weight. 

- After rice cultivar 'Il-pum' was exposed to space environment, growth characters 

were investigated in greenhouse condition.  However, mutant lines showed similar 

plant height, root length, and fresh weight with control.

                    

 ㅇ Space breeding using Russian satellite

- After soybean seed of KAS 523-7 was loaded in Russian IBMP ISS, their M2~M3 

lines were generated in field. We selected 9 M4 lines showing plant canophy change, 

flower color change, and early maturing.   

 - After Arabidopsis was exposed to Russian IBMP ISS environment, gene expression 

study was conducted with Agilent microarray containing 21,500 genes. Among the 

21,500 genes represented in the Agilent chip, 1,314 genes (4.05%) were 

up-regulated and 2,101 genes (6.48%) were down-regulated. Also, the physiological 

responses by space environments in Arabidopsis were investigated. Mutant line did 

not show any different hypocotyl growth and general plant growth with control. 

However, mutant line showed reduced root hair. 

ㅇDevelopment of new plant breeding techniques using heavy ion-beam

 - In cooperation with Japan (JAEA-Takasaki) (320 MeV carbon-ion from the 

AVF-cyclotron), sensitivity to heavy ion-beam was assessed in rice. Rice irradia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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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ith heavy ion-beam showed 2% reduced germination rate over 60 Gy doses. Also 

plant height, root length, and number of root hair were negative correlation with doses 

of heavy ion-beam. Rice cultivar 'Ii-pum' was irradiated with 10, 30, and 40 Gy of 

heavy ion-beam. As compared with control, mutant lines irradiated with 40 Gy of 

heavy ion-beam showed lowest plant height and seed number than the other 

treatments.  

 V. Proposal for Application

 1.  New cultivars

 New cultivars developed through this project have been distributed into 80-120 different farmers and 

institutes, with amount of 800-1,000kg every year. We will increase the seed distribution in 

collaboration with agricultural technology center of each city, national agricultural cooperative 

federation, and agricultural research & extension services. In rice seed, elite cultivars have been 

planting over 20-30 years, which will contribute to increase farmer's income.  

 2. New useful mutant lines

 New useful mutant lines of rice, soybean, and horticulture crop developed through this project will 

be registered into cultivars. In the future project, these mutant liens will  obtain plant variety 

protection and licence for these varieties will be transferred into private companies. Especially, the 

development of new cultivars in Chrysanthemum and Korean lawn grass will contribute to exports of 

Korean varieties and royalty fee reduction.

 3. New useful genetic resources

 Besides the development of new cultivars, we also conducted this project to develop new mutant 

genetic resources. Based on these results, we obtained special mutant lines with poor agronomic 

traits. These mutant lines will be used to identify gene function using genomic studies and will be 

conserved in mutant genebank.  

 

 4. Development of molecular markers and genes

 We developed several molecular markers associated with salt tolerance in rice, flooding resistance in 

soybean, and flower color in Chrysanthemum. New markers and genes will be registered into 

database of NCBI and will be used to screen useful agronomic traits in early stag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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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  Development of new radiation-induced mutation techniques

 With the chronic irradiation facility, called as gamma-phytotron, we will develop new 

radiation-induced mutation techniques. In cooperation with Japan (JAEA-Takasaki) (320 MeV 

carbon-ion from the AVF-cyclotron), heavy ion-beam was used to develop new mutant 

cultivars. Also, we conducted a space breeding by space-induced mutagenesis using 

recoverable satellites Shijian-8 in China and Russian IBMP ISS. Also we provide visiting 

programs and advertising to promote R&D of mutation breedi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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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1 장. 연구개발 과제의 개요

 1.  연구개발 목

21세기는 생명공학이 부시게 발 하는 한편 우리나라의 UPOV 가입, 농산물시장 개방화 

 바이오에 지 수요 증 로 국가  기업 간에 치열한 종자  식물자원 확보 경쟁시 가 

될 것이다.  

본 연구과제는 방사선에 의한 돌연변이 기술과 생명공학기술을 병용하여 고품질의 신품종을  

개발  보 하여 국내 종자시장  농업생산성 향상을 도모하고, 국내 종자  유 자원 지

재산권을 증 하며, 유용한 돌연변이체  유 자 량개발 등에 의한 기능유 체 연구지원  

생명공학 연구개발 활성화에 주목 이 있다. 

 가. 최종 목표

방사선 육종 기술 개발보 으로 국내 육종기술  종자산업 발 에 기여: 

국내 식물 돌연변이 육종기술은 재 성장기 단계로써 선진국 비 45% 수 이고 육성품

종 수 기  21 권이며 2015년 방사선 육종 품종 수로는 세계 15 권  2020년 8 권 진입

을 목표

 나. 단계 목표

 1. 방사선 돌연변이 식물 유 자원 개발

○ 화훼 상 식물 유 자원 개발

   - 국화 신품종 개발  량증식체계 확립

   - 무궁화 신품종 개발

○ 고기능성 식물 유 자원 개발

   - Lipoxygenase 감형 콩 유망계통 육성

   - 약용 들깨  도라지 계통 육성

   - Ginsenoside 변이 인삼 부정근 특성 검정

   - 내염성 벼 우량계통 육성

○ 산업소재용 식물 유 자원 개발

   - 산업소재용 나  신품종 개발

   - 나  내염성  내습성 검정 

 2. 돌연변이 식물 유 자원 활용 유 체 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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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변이 유 자 동정  발 기작 연구

   - 국화 EST 활용 유 자 발 패턴 분석

○ 방사선 향에 의한 유  다양성 연구

   - 돌연변이 계통별 AFLP 분석을 통한 유연 계 분석

   - 콩 lipoxygenase 유 자 분석

○ 기능유 체 연구를 한 돌연변이 집단 구축

   - 벼, 콩, 고추 기능유 체 연구용 M1 집단 량 구축

 3. 방사선 이용 신육종기술 개발

○  LET 선원 활용 육종기술 개발

   - 감마 이토트론 식물 향 평가

○ 고 LET 선원 활용 육종기술 개발

   - 러시아  국 우주선 탑재 종자 후  검정

   - 이온빔 조사 식물 향 평가

 2. 연구개발의 필요성

○ 생물다양성 약, FTA 타결  UPOV(국제식물신품종보호동맹) 가입에 따른 생물유

자원의 확보가 국가 경쟁력의 근간으로 인식되고 있어 신규 유 자원 확보를 한 방사

선과 생물공학 기술을 이용한 새로운 농업생명공학 련 원천기술 확보가 시 함. 

○ 본 기 은 국내 유일의 방사선 육종을 담하는 연구기 으로 재 돌연변이 육종기술을 

통하여 육성된 품종과 그에 한 많은 선행 연구결과를 가지고 있음. 돌연변이 유 자원 

기 연구에서부터 신품종 개발실용화  기술지원 등의 폭넓고 다양한 업무를 수행.

○ 방사선 돌연변이 육종기술은 유 자 변형작물(GMO)과 달리 과거 수십 년 부터 안정

성이 검증된 방사선을 통한 돌연변이 육종 기술을 기반으로 함.

○ 본 연구사업의 수행은 국가과학기술지도와 원자력기술지도에서 요구하는 지속가능한 핵

심원천기술 개발과 산업 경쟁력  국가정책목표를 달성하기 한 요구를 만족시킬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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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  기  효과

○ RT/BT 융합기술 기반의 농생물자원 유용화 기술 확보로 post-genome 시 의 유 체연

구 활성화  국제경쟁력 향상에 기여

○ 방사선 육종 기술 개발보 으로 국내 육종기술 향상 기여:  방사선 육종 품종 수 2011년 

세계 15 권  2020년 8 권 진입( 재 25 권)

○ 유용한 돌연변이 유 자원을 가지고 품종 개발을 추진할 정이며, 이를 각 시군 농업기

술센터, 농   종자보 소 등과 연계하여 농가 보 을 추진하여 농가실질 소득 향상에 

기여하고자 함.

○ 유용 변이체를 확보한 국화, 잔디, 난류, 자생화  해외도입 식물의 경우에도 품종 개발

을 추진하여, 외국 로열티 응  국산 품종의 수출화에 기여토록 할 것임.

○ 특이한 변이체 자원은 앞으로 유 자의 기능을 밝히는 기능유 체 연구에 크게 활용될 

수 있을 것이며, 생명공학 기술과 방사선 련 기술의 융합은 더 많은 유용 식물 유 자

원 개발에 이용될 것이며 새로운 품종육성 방법으로 자리매김할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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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 야 추진 략  방안

기술정보수집

 ㅇ 국내외 련 연구동향  기술정보 수집:

  - 기존 확보 문헌자료 활용 

  - 자도서   인터넷 검색을 통한 수집

  - 국내외 육종학, 식물생명공학, 작물학, 원 학 등 련학회  심포지움 참가를 통한 

기술정보 수집  

  - FAO/IAEA 공동연구기 , 국제농업연구기 , 농업분야 참가  교류를 통한 정보수집

 ㅇ 유 자원/유 자 검색

  - NCBI, http://uk-crop.net, http://arsgenome.cornell.edu, http://www.informatics.jax.org, 

http://www.agron.missouri.edu. 농 진흥청  일본농림수산성 유 자원 데이터 베이스  

 4.  추진 략  수행방법

   가. 사업/과제 추진체계  략

    1)  사업/과제 추진체계 

  

 2)  사업/과제 추진 략  



- 5 -

문가확보

 ㅇ 신규 연구원 채용 활용: 신규직원 1명 채용 정, 신진연구원 확보 등

 ㅇ 국내 식물유  육종 문가 자문 활용 

 ㅇ IAEA/RCA  FNCA 사업 참가국 연구자 교류  자문 활용 

타 기 과의 

조

 ㅇ국내외 기 간 공동연구, 연구 력, 연구자 교류, 정보  연구시료 교환 등을 통한 

력체계 구축  활용 

 ㅇ 국내 력 기  

  ∙농업 련: 원 연구소, 작물시험장, 호남농업시험장(계화도 시험장), 도농업기술원(충

남, 북, 남 등)  특화시험장 ( 산국화, 태안백합, 남원 화훼, 완도난지시험장 등)

  ∙BT연구기  : 한국생명공학원, 농업생명공학원 등

  ∙ 학 : 고려 , 충남 , 제주 , 순천 , 북  등

 ㅇ 국외 력기

  ∙일본: 원자력연구소(JAERI-Takasaki), 이화학연구소(RIKEN), 농림수산성, 방사선육종

장, 동경 학, 동북 학, 일본 나 의회 

  ∙ 국: Institute for Application of Atomic Energy, 북경농업 학, 강농업 학 등 

  ∙FAO/IAEA 공동 식물유 육종연구실(오스트리아), 동남아 각국 방사선육종연구

  ∙International Rice Research Institute  국제농업연구기   

  ∙USDA-ARS, 코넬  등 

  ∙러시아 : IBMP(Intenational Biological Medicine Proble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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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과지표 평가지표(핵심성과 스펙)

 1. 방사선 돌연변이 

식물 유 자원 개발

1-1 
화훼 상 식물 유 자원 개

발

-국화 유망돌연변이체 품종화  포장재배 

시험

-국화 량증식체계 확립

-무궁화 돌연변이체 선발  증식

1-2
고기능성 식물 유 자원 개

발

-콩 유망변이계통 품종화

-Lipoxygenase 감 콩 유망계통 선발

-약용 들깨  도라지 계통 육성

-ginsenoside 변이 인삼 부정근 특성 검정 

-항산화기능성 배포도 식  일본특허등록

-내염성 벼 우량계통 포장 실증시험

1-3
산업소재용 식물 유 자원 

개발

-섬유 식물자원 돌연변이 계통 특성평가  

선발

-섬유 식물자원 국내 재배화를 한 조건 

확립

-내염성  내습성 나  우량계통 포장 

실증시험

 2. 돌연변이 식물 

유 자원 활용 유

체 연구

2-1
변이 유 자 동정  발

기작 연구

-국화 ESTs 활용 유 자발 분석

-국화 화색 련 유 자 분리  사인자 

염기서열분석

2-2
방사선 향에 의한 유  

다양성 연구

-KTi type 간 차이의 동물식이실험

-콩 Lipoxygenase 련 유 자 분석

-돌연변이 계통별 AFLP 분석을 통한 

유연 계 분석

-목 형질 련 유 자 기능연구

2-3
기능유 체 연구를 한 돌

연변이 집단 구축

-고추 기능유 체 연구용 M1집단 구축

-벼 기능유 체 연구용 M1집단 구축

-콩 기능유 체 연구용 M1집단 구축

 3. 방사선 이용 신

육종기술 개발

3-1
 LET 선원 활용 육종기

술 개발

-감마선 완조사 콩과 Brachypodium 식물체의 

반응성 조사  mutant population 구축

-감마선 완조사에 의한 벼 돌연변이 개체 

선발

3-2
고 LET 선원 활용 육종기

술 개발

-주요작물 이온빔 조사 후 식물 향평가

-애기장  세 진척  변이 표 형 검정

-우주선 탑재종자의 돌연변이 개체 선발

6. 연구개발 세부 목표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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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2 장. 국내·외 기술개발 황

 가. 국내·외 기술개발 동향분석 

  1.  국내 동향

  ① 산업계 동향 : 

ㅇ방사선 육종 식물 유 자원 개발, 보   상용화가 한국원자력연구원의 개발 품종을 

심으로 이루어지고 있으며, 주곡작물인 벼의 경우 김제, 천안, 고창 등에 단  재배단

지가 조성되어 지역 랜드미가 매  ( 국 재배면  3,000 ha, 농가 조수익 약 300억

원)이며, 돌연변이 난 (동이, 은설 등) 품종의 국내 매  수출이 이루어지고 있음.

ㅇ최근 방사선육종에 한 심고조로 인하여 농림수산식품부에서 입안한 “2020 종자산업 

육성 책”에 ‘방사선 돌연변이 육종센터 설립계획’이 추진되어 진행 이며, 민간  개인

육종가에 한 ‘방사선조사비용 지원사업’이 활발히 진행되고 있음.

  ② 학계 동향 :

ㅇ최근 종자의 로열티 문제 두  기능유 체 연구분야에서의 돌연변이 유 자원 수요가 

속도로 증가하고 있어, 돌연변이 육종 기술을 개발하여 종자  유 자원의 지 재산

권을 확보하는 데에 연구개발이 집 되고 있음.

ㅇ돌연변이 유 자원은 특정한 생물학  로세스에 변이를 유발하는 유 자를 밝 내는 

분석 재료로 활용성이 높으며, 방사선을 이용한 돌연변이기술로 량 창출된 유 자원을 

상으로 유 자의 기능을 밝히는 기능유 체학  연구가 많은 식물종을 상으로 진행

임.

ㅇ 한 방사선원의 다양화와 생명공학 기술의 발달로 식물에 한 방사선의 향 연구는 

단순조사에 의한 형태  변이에서 체 유 체 상의 유 자 발 변화, 환경요인과의 복

합 향, 장,단기 조사 향 등 다각화, 문화 되고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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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③ 연구계 동향 : 

ㅇ국내의 방사선육종은 1966년 방사선농학연구소가 설립됨에 따라 본격 으로 시작되었으

나, 1970년  반 교잡육종에 의한 통일벼 품종의 개발과 함께 농업 연구개발 업무가 

농 진흥청으로 집 되고, 1973년 방사선농학연구소가 원자력연구소로 통폐합되어 연구

조직이 크게 축소됨. 한 돌연변이 육종에 한 연구자들의 정확한 인식 부족 등으로 

인하여 그동안 국내의 연구개발은 경쟁국에 비교하여 조하 으나 본 연구기 과의 

력을 통해 최근에 돌연변이 품종개발에 한 연구계의 심이 상당히 높아지고 있음.

ㅇ돌연변이의 품종개발은 원자력연구소  농 진흥청을 심으로 수행되어져 오고 있음. 

국내 돌연변이 육성품종은 벼 16, 보리 1, 두 2, 참깨 6, 들깨 2, 무궁화 4  구기자 2 

개 등 총 33개로 악되고 있으며, 최근 화훼류를 심으로 속도로 증가추세에 있음. 

ㅇ최근 돌연변이 육종기술을 이용한 신품종 개발목 으로 농진청 바이오그린21 사업 등을 

통해서 원 작물  돌연변이체를 이용한 유 체 연구분야에 많은 연구가 진행되고 있

음.

ㅇ 재 우리나라의 방사선조사 시설을 갖춘 방사선육종 담기 은 한국원자력연구소에서

는 자체 연구개발 뿐만 아니라 국내 타 연구진의 방사선육종 연구를 기술지원하고 있으

며, 2000년이후 '원평벼', '원청벼', '흑선찰벼', '녹원찰벼' 등 벼 10개 품종을 국립종자

리소에서 품종보호권을 확보하고 농가에 보 하 고, 녹원찰벼  흑선찰벼 등의 품종

은 농민 반응이 좋아 재배단지 조성 등을 추진하고 있음. 그리고 '백설', ' ', '선녀', 

'꼬마', '창해' 등의 새로운 형질의 무궁화 신품종을 개발하 음.

  2.  국외 동향

ㅇ최근 국제 으로 WTO/FTA 타결에 따른 농산물 시장의 개방화, 거   종자기업의 출 , 

기상재해  환경오염의 심화와 국제식물신품종보호동맹(UPOV)에 의한 종자 지 재산권 

강화 등으로 신품종  유 자원의 요성이 나날이 증 하고 있음. 

ㅇ2010년도 재 FAO-IAEA 돌연변이 품종 데이터베이스(MVD)에 의하면, 돌연변이 품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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육성 실 은 63개국, 172식물, 3,000여종에 이르는데, 미등록 품종  간모본에 의한 간

이용을 포함하면 품종육성에 의한 기여도는 이보다 훨씬 높음. 국가별 육성품종수를 보

면 국이 607품종으로 1 이고, 인도, 일본, 러시아, 네덜란드, 독일, 미국 등이 상 에 랭

크되어 있으나, 우리나라의 육성품종은 25여종, 세계 21 권 수 으로 경쟁국에 비교하여 

뒤떨어짐. 

ㅇ최근 국제 으로 WTO/FTA 타결에 따른 농산물 시장의 개방화, 거   종자기업의 출 , 

기상재해  환경오염의 심화와 국제식물신품종보호동맹(UPOV)에 의한 종자 지 재산권 

강화 등으로 신품종  유 자원의 요성이 나날이 증 하고 있음. 

ㅇ각국은 방사선육종 는 방사선농업연구를 담하는 연구소를 운용하고 있음. 일본의 방

사선육종 연구는 일본원자력연구개발기구(JAEA-Takasaki)  학뿐만 아니라 농림수산

성 산하의 방사선육종장(Institute of Radiation Breeding)에서 주도해오고 있음. 국에서

는 농업과학원 산하에 원자능농업연구소(Institute of Atomic Energy for Agriculture)을 

심으로 30여개의 학  지방 성(省) 단  농업연구소에 방사선육종연구 이 설치되어 

연구개발을 추진해오고 있음.

ㅇ돌연변이 육종은 방사선 이외에도 화학 돌연변이제가 이용되기도 하는데, 지 까지 개발

된 80%의 품종은 방사선을 이용한 것임. 지 까지 방사선 육종에서 감마선, X-선, 성자 

등  선에 지부여(LET, Liner Energy Transfer) 선원이 주로 이용되어 왔으나, 최근 방

사선이용기술(RT) 선진국에서는 이온빔, 우주방사선 등 고LET 방사선을 활용한 돌연변이 

유 자원의 개발 효과연구가 활발히 이루어지고 있음.

ㅇ일본: 1990년  반부터 이화학연구소(RIKEN)의 ring cycrotron (RRC)  일본원자력연

구개발기구 다카사키연구소(JAEA- Takasaki)의 이온빔 조사연구시설(TIARA)을 심으

로 한 다양한 이온빔을 이용한 식물 돌연변이 육종 기술개발을 실시해오고 있으며 다양

한 식물의 품종개발  유용 변이체 확보의 성과를 내고 있음. 

ㅇ 국 : 농업과학원 산하에 원자능농업연구소(Institute of Atomic Energy for Agriculture)

을 심으로 연구가 진행되고 있으며 매년 육종연구용 우주선을 발사하여 다양한 식물 종

자  배양체를 우주환경에 노출시켜 변이를 일으켜 품종을 개발하고 있으며, 우주에서의 

생물생산 기술개발을 한 우주선도 운용할 계획에 있음.



- 10 -

개발 기술명
련기술

최고보유국
국내기술수

기술개발

목표수
비고

돌연변이 육종기술 국/일본 40% 70%

우주선/이

온빔 육종 

진행

돌연변이 품종개발 실 국 5% 6%

돌연변이 유 자원 활용 기능유 체 

연구
미국, 일본 30% 70%

기능성  품종 일본 50% 90%

콩/  돌연변이품종 개발 국 10% 30%

유채 돌연변이 품종개발 국 10% 50%

고추 돌연변이 자원개발 불가리아 2% 60%

화훼류 돌연변이 육종 네덜란드,일본 30% 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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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3 장. 연구개발 수행 내용  결과

 제 1 .  방사선 돌연변이 식물 유 자원 개발

  1.  화훼 상 식물 유 자원 개발

○  국화 유용 돌연변이체 량선발 양성  유망 돌연변이 품종출원 

- 스 이 국화 ‘Argus' 유래 유망 돌연변이 2계통의 품종출원

․화색변이 계통 ‘Ar 11-4' 품종출원 (품종출원명: 아티 퍼  (ARTIpurple))

․화색변이 계통 ‘Ar 38-1' 품종출원 (품종출원명: 아티 퀸 (ARTIqueen))

그림 1. 스 이 국화 ‘Argus’ 원품종과 품종보호출원 계통, ‘아티퍼 ’  ‘아티퀸’

- 국화 ‘Migok'의 유망 돌연변이 3계통의 형질 고정화 검사  품종출원을 한 특성평

가

Migok Cont.       Mi-2 (yellow)      Mi-3 (red 유사)      Mi-7 (red)

그림 2. 국화 ‘Migok’ 원품종과 품종출원 비 돌연변이 계통

- 5가지 화형의 스 이 국화(16개 품종) 삽수체와 배양체에 감마선 조사  완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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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형 품종명
돌연변이 빈도 (%)

돌연변이 유형
30 Gy 50 Gy 70 Gy

홑꽃 노블와인 21.9 (28/128)x -y NTz 화색

홑꽃 스모닝 13.0 (19/146) 13.8 (42/304) 29.9 (43/144) 화색

홑꽃 휘 람 11.4 (17/149) 6.7 (21/312) 16.5 (18/109) 화색

홑꽃 문라이트 0.0 (0/149) 0.0 (0/309) 0.0 (0/155) -

반겹꽃 매직 7.8 (10/128) 1.6 (2/128) NT 화색

반겹꽃 상떼 4.2 (6/144) 0.0 (0/142) NT 화색

방법(감마 이토트론 이용)을 이용한 변이체 유기

- 화색변이체들을 상으로 품종, 꽃의 형태  방사선 조사선량에 따른 돌연변이 발생

률, 화색  화형 돌연변이 스펙트럼등 방사선 감수성 조사를 실시

- 유용 변이체 선발  후 검정을 통한 변이형질 고정계통 선발

- 홑꽃형, 반겹꽃형, 폼폰형에서는 주로 화색변이의 돌연변이가 찰되었으나, 아네모네

형과 스 이더형에서는 화색변이와 화형변이가 함께 찰됨

   

그림 3. 방사선 조사에 의해 선발된 국화 화색 돌연변이체

표1. 감마선 조사선량에 따른 국화 품종  화형별 돌연변이체 발생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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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겹꽃 핑키 2.3 (3/128) 6.0 (15/251) 4.7 (6/128) 화색

반겹꽃 로우아이 1.6 (2/128) 1.6 (2/128) NT 화색

반겹꽃 워트포그 0.0 (0/162) 0.0 (0/323) 0.0 (0/161) -

아네모네 일월 0.7 (1/152) 1.3 (4/316) 3.5 (5/144) 화색  화형

아네모네 수 0.0 (0/144) - NT -

폼폰 로기 0.0 (0/152) 1.0 (3/309) 4.4 (7/160) 화색

폼폰 휘트니팡팡 0.0 (0/129) 0.0 (0/295) 8.1 (10/124) 화색

폼폰 스미소 0.0 (0/144) 0.0 (0/296) 1.9 (3/160) 화색

폼폰 로우팡팡 0.0 (0/123) 0.0 (0/241) 0.0 (0/101) -

스 이더 스투게더 0.7 (1/149) 3.9 (12/312)  5.8 (9/155) 화색  화형

○ 스탠다드 국화 ‘미곡’ 유래 화색돌연변이 품종보호권 출원: 2건

- ‘아티엘 강스’, 출원번호: 2010-479, 2010. 11. 15., 국립종자원

- ‘아티그 이스’, 출원번호: 2010-480, 2010. 11. 15., 국립종자원

Fig. 4. 스탠다드 국화 ‘미곡’ 유래 돌연변이 신품종 ‘아티엘 강스’, ‘아티그 이스’

○ 스 이 국화 'ARTI-queen'  'ARTI-purple' 품종보호권 등록: 2건

- 'ARTI-queen', 품종보호권 등록번호: 제3696호, 2011. 08. 29., 국립종자원

- 'ARTI-purple', 품종보호권 등록번호: 제3697호, 2011. 08. 29., 국립종자원

 Fig. 5. 스 이 국화 'Argus' 유래 돌연변이 신품종 'ARTI-queen', 'ARTI-purp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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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o. Original Breeding Code
Generat

ion

Treatmen

t  

Dose(Gy)

Characteristics Etc

1 하쿠
CH10-HK01-V

1
MV1 30 White(N155D)(front)

6주 삽

목

2 하쿠
CH10-HK02-V

1
MV1 30 White(N155B)(front)

4주 삽

목

3 하쿠
CH10-HK04-V

1
MV1 30 Yellow(12A)(front)

5주 삽

목

4 매직
CH10-MG02-V

2
MV2 50

Purple  Red(N57A)(front), White 

and Yellow(end)

61주삽

목,고정

5 매직
CH10-MG04-V

2
MV2 30

Dark Purple  Red(185B)(front), 

White(end)

33주삽

목,고정

6
노 블 와

인

CH10-NW02-V

1
MV1 50

Yellow(12A)(front),  Red 

Stripe(center)

28주삽

목,고정

7
노 블 와

인

CH10-NW04-V

1
MV1 50

White(N155B)(front),  Dark Pink 

Stripe(end)

13주삽

목,고정

8
노 블 와

인

CH10-NW05-V

2
MV2 50 Dark Pink  Red(53C)(front)

24주삽

목,고정

9
노 블 와

인

CH10-NW06-V

2
MV2 50 Purple(N79C)(front)

92주삽

목,고정 

10 핑키 CH10-PK02-V2 MV2 50
Purple  Pink(N74C)(front), 

White(center)

1 0 4 주

삽목,고

정

11 핑키 CH10-PK03-V1 MV1 40
Light  Pink(65B)(front), 

White(center)

35주삽

목,고정

12 핑키 CH10-PK04-V2 MV2 50 red(44A)(front)
19주삽

목,고정

13 핑키 CH10-PK07-V1 MV1 50
Orange Yellow(front),  Orange 

Mix(center)

2주 삽

목, 분

리

14 핑키 CH10-PK08-V1 MV1 50 Orange  Red(39B)(front)
42주삽

목,고정

15 핑키 CH10-PK11-V1 MV1 40 Pink(68C)(front)
28주삽

목,고정

16 핑키 CH10-PK12-V1 MV1 40 Pink  Violet(75C)(front)
20주삽

목,고정

17 핑키 CH10-PK14-V1 MV1 50 Dark Pink  Red(50B)(front) 7 주 삽

○ 국화 유망 돌연변이체 선발  특성평가를 통한 품종화

     - 국화 유망 돌연변이 37 계통 선발  증식

Table. 2. 국화 유망 돌연변이체 선발 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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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분리 

18 핑키 CH10-PK14-V2 MV2 50 Dark Pink  Red(50B)(front)
34주삽

목,고정

19 핑키 CH10-PK15-V1 MV1 50 White(N999D)(front)
13주삽

목,고정

20 핑키 CH10-PK19-V1 MV1 50
White(N999D)(front),  Purple 

Pink(back)

25주삽

목,고정

21 핑키 CH10-PK23-V1 MV1 50
Light  Orange(29A)(front), 

Yellow(4A) Mix(center)

29주삽

목,고정

22 핑키 CH10-PK24-V2 MV2 50 Yellow(12A)(front)
42주삽

목,고정

23 핑키 CH10-PK27-V1 MV1 50 White(N999D)(front)
18주삽

목,고정

24
스 투

게더

CH10-YT02-V

2
MV2 50 Pink  Violet(75C)(front)

51주삽

목,고정

25 보라미 CH11-BR01 MV0 50
White(N155B)(front),  Light 

Pink(back)

7주 삽

목

26 보라미 CH11-BR02 MV0 30 Orange  Red(31D)(front)
5주 삽

목

27 보라미 CH11-BR03 MV0 30
Orange  Red(31D)(front), Yellow, 

Pink Diverse Mix(center)

1 0 주 

삽목

28 보라미 CH11-BR04 MV0 50 White(N155B)(front)
3주 삽

목

29 보라미 CH11-BR05 MV0 50 Orange  Red(31D)(front)
5주 삽

목

30 보라미 CH11-BR06 MV0 50 Light Red  Pink(49D)(front)
1 4 주 

삽목

31
델 리 아

크림
CH11-DC01 MV0 50 Light Yellow  Orange(19D)(front)

8주 삽

목

32 포드 CH11-FD01 MV0 30
Wh i t e (N 1 5 5B ) ( f r o n t ) , L i g h t 

Pink(back)

7 주 삽

목 

33 포드 CH11-FD02 MV0 30
Wh i t e (N 1 5 5B ) ( f r o n t ) , L i g h t 

Pink(back)

1 1 주 

삽목

34
져

다모르
CH11-PD01 MV0 70

Dark Pink  Red(50B)(front), 

Yellow(end)

5주 삽

목

35
스 나

우
CH11-YN01 MV0 50

Dark  Pink(N57C)(front), 

White(end)

1 4 주 

삽목

36
스 나

우
CH11-YN02 MV0 30

Dark  Pink(N57C)(front), 

White(end)

8주 삽

목

37
스 스

타
CH11-YS01 MV0 50 Red(47A)(front)

4주 삽

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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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o. shoots /floret

1mg/L 2,4-D 1mg/L NAA
0.2 mg/L NAA 

+ 0.5 mg/L BA

0.5 mg/L NAA 

+ 0.5 mg/L BA

Migok 0 % 15 % 57.8 % 23.4 %

ARTI-elegance 0 % 70 % 35.9 % 20.3 %

ARTI-grace 0 % 50 % 45.3 % 12.5 %

   ○ 스탠다드 국화 'Migok' 유래 'ARTI-elegance', 'ARTI-grace' 배양조건 확립

       Table 3. 식물생장 조  물질에 따른 미곡 유래 방사선 돌연변이 국화의 꽃잎을 이용한 재분화 

Fig. 6. 스탠다드 국화 'Migok' 유래 방사선 돌연변이체의 꽃잎을 이용한 재분화 시스템

     - 'Migok' 돌연변이 품종 기내 배양 결과 NAA 단독 혹은 NAA와 BA 조합 처리구에서 

재분화 효율이 높은 것으로 확인됨

○ 고부가 화훼 돌연변이체 선발  증식 

- 무궁화 유망 계통 특성평가  

․조기개화  화색변이 계통 ‘홍순 S-10-1-15’ 특성평가  품종출원 비

     (품종출원 정 명칭 ‘아티 다솜 (ARTI das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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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림 7. 무궁화 조생, 화형  화색 유망계통 선발  품종화

 ․‘아티 다솜 (ARTI dasom)’의 주요 형태  특성  조품종과의 구별성

  1) ‘아티 다솜’은 화색이 약간 은 색으로 꽃잎이 많이 겹치고 부채모양이다.

  2) ‘아티 다솜’의 장은 평균 106 cm로 원품종 ‘홍순’(평균 71 cm)보다 크며, 분지는 

평균 19개로 ‘홍순’(평균 9개)보다 많다.  

  3) 화색: ‘아티 다솜’의 화색은 mediumred이나 ‘홍순’은 pink이다.

  4) 꽃잎 겹침: ‘아티 다솜’은 겹침의 정도가 강하나 ‘홍순’은 간정도이다. 

  5) 개화 시기: ‘아티 다솜’의 개화시기(6월 )가 ‘홍순’보다 빠르다. 

○ 무궁화 ‘홍순’ 유래 화색돌연변이 계통 품종보호권 출원

 

  -  ‘다솜’, 출원번호: 2010-453, 2010. 10. 22., 국립종자원

Fig. 8. 무궁화 ‘홍순’ 유래 돌연변이 신품종 ‘다솜’

○ 육종 신품종 무궁화 5품종 한국원자력연구원 개원 50주년기념 국민 보 사업

- 보  품종  주수 : 꼬마, 백설, 선녀, , 창해 등 5개 품종 총 1만주

- 보  기간 :  2009.4.15~6.16

            그림 9. 무궁화 묘목 보 사업(국립 앙 과학 )

- 재 남양주 농장 재식 무궁화 강원도 홍천군으로 3천주 기탁 진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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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육종 신품종 꼬마 무궁화(왜성 변이품종-분재,포트재배) 품종보호권 이  계약 체결

- 이 상 : (주) 수 로

- 정액 기술료 : 4천만원

- 계약기간 : 2026년 01월 31일까지 

- 실물이  : 7년생 꼬마 무궁화 30수와 1년생 꼬마 무궁화 500수 등.

                   

                         그림 10. 왜성 변이 품종 꼬마 무궁화

○ 무궁화 ‘꼬마’ 신품종 시리즈 육종

- 왜성 변이 품종인 ‘꼬마’와 반왜성이면서 ‘꼬마’와 다른 화색그룹인 품종간의 교배를 통

한 ‘꼬마’ 신품종 시리즈 육성

- 왜성 무궁화 ‘애기(안동)’와 왜성 변이 품종인 ‘꼬마’ 간 교배를 통한 신품종 육성

- 꼬마를 모본으로 하여 선정된 11개 무궁화 품종을 교배

- 꼬마 자가수분은 무궁화의 자가불화합성으로 인해 수정이 되지 않았으며, 꼬마x애기는 

교배 성공률이 낮음

- 2배체인 꼬마와 4배체인 개량단심, 개량자주1호 간의 교배 후 수확한 종자의 경우 3배체

이므로 후세 에 염색체 확인이 필요



- 19 -

C r o s s 

no.

Cross type No. of 

f l o w e r 

pollinated

No. of 

capsule(pod) 

setting(%)

Total 

seeds

No. of 

seeds/caps

ule

(pod)

Germination 

ratio(%)

Survival 

Ratio(%)

HBC1 꼬마x옥토끼 18 6 (33) 46 7.6 16 (34.7) 16 (34.7)

HBC2 꼬마x선녀 17 7 (41) 47 6.7 21 (44.6) 21 (44.6)

HBC3 꼬마x아사달 27 5 (18) 32 6.4 19 (59.3) 17 (53.1)

HBC4 꼬마x애기 124 7 (5) 9 1.2 3 (33.3) 2 (22.2)

HBC5 꼬마x여해 27 6 (22) 34 5.6 15 (44.1) 14 (41.1)

HBC6 꼬마x꼬마 67 0 (0) 0 0 - -

HBC7 꼬마x개량단

심

20 8 (40) 40 5 0 (0) 0 (0)

HBC8 꼬마x개량자

주1호

36 3 (8.3) 5 1.6 0 (0) 0 (0)

HBC9 꼬마x조취화

립

17 6 (35) 46 7.6 20 (43.4) 18 (39.1)

HBC10 꼬마x상본 20 3 (15) 8 2.6 1 (12.5) 1 (12.5)

HBC11 꼬마x새빛 20 5 (25) 31 6.2 11 (35.4) 11 (35.4)

HBC12 꼬마x도원 10 0 (0) 0 0 0 (0) 0 (0)

HBC13 애기x꼬마 70 10 (14) 99 9.9 5 (5) 3 (3.0)

○ 왜성 무궁화 '꼬마' 시리즈 육성을 한 기반연구

     - 무궁화 반왜성/왜성 품종간 교잡을 통한 후  F1집단 특성 평가

Table 4. 무궁화 반왜성/왜성 품종 교배 후  F1 집단 기 생육 특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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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aterials Year
Irradiation dose 

(Gy/hrs)

No. of irradiated 

cuttings

No. of survival 

cuttings (%)

8WAIX

Cuttings of 8 years old 

plants

2010

0/24 200 164 (82.0)

30/24 200 179 (89.5)

50/24 200 183 (91.5)

70/24 200 171 (85.5)

100/24 200 38 (19.0)

150/24 120 0 (0.0)

200/24 120 9 (4.5)

2011

0/24 50 21 (42.0)

30/24 219 96 (43.8)

50/24 664 328 (49.4)

70/24 503 140 (27.8)

100/24 502 41 (8.2)

2 years old plants 2010

0/24 50 32 (64.0)

30/24 150 121 (80.7)

50/24 150 106 (70.7)

70/24 150 88 (58.7)

 Fig. 11. 무궁화 반왜성/왜성 품종 교배 후  F1 집단 조합별 생육 특성

     - 꼬마(2배체)와 개량단심, 개량자주1호(4배체) 교잡 후  배수체 확인 : 종자 미발아

     - 왜성 무궁화 '꼬마'  '애기'의 방사선 감수성 평가

    Table 5. 무궁화 '꼬마'의 조직별 방사선 감수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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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0/24 100 27 (27.0)

150/24 50 0 (0.0)

200/24 50 0 (0.0)

2011

0/300 20 17 (85.0)

30/300 30 28 (93.3)

50/300 30 26 (86.6)

70/300 30 30 (100)

100/300 30 29 (96.6)
xWAI(weeks after irradiation)

Materials Year
Irradiation dose 

(Gy/hrs)

No. of irradiated 

cuttings

No. of survival 

cuttings (%)

8WAIX

Cuttings  of 8 years old 

plants
2011

0/24 50 42 (84.0)

30/24 408 274 (67.2)

50/24 384 99 (25.8)

70/24 361 0 (0.0)

100/24 368 0 (0.0)
xWAI(weeksafterirradiation)

   

    Table 6. 무궁화 '애기'의 방사선 감수성

    

○ 무궁화 왜성품종 '꼬마' 캘러스 유도  재분화 시스템 확립

  - 왜성 무궁화 '꼬마'의 잎 편체를 사용하여 캘러스 유도 시스템 구축

  - 식물 생장 조 제가 캘러스 형성에 미치는 향을 알아보기 해 TDZ 와 2,4-D 각각 

0.0, 0.1, 0.5, 1.0, 1.5, 2.0 mg L
-1
5가지 배지를 사용

  - 2,4-D 0.1mg L
-1
와 KT, BA, 2ip (0.1, 0.3, 0.5, 1.0, 1.5 mg L

-1
), TDZ 0.5mg L

-1
와 

KT, BA, 2ip (0.1, 0.3, 0.5, 1.0, 1.5mg L
-1
) 조합한 결과 2,4-D 0.1mg L

-1 
와 BA 

0.5mg L
-1
의 조합에서 96.5%의 높은 캘러스 형성률 확인

  - 캘러스 형성 4주 후 지상부 형성을 유도하기 해 BA ( 0.5, 1, 1.5mg L
-1
)
 
와 TDZ 

(0.1 ,0.2 ,0.3 mg L
-1
)를 조합하여 배양한 결과 BA 1.5mg L

-1
와 TDZ 0.3 mg L

-1
에서 

18.3%의 지상부 재분화 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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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reatment (mg L
-1
) Callus formation (%) Callus growth

a
Callus color

Control
b

0.0(0/80) - -

TDZ 0.5 + KT 0.1 0.0(0/80) - -

0.3 0.0(0/80) - -

0.5 0.0(0/80) - -

1.0 0.0(0/80) - -

1.5 0.0(0/80) - -

BA 0.1 0.0(0/80) - -

0.3 7.5(6/80) + Green

0.5 25(20/80) + Green

1.0 61.25(49/80) +++ Green

1.5 62.5(50/80) +++ Green

2ip 0.1 0.0(0/80) - -

0.3 0.0(0/80) - -

0.5 0.0(0/80) - -

1.0 0.0(0/80) - -

1.5 0.0(0/80) - -

2,4-D 0.1+ KT 0.1 0.0(0/80) - -

0.3 0.0(0/80) - -

0.5 0.0(0/80) - -

1.0 0.0(0/80) - -

1.5 0.0(0/80) - -

BA 0.1 35.0(28/80) ++ Green

0.3 90.0(72/80) ++++ Yellow + Green

0.5 96.2(77/80) ++++ Green

1.0 87.5(70/80) +++ Green

1.5 0.0(0/80) - Green

2ip 0.1 83.7(67/80) ++++ Yellow + Green

0.3 0.0(0/80) - -

0.5 45.0(36/80) ++ Yellow + Green

1.0 32.5(26/80) ++ Yellow + Green

1.5 17.5(14/80) + Yellow + Green

Table 7. 무궁화 '꼬마'의 식물생장호르몬 처리에 따른 캘러스 형성 반응

a
- :none; +: low, ++: medium; +++: high; ++++: very high; 

b
Control : only M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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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reatmen(mgL
-1
) Shoot formation(%) Shoot

 
growth

a

Control
b

0.0(0/60) -

BA 0.5 + TDZ 0.1 0.0(0/60) -

0.2 0.0(0/60) -

0.3 1.7(1/60) +

BA 1 + TDZ 0.1 0.0(0/60) -

0.2 0.0(0/60) -

0.3 0.0(0/60) -

BA 1.5 + TDZ 0.1 0.0(0/60) -

0.2 5.0(5/60) +

0.3 18.3(11/60) ++

Table 8. 무궁화 '꼬마'의 식물생장호르몬 처리에 따른 지상부 재분화 반응 

a- :none; +: low, ++: medium; +++: high; ++++: very high; bControl : only M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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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  고기능성 식물 유 자원 개발

○  고 아미노산 함유 벼 신품종 '골드아미 1호' 특성검정

․2008년 품종보호권 출원(2008-399), 품종명칭 등록(2008-1208)  국가품종목록등재 신

청(2008-33)된 고 아미노산 함유 '골드아미 1호' 의 타겟 유 자 발  검정  아미노

산 함량 분석 수행

- '골드아미 1호(GoldAmi-1)' 선발 과정에서 목  효소인 OsASA1의 RNA 발  패턴을 

5MT 처리농도와 처리 시간에 따른 변화 양상을 원품종인 동안벼와 비교한 결과, 원품

종 동안벼는 5MT 처리 시 낮은 농도에도 AS 유 자 발 이 감소하는 반면 '골드아미 

1호'의 AS 유 자 발 은 100 μM의 농도에서도 계속 으로 발 이 유지되었으며 

(Fig. 1A),  5MT 처리 시간에 따른 발  변화의 경우 원품종 동안벼는 500 μM 농도의 

5MT 처리 시 48 시간까지 발 양이 격하게 감소하는 반면, '골드아미 1호'는 시험된 

시간동안 발 양이 오히려 증가되고 있다(Fig 1B). 이는 '골드아미 1호'의 AS 유 자

에 변이가 일어나 5MT가 결합하지 못해 계속 으로 tryptophan을 합성하고 있음을 의

미한다.  

Fig. 1. Northern blot analysis of the transcription of putative OsASA1  after a 

different concentrations of 5MT(A) and 500 uM 5MT treatment for the indicated 

time periods.

- '골드아미 1호'의 아미노산 함량을 Pico-Taq 방법(Fluorometric HPLC analysis 

system)을 이용 분석한 결과, 출원품종인 골드아미 1호는 원품종인 동안벼에 비해 

체 아미노산 함량이 1.76배(G/D), 북지역 조품종인 남평벼에 비해 1.41배(G/N), 

조품종인 안벼(고 라이신 함유 품종)에 비해 1.70배(G/Y), 일본 인기 재배품종인 고

시히카리에 비해 1.91배(G/K) 증가하 다. 특히 Asp, Glu, Ala, Lys 의 함량이 원품종

과 조품종에 비해 크게 증가하 다(Tabl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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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mino 
acid

Dongan 
(D)

Nampyung 
(N)

Youngan 
(Y)

Kosihikary 
(K)

GoldAmi-1 
(G)

G/D (%) G/N (%) G/Y (%) G/K (%)

Cys 0.34 0.39 0.20 0.28 0.28 0.82 0.72 1.43 0.99 

Asp 5.08 5.33 5.00 5.02 9.52 1.87 1.78 1.91 1.90 

Glu 12.32 13.93 14.60 11.12 25.34 2.06 1.82 1.74 2.28 

Ser 4.87 6.50 5.29 4.57 9.26 1.90 1.43 1.75 2.03 

Gly 9.01 12.31 8.53 8.62 14.03 1.56 1.14 1.64 1.63 

His 1.58 2.14 1.52 1.57 2.50 1.58 1.17 1.65 1.59 

Arg 2.24 2.90 2.24 1.92 3.89 1.74 1.34 1.73 2.03 

Thr 3.55 4.64 3.51 3.40 6.30 1.77 1.36 1.79 1.85 

Ala 3.90 4.15 4.86 3.69 7.47 1.91 1.80 1.54 2.03 

Pro 12.01 15.68 10.51 10.89 18.45 1.54 1.18 1.76 1.69 

Tyr 0.34 0.38 0.26 0.28 0.33 0.99 0.87 1.28 1.19 

Val 4.68 5.63 4.43 4.16 7.25 1.55 1.29 1.64 1.74 

Met 0.84 1.03 0.69 0.76 1.11 1.32 1.07 1.61 1.45 

Ile 2.24 2.86 2.27 1.97 3.80 1.70 1.33 1.67 1.93 

Leu 3.87 4.90 4.63 3.36 7.54 1.95 1.54 1.63 2.24 

Phe 2.05 2.73 1.75 1.73 3.43 1.68 1.26 1.96 1.98 

Trp 0.08 0.09 0.09 0.07 0.13 1.55 1.42 1.41 1.75 

Lys 1.13 1.74 2.24 1.00 2.84 2.50 1.63 1.27 2.85 

Total 70.13 87.33 72.61 64.55 123.47 1.76 1.41 1.70 1.91 

Table 1. Amino acid contents in the seeds ofcv. 'GoldAmi-1' compared to those of the 

original variety, 'Dongan' and check variety, 'Youngan'

○  품종화 가능 유망 벼 돌연변이 계통의 농경형질 검정

- MRI-40-2 계통을 비롯한 15개 품종화 가능 유망 돌연변이 계통의 한국원자력연구원 

방사선과학연구소 육종시험장에서 수량검정 시험을 수행하 다. 일반 으로 출수기, 등

숙비율 등은 조품종과 돌연변이 계통간 차이를 보이지 않았으나, 간장의 경우 MRⅢ

-1-23-1, MRⅦ-18-1-1, MRⅦ-39-2-1 계통은 원품종인 동안벼와 10 cm 이상의 큰 차

이를 보 고, 일부 돌연변이 계통의 경우, 수장과 수수, 수당립수에 있어 원품종과 큰 

차이를 보 다 (Table 2). 이들 계통의 다른 형질은 2009년 수확된 종자의 정선 작업 

후 수행 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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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종 /

계 통 명

출수기

(월,일)

간장

(Cm)

수장

(Cm)

수수

(개/주)

수당립수

(개)

등숙비율

(%)

100주

정조 (Kg

)

안벼 8.18 74.6±0.4 19.4+0.8 18±1.1 64.1±12.7 91% 3.71 

일품벼 8.18 72.6±1.0 21±0.5 18.6±1.0 72±6.6 93% 3.25 

남평벼 8.19 73.4±0.9 20.4±0.6 18±0.6 92.4±9.6 93% 3.13 

동안벼 8.17 83.6±1.0 18.6±0.3 19.4±0.6 94±5.2 92% 2.95 

MRⅠ-40-2 8.17 83.2±1.0 21±0.9 18.8±0.9 75.2±11.2 92% 3.40 

MRⅠ-40-7 8.17 84.8±1.2 21.5±0.6 18.6±0.7 63.7±2.9 95% 3.38 

MRⅠ-40-9 8.17 84±1.6 21.5±0.6 19±1.2 68.3±2.3 96% 3.25

MRⅠ-110-2 8.17 81.2±0.7 20.3±0.2 19.6±0.8 54.4±3.5 94% 3.35 

MRⅠ-110-6 8.17 83.4±0.6 21.8±0.7 17.2±0.5 83.6±11.4 98% 3.37 

MRⅠ-110-9 8.18 80.4±0.5 21.2±0.5 18±0.4 64.5±2.8 97% 3.19 

MRⅢ-1-23-1 8.20 61±0.6 17.3±0.2 23.2±1.2 40.2±2.8 86% 2.42 

MRⅢ-3-1-4 8.13 80.4±1.4 20.9±0.6 18±0.6 70.1±8.2 91% 2.56 

MRⅦ-18-1-1 8.18 70±1.0 -　 21.2±0.7 　- 　- 3.11 

MRⅦ-25-1-4 8.19 81.7±0.9 16.4±0.5 22.8±0.2 46.4±3.7 86% 2.84 

MRⅦ-31-1-4 8.18 82.3±1.0 19.8±0.4 24.4±1.3 63.1±6.4 91% 3.26 

MRⅦ-33-1-1 8.19 74.8±0.7 15.6±0.4 23.8±1.9 42.2±2.9 96% 2.10 

MRⅦ-39-2-1 8.21 60.4±1.6 16.9±0.6 23.4±0.9 39.9±6.1 87% 2.07 

MRⅫ-2-4-1 8.17 73.8±1.2 18.4±1.1 23±1.2 52.7±6.2 89% 2.22 

Table 2. Agronomic traits of original variety 'Dongan', three check varieties 'Nampyoung', 

'Ilpum' and 'Youngan', and 14 mutant lines.

○ 내염성 벼 우량계통 선발  특성검정

- 선발 내염성 돌연변이 계통의 생리, 생화학  특성 규명. 

․내염성 유망 후보 2 계통 (ST-87, ST-301)을 선발.

․ 방사선육종시험장 포장  계화도 간척지 포장에서 형태  생육특성조사.

․ 조구인 동안벼에 비해 생육(조숙성, 만숙성), 형, 이삭길이, 분얼수, 장등 형태학

으로 차이를 보임.

- 품종화 가능 유망계통인 ST-87과 ST-301 계통의 생리  특성 검정

․Electrolyte leakage(EL): 조구인 동안벼와 ST-87, 301 계통은 무처리시 각각 7.7, 

7.1, 7.2% 로 나타냈고 171mM 염처리 7일후 87.3, 29.4, 35% 로 EL 값이 동안벼는 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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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배 이상 증가함.

․Malondialdehyde (MDA): 염처리 7일후 조구와 ST-87, 301 계통은 각각 23.6, 19.0, 

15.2 nmol/g 으로   ST-87, 301 계통의 MDA 함량이 염처리 , 후의 변화 폭이 음.

․물질 사의 요한 역할을 하는 총 엽록소와 카로테노이드 함량을 조사한 결과, 무처리

시 차이가 없었으나, 염처리 후 조구인 동안벼는 총 엽록소, 카로테노이드 모두 감소

하 으나 내염성 선발 2 계통은 무처리시와 처리후의 변화차이가 게 나타남. 

․내염성 항성 돌연변이 계통의 항산화  특성을 검정하기 해 염 처리 , 후 항산화 

효소 catalase (CAT), peroxidase (POD)의 활성도 분석.

․내염성 2 계통과 조구 잎에서 이온(Na, K)함량을 비교한 결과,  조구인 동안벼는 

염처리 7일후에 Na 함량이 크게 증가하 으나 ST-87은 염처리 후에도 큰 변화 없었

음. 

․아미노산 함량: 조구인 동안벼는 염처리 7일후에 크게 3.4배 감소하 으나 ST-87, 

ST-301은  약 1.04와 1.4배로 감소하 으나 염처리후에도 감소폭이 음. 

    표 3. 내염성 유망 2 계통의 아미노산 함량분석

A m i n o   
 acid

0 mM NaCl 　 171 mM NaCl

WT 
ST-87 
(Ratio*)

ST-301     
(Ratio) 　 WT

ST-87       
(Ratio)

ST-301     
(Ratio)

Asp 19.8 11.5(0.6) 14.1 (0.7) 2.5 9.0(3.6) 6.9(2.8) 

Glu 38.1 25.0(0.7) 25.9 (0.7) 9.1 22.2(2.4) 16.5(1.8) 

Ser 17.6 12.3(0.7) 11.2 (0.6) 6.1 12.8(2.1) 9.2(1.5) 

Gly 29.6 21.0(0.7) 16.7 (0.6) 6.5 18.0(2.8) 9.6(1.5) 

His 12.3 8.5(0.7) 7.3 (0.6) 3.3 7.9(2.4) 5.0(1.5) 

Arg 12.8 9.9(0.8) 7.8 (0.6) 4.2 9.6(2.3) 5.7(1.4) 

Thr 26.7 20.0(0.7) 15.2 (0.6) 6.7 17.8(2.7) 9.9(1.5) 

Ala 24.9 16.5(0.7) 15.0 (0.6) 8.8 16.7(1.9) 11.3(1.3) 

Pro 37.0 26.3(0.7) 18.6 (0.5) 7.1 21.2(3.0) 12.0(1.7) 

Tyr 4.6 4.2(0.9) 2.4 (0.5) 1.1 3.1(2.7) 1.4(1.3) 

Val 23.8 16.6(0.7) 14.3 (0.6) 9.1 17.6(1.9) 11.7(1.3) 

Met 3.4 2.5(0.7) 2.1 (0.6) 1.2 2.5(2.1) 1.6(1.3) 

Cys 0.3 0.1(0.2) 0.2 (0.7) 0.1 0.1(2.1) 0.1(1.2) 

Ile 14.6 9.1(0.6) 8.9 (0.6) 6.2 11.1(1.8) 7.6(1.2) 

Leu 24.7 14.5(0.6) 15.1 (0.6) 10.8 18.4(1.7) 12.9(1.2) 

Phe 23.8 17.1(0.7) 12.9 (0.5) 7.7 17.2(2.2) 9.6(1.2) 

Trp 0.5 0.3(0.5) 0.3 (0.6) 0.3 0.4(1.5) 0.3(1.2) 

Lys 3.7 2.4(0.6) 3.2 (0.9) 2.9 3.3(1.1) 2.9(1.0) 

Total 318.1 217.8(0.7) 191.3(0.6) 　 93.6 208.9(2.2) 134.4(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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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밥 용/장류용 콩 신품종 '원율콩' 품종출원

- 재래종 360-22계통이 미이라병에 약하여 미이라병 내병성 선발을 통한 안정 인 수

량 확보가 가능한 계통 선발을 육종방향으로 설정. 

- 종피색이 노란색에서 갈색으로 변했으며, 원래 재래종(360-22)의 장류용 콩용도와 더불어 밥  

 용콩으로도 이용가능성이 있으며, 미이라병에 내병성을 가져서 안정 인 수량확보가 가능

함. 

   

                         

       그림 2. (좌)검정콩 1호(장류 조), ( )일품검정(밥 조), (우)원율콩의 수확 종자

○  팔달 유래 ‘PD 900-326’ 계통의 품종보호권 출원  국가품종목록등재 신청

․출원 정일: 2011년 1월 

- 재래종 팔달 계통이 제색이 진하여 장류용  기타 용도로의 사용에 제약이 많아 이

를 없애기 한 목 으로 육종을 시작하 으며, 이에 종피색이 검정색으로 변하 으

며, 종자의 크기도 증가하면서 안정 인 수량확보가 가능한 ‘PD900-326’ 계통을 최종

으로 선발함

Fig. 3. (좌) ‘팔달’콩 식물체, (우) ‘PD 900-326’ 식물체

○ 팔달 유래 콩 신품종 '원 ' 품종출원  국가품종목록등재 신청

  - 출원일: 2011년 4월 30일

  - 품종출원번호: 10-2011-000302

  - 국가품종목록등재번호: 20-2011-0000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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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종피색이 노란색에서 검정색으로 변함. 

  - 종자 크기가 커지고 안정 인 수량 확보가 가능하며, 청국장  밥 용으로 이용가능. 

Fig. 4. 왼쪽-원품종 (팔달)과 오른쪽-원 (출원 품종) 종자

○ 보유 재래종 콩 유 자원의 증식, 특성평가  이미지 정보 구축

     - 종자 온 장고에 보유 인 1970년  수집 재래종 콩 유 자원  500계통의 종자 갱신     

           특성평가 수행(질  형질: 10개 항목, 양  형질: 5개항목)

     - 증식 계통의 이미지 정보 구축

       ․ 꼬투리, 종자 이미지 정보 구축 데이터 확보

          - 발아력 검정

 

○ Lipoxygenase 감  장류용 콩 유망계통 육성

     - SDS-PAGE를 이용하여 황 콩 후  4계통 (H6, H22, H52, H70)에서 콩 종자내 비린내에  

여하는 Lipoxygenase (Lox) 1,2,3  세 개가 모두 결여된 3계통 (H6, H22, H70)과 1,2 가 결여

된 계통 (H52)를 확인

Fig. 5. SDS-PAGE를 이용한 황 콩 후  Lipoxygenase band 결여 확인

     - 화학 발색 방법을 통하여 H6, H22, H70은 Lox 1,2,3 모두 결여된 것을 확인 하 으며, H52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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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umber of Lines

Change
Increase 13

Decrease 144

Non-change 294

Total 451

Lox 1,2 가 결여된 것을 확인

     

Fig. 6. 화학 발색 방법을 이용한 황 콩 돌연변이 후 의 Lipoxygenase 검정

○ Kunitz Trypsin inhibitor 함량 감 콩 품종 개발

- 콩 내에 존재하는 소화 억제 물질  하나인 Kunitz Trypsin inhibitor(KTi) 함량 는 

활성을 감소시켜 사료용  건강식 생식용 콩 품종 개발을 해 콩 돌연변이 451 계통 

activity를 측정.

Table 4. The number of soybean mutant lines showed lower or higher trypsin inhibitor activity 

compared to the original cultivars or landraces.

- NCBI에 올라와 있는 DNA data를 이용 KTi type을 분류할 수 있는 SNAP marker 개

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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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riginal landraces 

and cultivars
KTi type

a Number of mutant 

lines

KTi type of mutant lines

Tia (%) Tib (%)

Landraces

KAS360-22 a 7 7

KAS523-7 a 15 15

KAS524-38 a 3 3

KAS635-15 a 20 20

Subtotal 45 45 (100)

Cultivars

Paldal a 33 32 1b

94 Seori a 21 21

95 Seori a 11 11

Bangsa a 148 148

Baekwoon a 10 8 2 b

Suwon115 b 14 5 b 9
 

Hwanggum a 165 165

J2 a 4 4

Subtotal 406 394 (97.0) 12 (3.0)

Total 451 439 (97.3) 12 (2.7)

Table 5. Change and frequency distribution of the KTi type in the solid mutant lines 

derived from 12 soybean landraces and cultivars

a KTi type of the original landrace or cultivar

b Bold type indicates the number of mutant lines with changed KTi type

- SNAP marker를 이용하여 모품종과 비교하여 KTi type이 변한 돌연변이 계통 8계통
을 

확인 하 으며 변화된 계통의 KTi activity를 비교해본 결과 Tia type이 Tib type에 비
해 

activity가 높은 것을 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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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ine No. Trypsin inhibitor type
Trypsin inhibitor 
activity(TIU/mg)

SW115 b 17.5 ± 1.4a

SW115-5-1 a 18.9 ± 1.0

SW115-9-1-1 a 20.5 ± 1.3

SW115-10 a 20.1 ± 0.3

SW115-11-2 a 20.1 ± 0.9

SW115-24 a 20.5 ± 0.7

BW a 20.1 ± 0.7

BW-1 b 17.4 ± 1.1

BW-7-2 b 16.8 ± 0.5

PD a 19.2 ± 0.4

PD-5-10 b 18.4 ± 0.9

Fig. 7. Amplification patterns of the SNAP marker for the KTi type in 19 soybean mutant 

lines and three original cultivars. A, B and C are cvs. Paldal (PD), Baekwoon (BW), 

Suwon115 (SW115) and their mutant lines, respectively. All mutant lines of A are the 
same 

as cv. PD, except for PD-5-10. All mutant lines of B are changed from Tib to Tia type. 

Two mutant lines, BW-1 and BW-7-2, of C are changed from Tia to Tib type and the 
other 

mutant lines are the same KTi type as the original cultivar, BW. M: 100 bp ladder, a: Tia 

specific band, b: Tib specific band.

 Table 6. The difference of Trypsin inhibitor activity between Tia and Tib.

a Mean ± S.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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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KTi type 변화된 계통들을 SDS-PAGE에서 KTi protein band를 확인하고 Western 

blotting을 통해 Spectrophotometry에서 확인한 activity를 protein level에서 발  확인

Fig. 8. Electrophoretic profiles of soybean cultivars and mutant lines by SDS-PAGE. M: 

size marker, 1: SW115, 2: SW115-5-1, 3: SW115-9-1-1, 4: SW115-10, 5: SW115-11-2, 6: 

SW115-24, 7: BW, 8: BW-1, 9: BW-7-2, 10: PD, 11: PD-5-10

SW115
5-1 9-1-1 10 11-2 24 BW 1 7-2 PD

5-4
Mutant (SW115) Mutant (BW) Mutant (PD)SW115

5-1 9-1-1 10 11-2 24 BW 1 7-2 PD
5-4

Mutant (SW115) Mutant (BW) Mutant (PD)SW115
5-1 9-1-1 10 11-2 24 BW 1 7-2 PD

5-4
Mutant (SW115) Mutant (BW) Mutant (PD)

Fig. 9. Western blot analysis of soybean Kunitz Trypsin inhibitor protein accumulation in 

mutant cultivars.

○ Ginsenoside 고 함유 인삼 부정근 돌연변이 육성

 · 홍삼 제조용으로 좋은 천풍(1972년 한국인삼연  육성 품종), 수량이 좋은  연풍(1968

년 한국인삼연 연구소 육성 품종)에 한 embryo로부터 체세포 유기  방사선 조사 

후 부정근 발생율을 조사한 바, 70 Gy 이상의 선량에서 부정근 발생율이 격히 감소

함을 확인하 다(Table 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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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able 7. Development of adventitious root from gamma-irradiated embryo in Ginseng. 

- Ginsenoside 합성 련 유 자 발  분석

· Ginsenoside 합성 련 유 자인 PgSS, PsSE, PNX, PNY, PNY2, PgDDS primer를 

제작하여 수삼(정근, 측근), 50-2, 50-3, 50-9 계통(50Gy) RT-PCR 확인(Fig. 6)

· Control 군과 비교하여, 50-2, 50-3에서 PgSS, PNY 유 인자가 더욱 강하게 보이는 

것으로 확인

        

 Fig. 10. RT-PCR analysis of genes related to the ginsenoside biosynthesis. 

- 돌연변이체에 한 Thin Layer Chromatography(TLC) 기술을 이용한 유용 성분

(Ginsenoside) 분석 수행

· 인삼의 ginsenoside는 Rb1, Rb2, Rc, Rd, Rg3, Rh2, Re, Rf, Rg1, Rg2, Ro로 구분되는

데, TLC 분석 기술을 이용하여 ginsenoside standard 7종류에(Rb1, Rb2, Re, Rd, Rf, 

Rg) 한 것 분리

· Ginsenoside 분석 시 SS-I(Choloroform:mehtano:DW=65:35:10)일 때, Rb1, Rb2의 분리

가 일어나는 것을 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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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0-2, 50-3, 50-9 돌연변이 계통으로부터 20mg, 50mg, 200mg 을 가지고 TLC 분석한 

결과 Rb2, Re가 다른 성분보다 더 많은 것으로 확인

        

Fig. 11. TLC analysis of mutated adventitious root lines. 

○ Ginsenoside 고 함유 인삼 부정근 돌연변이 육성

- Ginsenoside 합성 련 유 자 분석

· Ginsenoside 합성 련 유 자인 PgSS, PsSE, PNX, PNY, PNY2, PgDDS primer를 

제작하여 수삼(정근, 측근), 자경종(Control Adventitious Root), 50-2, 50-3, 50-9 계통

(Mutated Adventitious Root) 유 자 분석

        Fig 12. Proposed biosynthesis of ginsenoside in P.ginse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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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13. Expression of genes related to ginsenoside biosynthesis in MAR.

· RT-PCR 수행결과 50-2 line에서 control과 비교하 을 때 PgSS, DDS 유 인자는 더

욱 강하게 발 하는 반면, PNY1의 경우에는 약하게 발 되는 것을 확인

- 돌연변이체에 한 Thin Layer Chromatography(TLC)  HPLC(High Performance 

Liquid Chromatography)  기술을 이용한 유용 성분(Ginsenoside) 분석 수행

· SS-I(Choloroform:mehtano:DW=65:35:10) 용매를 이용하여 TLC를 개하 을 때, 

control 과는 다른 새로운 type의 ginsenoside가 분리되는 것을 확인

Fig 14. TLC analysis of ginsenoside. 

· HPLC를 이용하여 ginsenoside(Rb1, Rb2, Rc, Re, Rd, Rf, Rg)를 분리하 을 때, 

  control과 비슷한 peak를 보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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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15. HPLC chromatograms of ginseng extracts in the CAR and MAR5 lines. 

○ Ginsenoside 변이 인삼 부정근 특성 검정

  - Ginsenoside 고 함유 돌연변이 인삼 부정근 특성 검정을 하여 자경종(Control Adventitious

    Root), 50-2, 50-3, 50-9 계통(Mutated Adventitious Root)의 량 증식을 한 조건 확립

      

          Fig 16. Adventitious root on the liquid adventitious root induction medium

      - Ginsenoside 합성 련 유 자인 PgSS, PsSE, PNX, PNY, PNY2, PgDDS 와 련하여 돌연변

이체의 full gene의 sequencing 확인을 한 조건 확립

      - 자경종 이외의 재래종 인삼인 천풍과 연풍으로부터 Ginsenoside 고 함유 돌연변이체 확보를 

하여 10, 30, 50, 70 Gy 조사한 것으로부터 돌연변이 계통 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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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Fig. 17. Adventitious root formation on the solid adventitious root induction medium

○  천연 항산화 기능성 배-포도 혼합식  개발

- “천연 항산화 기능성 배-포도 혼합식   그 제조방법” 일본특허 등록

․특허명: 천연 항산화 기능성 배-포도 혼합식   그 제조방법

․출원인: 김동섭, 정일윤, 강시용, 이주운, 변명우

․등록년도: 2009년 10월 16일

․출원국: 일본

․등록번호: 제4391515호

․주요내용: 본 발명은 배를 원료로 한 2단계 발효공정(알코올  산 발효)에 의한 천

연 배식  제조 시 항산화 기능을 증진시키기 해 Phenolic compound 인 

catechin, procyanidin, quercetin, prophylgallate  Resveratrol 등의 항산화 기능 성분

을 함유하고 있다고 알려진 천연과일인 포도를 첨가하여 기능성 배-포도 식 를 개발

하고, 발효공정 에 생기는 이상발효를 막기 한 방법으로서 발효가 완료된 배-포도 

식 에 이온화에 지(감마선)를 조사하여 100% 살균을 통한 고기능성 천연발효식 의 

생화  보존을 한 살균 공정기술 개발로 최 의 방사선 살균에 지 용과 살균 

후에도 유용성분의 변성이 없이 안정화된 천연 항산화 고기능성 웰빙 식 의 개발과 

그 제조방법에 한 것임(Fig. 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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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18. The fermenting facility and production of pear and pear/grape vinegars

   

○ 약용 들깨 축엽자소 활용 식,의약 소재 개발

- 약용 들깨 축엽자소 유래 돌연변이 계통 활용 식,의약 소재 개발  품종화

 ․기능성 식품 개발 (항산화, 염)을 한 항산화 활성이 높은 rosmarinic acid 고 함

유 약용들깨 6 계통  2 계통 최종 선발 (B type; C type; CJ-45)  품종화 비 

(Fig. 5.)

Fig. 19. Shape, field growth and rosmarinic acid contents of cv. Chuyeopjaso (CJ-WT) 

mutant lines, CJ-12 and CJ-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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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도라지 돌연변이 활용 식,의약 소재 개발  품종화

․기능성 식품 개발 (항산화)을 한 도라지 품종 개발을 한 계통 육성  생육 특성 

검정 (M2 세  1년생 ;  100 Gy-100 계통, 200 Gy-71 계통, 300 Gy-94 계통, M2 세

 2년생 ; 100, 200, 300 Gy 수확)

․도라지 꽃 상화 품종개발을 한 화형, 화색 변이계통 육성 (M2 세  1년생 ;  100 

Gy-25 계통, 200 Gy-31 계통, 300 Gy-33 계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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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산업소재용 식물 유 자원 개발

○ 바이오에 지 원료용 유채 품종개발을 한 돌연변이 유기  분석 선발

- 유망 돌연변이 계통 확보를 한 방사선 정 조사선량 선정

․자엽폭, 지상부길이, 지하부길이, 뿌리털 개수 등 4개 항목을 상으로 생육조사

․100Gy~4KGy까지 조사를 통해 RD50을 보이는 600Gy, 800Gy, 1KGy를 정선량으로 결정

그림 1. 유채 4품종의 방사선 차등 조사선량에 따른 생육조사

- 돌연변이 후  특성 검정

․완조사  조사를 통해 확보된 돌연변이 후  (M1-M2)의 포장 개

․유망 변이계통 선발  특성 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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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종  계통명 엽형 기색깔 개화시기 기직경 기직경 길이 꼬투리수

9장 Palmate Green
Early 
August

16.2 15.7 292.8 61.2 

10장 Palmate Green Late July 15.8 14.9 237.2 50.3 

11완 Entire Green
Early 
August

15.7 15.2 296.7 52.7 

11장 Palmate
Green and brown 

mixed
Late July 19.7 18.8 294.2 51.8 

12장 Palmate
Green and brown 

mixed
Early 
August

15.4 14.9 299.2 91.2 

13완 Palmate Green Late July 16.8 16.2 282.5 72.8 

14장 Palmate Green Late July 16.4 15.9 306.7 39.3 

15장 Palmate
Green and brown 

mixed
Early 
August

13.5 13.2 240.0 24.5 

16장 Palmate Green Late July 12.0 11.3 219.2 23.3 

17장 Palmate Green Late July 13.1 12.8 260.8 43.0 

C-18 Palmate Green Late July 14.2 13.6 260.0 38.2 

19장 Palmate Green
Early 
August

14.6 13.8 254.2 30.7 

C-20 Palmate Green
Early 
August

14.9 14.4 275.8 48.5 

C-22 Palmate Green
Early 
August

15.3 14.8 228.3 42.7 

Auxu Palmate Green Early 18.5 17.7 313.0 55.8 

표 1. 08‘-09’년 확보된 돌연변이 계통

Youngsan Hanra Tamra Tammi Sum

Accute 600Gy 74 48 30 45 197

800Gy 101 68 31 69 269

1000Gy 69 90 14 51 224

Chronic - - 22 13 35

Sum 244 206 97 178 725

○ 바이오 라스틱  바이오 섬유용 나  품종개발을 한 돌연변이 유기  우수

계통 선발

- 국내․외 수집 유 자원의 농업․형태  형질비교

․ 수집유 자원 17품종  변이 24계통의 생산성  생육 특성 평가

․ 개화기, 화색, 기색, 엽형, 기 두께, 식물체길이, 꼬투리수 등 7항목 형질 조사

표 2. 국내외 수집 유 자원  변이계통의 생산성  생육특성 평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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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eptember

진주(완) Entire
Green and brown 

mixed
Early 

September
22.1 21.3 351.8 30.8 

진주(장)-PGM
Palmat
e

Green and Purple 
mixed

Early 
September

21.9 20.9 345.7 43.8 

진주(장)-BGM
Palmat
e

Green and brown 
mixed

Early 
September

19.8 19.5 331.0 57.3 

14장- 색경1 Entire Purple
Early 
August

16.3 15.8 326.3 45.0 

14장- 색경1-EF Palmate Purple
Early 
August

16.9 15.6 322.3 36.0 

14장- 색경2 Entire Purple
Early 
August

14.4 14.0 286.0 26.3 

14장-진한 색경 Entire Purple
Mid  
August

14.1 13.8 309.0 27.7 

16완-1 Entire Light brown
Mid  
August

17.7 17.2 271.7 41.3 

16완-2 Entire Light brown
Mid  
August

13.7 13.4 191.7 23.3 

11완-1 Entire Light brown
Mid  
August

16.2 15.8 - -

11완-2 Entire Light brown
Early 
August

12.1 11.7 - -

11완-3 Entire Light brown
Early 
August

12.1 11.5 - -

11완-4 Entire Light brown
Early 
August

12.7 12.4 - -

11완-5 Entire Light brown
Early 
August

13.6 13.0 - -

11완-6 Entire Light brown Late July 12.9 12.8 - -

흰꽃변이1-1 Entire Light brown
Mid  
August

19.7 18.9 353.7 28.7 

흰꽃변이1-2 Entire Light brown
Mid  
August

20.6 19.6 393.3 43.0 

흰꽃변이1-3 Entire Light brown
Mid  
August

20.6 19.9 334.0 48.7 

흰꽃변이1-4 Entire Light brown
Mid  
August

19.3 18.6 320.3 45.7 

흰꽃변이1-5 Entire Light brown
Mid  
August

19.4 18.6 328.3 72.7 

흰꽃변이1-6 Entire Light brown
Mid  
August

18.1 17.5 321.3 34.0 

흰꽃변이2-1 Entire Light brown
Mid  
August

18.9 18.5 347.7 57.7 

흰꽃변이2-2 Entire Light brown
Mid  
August

16.8 16.1 307.3 30.0 

흰꽃변이2-4 Entire Light brown
Mid  
August

18.7 18.5 348.3 54.7 

흰꽃변이2-5 Entire Light brown
Mid  
August

18.1 17.4 325.3 35.7 

흰꽃변이4-1 Entire Light brown
Mid  
August

17.7 16.8 324.7 38.0 

22만생 Palmate Light brown
Mid  
August

19.0 18.2 238.3 89.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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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유망 돌연변이 계통의 생산성  생육 특성 평가

․ M4-M6 세 의 유망 계통의 7항목에 한 형질 조사 실시

․ 원품종에 비해 bio-mass 생산성면에서 뛰어난 계통 확보

그림 22. 나  생육형에 따른 bio-mass 비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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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2. 원품종 (Auxu, Jinju) 유래 유망돌연변이계통의 생육비교

- 내습성 계통 선발을 한 논포장 재배 시험

․ 습답조건에서 재배하여 생육 특성 평가하고 내습성 계통을 선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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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 밭과 논 재배 나 의 생육량 비교 

- 유망 돌연변이 계통 선발을 한 방사선 정 조사선량 선정

․지상부길이, 지하부길이, 뿌리털 개수 등 3개 항목을 상으로 생육조사

․100 Gy~2 KGy까지 조사를 통해 RD50을 보이는 500 Gy, 750 Gy를 정선량으로 결정

그림 4. 나  6품종의 방사선 차등 조사선량에 따른 생육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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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리그닌 생합성 련 유 자 크로닝

․Monolignol (G, S, H unit) 생합성 련 유 자 8종을 상

․3종의 key enzyme으로 알려진 4CL, CAD, CCR 3종의 염기서열 확인

그림 5. 리그닌 생합성 련 유 자 3종 (4CL, CAD, CCR)의 염기서열 분석



- 48 -

○  진주 재래 수집종 유래 ‘장 ’ (산업소재용 나  신품종)의 품종보호권 출원

    - 출원일: 2011년 1월 3일

  - 품종출원번호: 2011-0026

    - ‘장 ‘는 손바닥 모양의 잎모양으로 원품종(완 형의 잎모양)과 비교하여 개화시기가 다소 빠르

며, 조숙하여 꼬투리당 종자생산량이 많을 뿐만 아니라 bio-mass 생산은 비슷하여 조숙종  만

생종의 장 을 함께 가지고 있음. 

Fig. 6. 산업소재용 나  원품종(진주 재래 수집종)과 ‘장 ’의 비교사진

 

   ○ 친환경 산업 소재용 섬유 식물자원 유망 변이계통 선발  

 - 나  원품종(Auxu, Jinju)에서 유래한 유망 변이계통들의 생육특성 비교: 기직경, 장, 

꼬투리수, 기색깔, 형 

 - Auxu에서 유래한 A19 변이계통이 원품종보다 기직경, 장  꼬투리수에서 모두 우수한 

형질 특성을 보 으며, Jinju에서 유래한 J25 변이계통이 우수한 형질을 나타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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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7. 나  원품종과 유망 변이계통의 생육특성 비교

       

       - 환경내성 증진 계통 선발 : 내염성 테스트를 통해 생육이 우수한 변이계통선발

․원품종 (Auxu, Jinju)와 장   유망 64 돌연변이 계통 새만  간척지에 종 재배 실험 

실시

․조사항목:  기직경,  장

․염기가 높은 간척지 토양에서도 생육이 우수한 변이계통 (A22, A20, J13, WFM 1-6, C14 

-RS1) 5 라인을  선발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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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8. 내염성 테스트를 통해 생육이 우수한 변이계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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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 2 .  돌연변이 식물 유 자원 활용 유 체 연구

  1.  변이 유 자 동정  발 기작 연구

○ 돌연변이체 활용 국화 유용 유 자 분리  마커개발

- 국화 화색 련 유용 유 자 F3'H 유 자 분리, 동정  특허 출원;

․특허명: 국화에서 분리된 신규 F3'H 유 자  이를 이용한 화색 돌연변이체 선별 방

법’

․출원인: 강시용, 정성진, 김동섭, 김진백, 김상훈, 이 주

․등록년도: 2009년 10월 28일

․출원국: 한국

․등록번호: 10-2009-0102739

- 미국 국립생명공학정보센터 (NCBI, National Center for Biotechnology Information)에 

신규 6개 유 자 등록

그림 1. 조구 'Argus‘와 5개의 화색변이 돌연변이 개체의 DgF3'H  유 자의 아미노산 서열 비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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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방사선 조사에 의한 스탠다드 국화 ‘신마’ 무측지성 변이체 30 계통 선발 후 삽목  

조직배양 방법을 통한 형질의 고정 확인  

- 무측지 유발과 련된 LS (Later Suppressor) 유 자를 이용한 무측지성 변이계통의 

유 자 발 양상 확인 

○ “국화에서 분리된 신규 LDOX 유 자  이를 이용한 화색돌연변이체 선별 방법” 

특허 등록

   - 특허 제 10-1034787 호, 2011. 05. 06., 한국 

○  국화 유용 유 자 탐색을 한 라이 러리 제작  ESTs 분석 

- 국화 유용유 자  화색변이에 여하는 유 자연구를 통해 국화 화색 련 메커니즘

을 이해하고 이를 실젝 으로 육종에 활용하기 함

- 국화 화색변이 품종 ‘ARTI purple’을 이용한 cDNA library 제작

- 1,135개의 cDNA 클론을 확보 이에 한 sequencing을 수행하여 841개 non-redundant 

(nr) EST database를 구축

- 이들 유 자는 NCBI Clusters of Orthologous Groups(COG)분석을 통해 각 유 자의 

기능을 분류

Fig. 2. Clusters of orthologous groups of the BlastX matched 334 unigenes. Each color 

is defined by the class definition, Percent of this clas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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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Argus’와 ‘ARTI purple’  간의 subtraction cDNA library 합성

- Subtraction cDNA library합성을 통해 ARTI purple에서의 특이  발 하는 화색 련 

유 자 분석

 ○ 국화 ESTs를 활용한 differential  expression genes (DEGs) 분석

Fig. 3. Differential screening of clones from the chrysanthemum petal cDNA library. Two 

penals were prepared. The A-membrane was hybridized with labeled probes derived 

'Argus', and the B-membrane was hybridized with labeled probes derived 'ARTIpurple'. 

Red arrows indicate alpha-tubulin clones, and blue arrows indicate positives clones

Fig. 4. Identification of differentially expressed clones in chrysanthemu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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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Differential screening 결과, 체 841개의 cDNA 가운데 총 137개의 clone에서 'Argus'와 

'ARTI-purple'간에 발  양상의 차이를 보 다 (Fig 3. A, B). 그 에서 발 에서 확연한 

차이를 보이는 clone 17개를 재선발하여 확인하 다 (Fig 4. A, B). 

○ Subtractive Suppression Hybridization (SSH)를 이용한 국화 유 자 변이 분석

Fig. 5. Percentage distribution of the differentially expressed ESTs in the functional 

categories. All SSH ESTs were functionally classified on the basis of the NCBI blastx web 

search: 230 differentially expressed ESTs from the forward-subtrasted library and 216 

differentially expressed ESTs from the reverse-subtracted library in the functional 

categories.

 - 감마선 돌연변이 국화 'ARTI-purple'과 원품종 'Argus' 사이의 유 자 발 차이 탐색을 

하여 SSH 방법을 이용하여 subtraction cDNA libraries 제작하 다. 본 SSH법은 다량의 

SSH library의 분석에 의해 복 유 자의 abundance를 결정하고 그 차에 의한 gene 

profiling이 가능하고 한 비교 상으로부터 발 차이를 보이는 유 자를 효과 으로 발

굴할 수 있음을 보여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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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 양 돌연변이 벼 계통의 유 자 발  high-throughput screening 

- 5MT에 의한 transcript의 발 양상을 규명하기 해 원품종인 동안벼와 5MT에 강한 

항성을 보이는 MRVII-9-1 (MRI)과 MRVII-25-2(MRII) 계통을 상으로 

microarray 분석을 통한 아미노산 아날로그 항성 특이 발  유 자 량 검정과 

tryptophan biosynthesis pathway 련 유 자 상 RT-PCR 분석을 수행하 다.  

․ Microarray chip에 있는 유 자 정보를 토 로 방향족 아미노산 합성에 련된 유

자들을 KEGG program을 이용 선발하고 이들의 발  결과를 분석한 결과 shikimate에

서 chorismate 합성에 여하는 일부 유 자들을 제외하고 부분의 합성 련 유 자

들은 MRI과 MRII에서 그 발 양이 높게 나타났다.

Fig. 6. Transcript expression of genes related to tryptophan biosynthetic pathway.

․Microarray 결과를 바탕으로 Trp 합성에 여된 다른 유 자들의 발 을 검증하기 

해 각각의 유 자 상 primer sets을 작성하여 RT-PCR을 수행한 결과, 원품종인 동

안벼와 4개의 돌연변이 계통 간에 발 양에 차이를 보 으나, shikimate 

5-dehydrogenase (Os01g0375200), 3-phosphoshikimate 1-carboxyvinyltransferase 

(Os06g0133900), chorismate synthase (Os03g0254800), anthranilate synthase 1 

(Os03g0264400)의 발 은 원품종에 비해 돌연변이 계통에서 그 발 양이 높음을 확인

하 다 (Fig. 7).



- 56 -

Fig. 7. RT-PCR analysis with genes related to tryptophan biosynthetic pathway. in 

the wild-type and 4 mutant lines treated with 5-methyltryptophan. 

○  제 제 항성 돌연변이 한국 들잔디로부터 EPSPS 유 자 분리  발 검정

- 제 제 항성 련 유 자로 알려진 라이포세이트 생합성 경로에 련된 EPSPS 

유 자의 발 양상과 유 자의 장 염기서열 (1540 bp, 391 aa) 확보  야생종과 제

제 항성 계통 사이의 변이 확인

 

      그림 8. 야생종과 제 제 항성 계통 사이의 EPSPS 아미노산 염기서열 분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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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Kunitz trypsin inhibitor type에 따른 activity 차이 검정  단백질 수 의 2-D분

석

- Kunitz trypsin inhibitor type에 따라 inhibitor activity 차이가 있는 것을 확인.

- KTi type 구분을 해 제작한 SNAP marker를 통해 모품종의 type과 다른 type을 가

진 돌연변이 계통들 에서 3개의 계통 BW-7-2(백운 유래), PD-5-10(팔달 유래), 

SW115-24(수원-115 유래)을 이용하여 단백질  차이를 비교 분석

- SDS-PAGE  Native-PAGE 결과 : SDS-PAGE에서는 KTi 밴드 (21 kDa)에서는 차

이를 보이지 않았으나 Western을 통한 발 에서는 Tia와 Tib 상 차이를 나타냄. 

Native-PAGE 에서는 Tia와 Tib 밴드간 이동 속도의 차이를 보 으며 isozyme의 패턴

에서도 차이를 보임.

         (A)                            (B)

    

 Fig. 9. 돌연변이 계통과 모품종 간의 SDS-PAGE  Native-PAGE 결과. (A) SDS-PAGE 

 western blotting (B) Native-PAGE  zymography 

- 2-DE  2DDN : 단백질 패턴을 세 히 비교하기 하여 단백질 2차 기 동을 실시

함. 2-DE 상에서는 단백질 spot 간의 차이가 보이긴 하 으나 KTi 와는 련 없는 

spot 들이었으며 2-DDN 상에서는 Native-PAGE와 유사하게 이동속도의 차이를 보이

는 spot 들이 찰됨.

- MALDI-TOF/MSMS를 통하여 2-DDN에 이동속도 차이가 나는 spot이 trypsin 

inhibitor인 것을 확인 하 으며 2-DZ를 수행하여 Tia와 Tib 간의 activity zone의 차이

를 확인하 음.

- Tia와 Tib 간의 activity와 단백질 분석에서의 차이가 실험상에서 보 으나 실제 체내

에 흡수되는 과정에서 두 type 간의 차이가 어떻게 나타나는지 동물 실험을 통해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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를 확인하고 KTi activity의 변화 여부를 품종 육성에 이용 정.

Fig. 10. 돌연변이 계통과 모품종 간의 2-DE  2-DDN 결과

 ○ KTi type 간 생체 내 소화 억제 정도 확인  당 조  여부 확인  

      - 백운(Tia)과 백운-7-2(Tib)를 사료에 첨가하여 쥐에게 6주간 먹인 후 KTi typer간의 activity 

차이를 체  변화를 통해 확인 (그룹 I, 정상 쥐 일반 사료; 그룹 II, 정상 쥐 백운 첨가 사료; 

그룹 III, 정상 쥐 백운-7-2 첨가사료). KTi type에 따른 체 의 변화는 정상 쥐 그룹 (I, II, 

III)에서는 보이지 않았으며, 당뇨 쥐의 그룹 (IV, V, VI)에서는 생두가 첨가된 그룹이 체 이 

많이 증가한 것을 확인함.

     - STZ를 이용하여 당뇨를 유발한 쥐에게 같은 방식으로 먹인 후 체  변화  당 변화 확인 

(그룹 IV, 당뇨 쥐 일반사료; 그룹 V, 당뇨 쥐 백운 첨가 사료; 그룹 VI, 당뇨 쥐 백운-7-2 첨

가 사료). KTi type에 따른 당의 변화는 Tia는 4주 후부터 감소가 나타났으며 Tib의 경우 6

주간 유의  변화는 없었으나 조군 (IV)에 비해 낮은 수치를 유지한 것을 확인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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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11. Tia와 Tib를 가각 먹인 일반 Rat  당뇨 유발 Rat의 체  변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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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12. Tia와 Tib를 가각 먹인 일반 Rat  당뇨 유발 Rat의 당 변화. 

    

   ○ 콩 비린내 유발 유 자 Lipoxygenase 련 유 자 분석  

      - 황 콩 후 에서 SDS-PAGE와 Chemical assay를 통하여 확인된 돌연변이 계통 (H6, H22, 

H23, H70 -  Lox1, 2, 3 모두 결여, H52 - Lox1, Lox 2 결여)를 이용하여 control과의 

Sequence의 차이를 확인하고자 primer를 제작.

      - 제작한 Primer를 이용하여 PCR 수행  Sequencing 의뢰

      - 돌연변이 후  Lox1, Lox2, Lox3 각 유 자의 sequence를 황 과 비교하여 SNP 확인 작업 수

행 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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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  방사선 양에 의한 유  다양성 연구

○ 무궁화 품종 간의 유연 계 분석

- 무궁화 134개 품종의 표 형 분석을 통한 유연 계  육성계보도 분석

- 무궁화 134개 품종의 AFLP 방법을 이용한 유연 계  육성계보도 분석

    - 표 형  유 형 분석의 상호비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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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림 1. 무궁화 134개 품종의 표 형을 이용한 품종 상호 간 유연 계분석(좌)  AFLP 방

법을 이용한 유 형의 품종 상호 간 유연 계분석(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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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양한 국화품종과 ‘미곡’, ‘아르거스’ 유래 화색돌연변이체 간의 유  유연 계 분

석

 - 스 이  스탠다드형 15개의 국화 원품종과 ‘아르거스’, ‘미곡’ 유래 돌연변이체 11

개 계통간의 AFLP방법을 이용한 유연 계분석

 - 분석 결과 체 26개 국화 품종 는 계통들은 3개의 그룹으로 분류가 되었으며, ‘아르

거스’와 유래 돌연변이체가 한 그룹으로, ‘미곡’과 유래 돌연변이체가 한 그룹으로 분류

 - 스탠다드 국화 품종 는 계통은 스 이 국화와는 다른 그룹으로 분류

      Fig. 2. Phylogenic tree of 26 chrysanthemum varieties or radio-mutants based on 

      UPGMA clustering analysis by AFLP genotyping data.

○ 스 이 국화 ‘아르거스’와 화색 돌연변이체간 형태 , 유  유연 계 분석

- 원품종 ‘Argus’와 ‘ARTI purple’, ‘ARTI queen’을 포함한 4개의 돌연변이체간의 형태

, 유 (AFLP) 유연 계 비교분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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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rimer set No. of total bands 

(EA)

No. of polymorphic 

bands (EA)

Polymorphism (%)

M-CAA/E-ACA 65 44 67.7

M-CAA/E-ACC 108 96 88.9

M-CAA/E-AGC 76 61 80.3

M-CAG/E-ACA 93 85 91.4

M-CAG/E-ACC 96 80 83.3

M-CAG/E-AGC 85 67 78.8

M-CAT/E-ACA 70 58 82.8

M-CAT/E-ACC 104 100 96.1

M-CAT/E-AGC 51 48 94.1

Fig. 3. 국화 ‘Argus’와 돌연변이체 4개의 표 형을 이용한 유연 계분석(좌)  AFLP 방법

을 이용한 유 형의 유연 계분석(우). 

 · 각 계통별 총 40주로부터 형태  특성조사를 실시하 으며, 형태  분석 데이터를 통

계 으로 수치화하기 하여 각 조사 특성에 따른 차이를 5단계로 나 어 원품종 

‘Argus'의 특성을 ’3‘으로 기 하고 각 계통의 수치에 따라 1~5 단 로 표시하여 

metrix code를 작성

 · AFLP분석에 한 similarity coefficient 기반의 유연 계 분석결과와 형태  분석을 

통한 Euclidean distance 기반의 유연 계 분석결과가 일치하지 않았으며, 환경에 향

을 많이 받는 표 형을 기반으로 한 결과보다는 환경에 거의 향을 받지 않는 유 형

에 기반한 결과가 더욱 신뢰도가 높은 것으로 단

 ○ 방사선에 조사선량에 따른 스탠다드 국화 'Migok' 배양체의 유  다양성 분석

   Table 1. Polymorphic patterns observed from 12 fluorescent labeled AFLP primer 

combinations among chrysanthemum 'Migok' and irradiated invitro plan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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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CAC/E-ACA 118 75 63.5

M-CAC/E-ACC 118 100 84.7

M-CAC/E-AGC 63 52 82.5

Tatal 1047 866 -

Mean 87.2 72.1 82.6

Fig. 4. Dendrogram of thegamma-irradiated in vitro plant and non irradiation plant has revealed 

by UPGMA cluster analysis of AFLP-based genetic similarity estimates using 1,047 AFLP 

products obtained using 12 primer pair.

- AFLP 분석 결과: 12개 조합의 primer  M-CAT/E-ACC, M-CAC/E-ACC 조합에서 100개의 

polymorphic band와 M-CAA/E-ACA 조합에서 44개의 polymorphic band를 확인함 

- Genetic similarity 는 0.56- 0.94로 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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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  기능유 체 연구를 한 돌연변이 집단 구축

○  유 체 연구용 벼 TILLING 집단의 구축  량분석 기술개발

- TILLING 실험을 한 목표유 자인 OsASA1의 public data base search  이에 근거

한 유 자의 sequencing

 ․OsASA1은 tryptophan 함량에 한 역할이 보고 되었으며, 이에 따른 유 자 정보     

는 Gramene과 NCBI에서 수집.

- TILLING 기법에 필요한 normalization에서 amplicon의 정 농도 결정

․15 ng/ul로 pooling을 한 normalization 농도 결정 

․amplicon의 농도는 최소 25 ng/ul가 되도록 조정

- CEL1 처리에 한 온도  시간의 최 화 조건  CEL1이 fluorescence-label primer

에 미치는 향  amplicon의 AT-rich region에 미치는 향 찰

․surveyor nuclase(transgenomic) kit을 이용, 42℃, 20 min처리함.

- Cleaved DNA detection에 있어 capillary electrohporesis를 이용한 고감도 결과 분석 

목

․DNA detection에 있어 가장 감도가 높은 fluorescence를 이용한 ABI 3130 capillary 

electrophoresis를 이용한 detection을 수행

- 2-D method를 통한 량의 mutant population에서 SNP를 가진 가능성 있는 개체의 

탐색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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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림 1.  OsASA1의 genomic DNA sequence data

그림 2. OsASA1의 유 자 구조  라이머의 디자인



- 67 -

Character No. of mutants (%) Total (%)

Initial exposed dose (Gy) 100 200

No. of examined plants 371 64 435

Plant height
+ 5 (1.3) 0 (0.0) 5 (1.1)

- 7 (1.9) 1 (1.6) 8 (1.8)

Branching
+ 0 (0.0) 0 (0.0) 0 (0.0)

- 3 (0.8) 0 (0.0) 3 (0.7)

Maturity
+ 48 (12.9) 15 (23.4) 63 (14.5)

- 14 (3.8) 0 (0.0) 14 (3.2)

Fruit size
+ 1 (0.3) 0 (0.0) 1 (0.2)

- 16 (4.3) 0 (0.0) 16 (3.7)

그림 3. TILLNG실험에서 capillary electrophoresis를 이용한 OsASA1의 DNA polymorphism 

detection

○ 기능 유 체 연구용 고추 돌연변이 라이 러리 량 구축

 - 하바네로 M2세  특성검정 결과  M3세  종자 확보

Table 1. Mutation pattern on Capsicum chinense 'Habanero' M2 generation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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Yield
+ 6 (1.6) 0 (0.0) 6 (1.4)

- 4 (1.1) 0 (0.0) 4 (0.9)

Sterility 8 (2.2) 6 (9.4) 14 (3.2)

Fruit shape 1 (0.3) 0 (0.0) 1 (0.2)

Total (%)a 83 (19.1) 21 (32.8) 104 (23.9)

aSeveral mutations in one plant are counted as only one.

Dose (Gy) Germination(%) Plant height(cm)
Cotyledon 
height(cm) No. of leaves

Cont-1 
(Rep1) 95.0 22.6 ± 3.2 4.8 ± 0.6 6.5 ± 0.8

Cont-2 
(Rep2) 97.0 22.8 ± 3.9 4.6 ± 0.6 6.7 ± 0.8

Mean 96.0 22.7 ± 3.6 4.7 ± 0.6 6.6 ± 0.8

100Gy-1 
(Rep1) 83.0 22.1 ± 4.6 4.7 ± 0.9 7.0 ± 1.2

100Gy-2 
(Rep2) 74.0 20.8 ± 3.9 4.2 ± 0.8 6.9 ± 0.8

Mean 78.5 21.5 ± 4.3 4.5 ± 0.9 6.9 ± 1.0

150Gy-1 
(Rep1) 93.0 20.0 ± 3.5 4.4 ± 0.7 6.6 ± 0.8

150Gy-2 
(Rep2) 99.0 20.6 ± 4.4 4.4 ± 0.9 6.6 ± 1.0

Mean 96.0 20.3 ± 4.0 4.4 ± 0.8 6.6 ± 0.9

200Gy-1 93.0 19.9 ± 4.3 4.2 ± 0.8 6.8 ± 0.9

Fig. 4. Mutation types of Capsicum chinense  'Habanero' by radiation treatment.

     

- 국내 재래종 고추 ‘유월 ’의 방사선 감수성 조사

Table 2. Growth response of Capsicum annuum 'Yuweolcho', Korean local variety to 

gamma ray irradi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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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p1)

200Gy-2 
(Rep2) 98.0 20.6 ± 4.4 4.4 ± 0.8 6.7 ± 1.2

Mean 95.5 20.3 ± 4.4 4.3 ± 0.8 6.8 ± 1.1

계통명 출처 국가 특성

유월 서울 국내 재래종

제주재래 경북 국내 재래종 분지 지 에 안토시아닌 침착이 강함.

풍 경북 국내 재래종

수비 경북 국내 재래종

칠성 경북 국내 재래종

풍각재래 (주)고추와 육종 국내 재래종

양재래 (주)고추와 육종 국내 재래종

천안재래 (주)고추와 육종 국내 재래종

제주재래 (주)고추와 육종 국내 재래종 개화시기가 상당히 빠르고 분지지  안토시아닌 침착.

소태 (주)고추와 육종 국내 재래종

풍 (주)고추와 육종 국내 재래종 방아다리 하단 측지 발생 강함.

반월재래 (주)고추와 육종 국내 재래종 분리가 많이 일어나며 세  타식 추정.

청룡 (주)고추와 육종 국내 재래종 분리, 개체별 Trichome 차이남.

수비 (주)고추와 육종 국내 재래종

고생재래 (주)고추와 육종 국내 재래종 분리, 1개체 과실 무늬가 있음.

풍각 (주)고추와 육종 국내 재래종

- 다양한 고추 유 자원들의 방사선 감수성 조사를 한 유 자원 증식  특성평가

표 3. 고추 유 자원들의 특성 평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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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추 국내재래종 '유월 ' 돌연변이 라이 러리 구축

  - 고추 국내재래종 '유월 ' 방사선 감수성 평가

Fig. 5. 고추 국내재래종 '유월 ' 건조종자의 방사선 감수성



- 71 -

 - '유월 ' M2 집단 기 생육특성 평가  sampling, M3 종자 수확

   : 100 Gy 처리 103 M1 유래 384 M3, 150 Gy 처리 156 M1 유래 568 M3, 200 Gy 처리 145 M1 유

래 512 M3 종자 확보 (총 404 M1 유래 1,464 M3 종자 확보)

            Fig. 6. 고추 국내재래종 '유월 ' M2 집단 생육 기 자엽 변이체

   - '유월 ' M1 집단 량구축  M2 종자 확보

  : '유월 ' 건조종자 2,500립을 Reduction Dose 50 (RD50)인 100 Gy 처리 결과 방사선조사 4주 

후 발아율이 87.1%로 확인되었으며, 1,434개 M1 유래 M2 종자 확보  

   

○ 감마선 조사에 의한 콩의 M2 population 구축

  - 밥 용으로 이용되는 검정콩 ‘청자3호’ 5000립에 250Gy 선량으로 24시간 조사하여 M1 개체 

개후 개체당 1립의 종자를 수확하여 1400립의 M2 확보. 

  - 장류용으로 이용되는 ‘ 원콩’ 5000립에 150Gy 선량으로 24시간 조사하여 M1 개체 개후 개

체당 1립의 종자를 수확하여 1700립의 M2 확보.

   

 ○ 유 체 연구용 벼 Popolation 구축

  - 동안 벼에 감마선 300 Gy, 400 Gy를 조사하여 M1 세  300 Gy 1769 계통, 400 Gy 1594 계통 

확보.

  - 확보된 계통을 이용하여 leaf color, leaf morphology, plant morphology, flowering, heading date,  

panicle morphology에 따라 각 개체의 phenotype을 조사한 결과 300 Gy에서는 Yl, Sl, Lc, Lf의 

특성이 높게 나타난 반면, 400 Gy에서는 Sp, Lc, Lf, Lh의 특성이 높게 나타났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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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ategory
Phenotype 

description
Symbol

300 Gy 400 Gy

Number of 

mutant 

observed

Frequency 

(%)

Number of 

mutant 

observed

Frequency 

(%)

Leaf  color

Albiono Ab 2 0.11 12 0.75 

Yellow leaf Yl 16 0.90 12 0.75 

Dark green leaf Dg 10 0.57 2 0.13 

Pale green leaf Pg 6 0.34 2 0.13 

Bluish green leaf Bg 0 0.00 0 0.00 

Stripe St 5 0.28 1 0.06 

Zebra Zb 8 0.45 20 1.25 

Spot leaf lesion Sp 9 0.45 48 3.01 

Variegated leaf Vl 1 0.00 23 1.44 

Light green leaf Lg 3 0.17 0 0.00 

Yellow splotch 

leaf
YSp 16 0.90 2 0.13 

Leaf  

morphology

Drooping  leaf Dl 2 0.11 4 0.25 

Long leaf Ll 9 0.51 3 0.19 

Necrotic leaf Ne 21 1.19 1 0.06 

Rolled leaf Rl 2 0.11 12 0.75 

Short leaf Sl 42 2.37 18 1.13 

Narrow leaf Nr 12 0.68 3 0.19 

Twisted leaf Tw 0 0.00 3 0.19 

Brittle leaf/culm Br 0 0.00 7 0.44 

Adherent leaf Ad 1 0.06 0 0.00 

Plant  

morphology

Dwarf Dw 41 2.32 9 0.56 

Eract Er 3 0.17 0 0.00 

Long culm Lc 104 5.88 33 2.07 

Semidwarf Sd 3 0.17 0 0.00 

Spread-out So 1 0.06 1 0.06 

Flowering

Late  flowering Lf 47 2.66 34 2.13 

Bloomless Bl 4 0.23 0 0.00 

Early flowering Ef 11 0.62 1 0.06 

Heading  

date

Late  heading Lh 9 0.51 34 2.13 

Early heading Eh 0 0.00 5 0.31 

No heading Nh 0 0.00 0 0.00 

Panicle  

morphology

Long panicle Lp 7 0.40 6 0.38 

Short panicle Shp 3 0.17 0 0.00 

Sparse panicle Spr 1 0.06 0 0.00 

Table 4. Summary of phenotype classification and frequency of phenotypes occurring in the 

mutations in the fiel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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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gilent 
probe

Genbank 
ID

Description

Normalized Intensity (mean)

Chronic irra. Acute irra.

100 Gy 400 Gy 100 Gy 400 Gy

Induced genes at 100 Gy chronic gamma-irradiation(fold 
change > 20)

　 　 　

A_71_P111773 AK074005
Unknown expressed 
protein

53.67 21.15 22.88 9.06 

A_71_P109987 AK068401
squalene monooxygenase 
2 (sqp2 gene)

48.23 1.45 14.07 17.85 

A_71_P126033 AK099682
Unknown expressed 
protein

32.03 7.59 6.87 11.86 

A_71_P101341 AK107798
Unknown expressed 
protein

30.93 13.28 10.49 25.89 

A_71_P121784 AK063411
transposon Doppia 
transposase DOPD

28.44 5.07 7.02 4.75 

 제 3 .  방사선 이용 신육종기술 개발

  1.   LET 선원 활용 육종기술 개발

○ 방사선 완조사(감마 이토트론)을 이용한 육종기술 개발

- 완조사에 따른 선량별 생육조사

․선량(2118Gy, 574.2.Gy, 155.7Gy, 72.6Gy, 42.3Gy)에 따른 방사선 조사 후 생육조사

․Control 비 고 선량(2118Gy, 574.2Gy)에서는 잘 자라지 않았으나, 42.3Gy나 72.6Gy 

에서는 생육, 이삭길이, 수장에 큰 차이가 없는 것으로 보임

○ 감마선 완조사에 의한 벼 유 체 네트워크 연구 

 - Microarray 기법을 이용한 감마선 조사패턴(완, 조사)에 따른 사체 발 양상

  ․Microarray 분석 결과에서 감마선의 완, 조사에 따라 발 양이 변화된 유 자를 조사한 결과, 

100 Gy 완조사에서 20배 이상의 증가를 보이는 유 자가 13개 확인되었고, 400 Gy에서는 34개가 

확인됨.

  ․ 조사의 경우 100 Gy에서 20배 이상 증가하는 유 자수는 40개이고 400 Gy에서는 47개가 확인

됨.

  ․100 Gy 완조사에서 20배 이상의 감소를 보이는 유 자는 15개로 확인되었고, 400 Gy에서는 99

개가 확인됨. 조사의 경우 100 Gy에서 20배 이상 발 양이 감소하는 유 자수는 41개이고 400 

Gy에서는 96개가 확인됨.

Table 1. Summary of chronic gamma-irradiated significantly induced genes (shaded in light orange) 

with a ratio over 20-fold in the irradiated rice plant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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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_71_P120378 AK065009 ribosomal protein 41 28.34 3.38 10.42 16.48 

A_71_P106260 AK110995
Unknown expressed 
protein

28.15 11.08 0.40 15.74 

A_71_P121036 AK107845
Unknown expressed 
protein

23.84 15.11 13.98 1.67 

Induced genes at 400 Gy chronic gamma-irradiation(fold 
change > 20)

　 　 　

A_71_P104403 AK071055
Unknown expressed 
protein

5.15 213.10 1.91 54.57 

A_71_P119498 AK101352
Unknown expressed 
protein

11.94 141.48 41.02 56.72 

A_71_P126432 AK101239
Unknown expressed 
protein

30.09 139.88 16.39 33.34 

A_71_P102800 AK064497
Unknown expressed 
protein

10.03 89.22 2.53 4.74 

A_71_P114319 AK063413
Unknown expressed 
protein

48.35 66.16 30.45 28.30 

A_71_P109928 AK103114
putative mitochondrial 
carrier protein

11.80 60.90 45.30 54.92 

A_71_P121242 AK100248
Unknown expressed 
protein

4.68 42.57 11.68 2.50 

A_71_P110492 AK073240
Unknown expressed 
protein

8.97 42.32 13.89 9.08 

A_71_P124677 AK064391
Unknown expressed 
protein

7.64 40.14 9.66 7.34 

A_71_P117833 AK070656 nicotianamine synthase 3 1.76 37.88 1.61 3.04 

A_71_P101113 AK111708
Unknown expressed 
protein

8.85 37.13 9.82 15.80 

A_71_P120846 AK106407
putative membrane 
transporter 

0.85 35.47 2.80 4.23 

A_71_P113318 AK073598
putative replication 
protein A1

6.12 34.73 15.97 16.34 

A_71_P124276 AK060033 bulb chitinase-1 0.35 34.69 0.25 0.35 

A_71_P125991 AK102367
pleiotropic drug 
resistance like protein

1.52 30.30 5.55 8.05 

A_71_P125280 AK100272
Unknown expressed 
protein

23.07 29.42 0.53 0.65 

A_71_P119946 AK069659
fatty acyl coA reductase 
(TAA1a gene)

1.00 29.11 10.02 4.56 

A_71_P125653 AK101088
Unknown expressed 
protein

9.18 27.79 10.29 13.79 

A_71_P119671 AK106714
Unknown expressed 
protein

0.48 26.35 1.51 0.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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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_71_P104468 AK063336
Unknown expressed 
protein

4.34 26.27 1.32 1.83 

A_71_P124261 AK064079
Unknown expressed 
protein

0.61 26.16 2.23 10.26 

A_71_P114737 AK073259
Unknown expressed 
protein

11.65 25.65 7.99 11.88 

A_71_P116598 AK063440
Unknown expressed 
protein

4.83 24.18 8.19 2.48 

Induced genes at 100 Gy acute gamma-irradiation(fold 
change > 20)　

　 　 　

A_71_P107537 AK065235
putative thiamine 
biosythesis protein ThiC 

7.77 11.38 347.93 289.42 

A_71_P102555 AK065414
Unknown expressed 
protein

1.89 5.18 57.57 55.72 

A_71_P112319 AK071546 putative cytochrome P450 6.53 6.08 53.24 17.47 

A_71_P100416 AK099465
putative protein 
phosphatase 

7.42 8.89 43.63 5.09 

A_71_P114233 AK106800
putative serine 
carboxypeptidase II 

20.84 17.54 42.41 38.61 

A_71_P109547 AK059346
Unknown expressed 
protein

12.84 22.62 40.23 27.14 

A_71_P102175 AK062372
putative selenium-binding 
protein 

7.09 28.06 37.63 27.42 

A_71_P104043 AK058997
polynucleotide 
phosphorylase

17.56 14.75 36.85 35.08 

A_71_P124039 AK068249
Unknown expressed 
protein

7.96 18.54 29.69 23.00 

A_71_P100177 AK102033 alpha-amylase 12.11 2.11 29.46 36.02 

A_71_P119466 AK070112
Unknown expressed 
protein

9.00 12.07 28.76 19.04 

A_71_P114525 AK103315
gamma-glutamylcysteine 
synthetase (gcs)

2.67 10.20 27.70 1.61 

A_71_P102589 AK072799
ribosomal RNA apurinic 
site specific lyase

6.48 10.33 26.11 18.96 

A_71_P105814 AK065700
Unknown expressed 
protein

7.24 1.80 25.96 19.19 

A_71_P117863 AK103353 putative elongation factor 7.27 6.92 23.90 21.49 

A_71_P106003 AK102001
Unknown expressed 
protein

8.50 7.51 23.41 4.01 

A_71_P112541 AK100180 PCF1 5.67 6.27 23.12 26.01 

induced genes at 400 Gy acute gamma-irradiation(fold 
change > 20)

　 　 　

A_71_P109855 AK102606 Unknown expressed 10.96 0.62 1.48 108.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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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rotein

A_71_P115478 AK068858
ribonucleotide reductase 
large subunit A 

3.13 11.26 11.08 75.66 

A_71_P119074 AK066776
methionine 
aminopeptidase-like 
protein 

12.11 49.51 40.24 69.39 

A_71_P107618 AK073541
Unknown expressed 
protein

5.99 19.61 20.28 58.48 

A_71_P122753 AK064377
Unknown expressed 
protein

13.16 19.57 17.45 46.65 

A_71_P103446 AK063836
Unknown expressed 
protein

8.20 10.35 32.15 42.75 

A_71_P122993 AK103350 glycine rich protein 2.41 0.73 3.39 40.54 

A_71_P107646 AK111863
Unknown expressed 
protein

23.63 8.96 8.41 37.73 

A_71_P125052 AK067445
Unknown expressed 
protein

0.85 5.80 0.97 36.62 

A_71_P100177 AK102033 alpha-amylase 12.11 2.11 29.46 36.02 

A_71_P122533 AK059603
Unknown expressed 
protein

17.82 24.24 24.00 35.85 

A_71_P100555 AK071981 ankyrin-like protein 4.83 8.86 26.22 34.49 

A_71_P120864 AK063389 nuclear coiled-coil protein 19.70 2.82 5.84 32.24 

A_71_P108683 AK102781
Unknown expressed 
protein

6.22 8.02 14.59 28.42 

A_71_P123385 AK063397 translin-like protein 8.85 13.17 6.86 28.34 

A_71_P104046 AK111828
Unknown expressed 
protein

7.95 8.78 14.57 27.96 

A_71_P120830 AK111409
Unknown expressed 
protein

3.68 8.21 10.52 26.62 

A_71_P112541 AK100180 PCF1 5.67 6.27 23.12 26.01 

A_71_P110234 AK106658
sugar transporter - like 
protein

4.68 18.19 10.89 24.45 

A_71_P109407 AK067400
Unknown expressed 
protein

0.69 3.07 18.52 23.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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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gilent 
probe

Genbank 
ID

Description

Normalized Intensity (mean)

Chronic irra. Acute irra.

100 Gy 400 Gy 100 Gy 400 Gy

100 Gy chronic gamma-irradiation 　 　 　 　

A_71_P119752 AK069322
Unknown expressed 
protein

0.04 0.32 0.07 0.19 

A_71_P118939 AK067186
Unknown expressed 
protein

0.04 0.07 0.06 0.04 

A_71_P107932 AK109390
S25-XP1 DNA binding 
protein

0.04 0.05 0.07 0.06 

A_71_P125793 AK073310
Unknown expressed 
protein

0.04 0.18 0.24 0.18 

A_71_P120033 AK069900
nucleasome/chromatin 
assembly factor D 
protein NFD106 (nfd106) 

0.04 0.11 0.38 0.50 

A_71_P123657 AK058583
Unknown expressed 
protein

0.05 0.10 0.11 0.19 

A_71_P100687 AK065788
phosphatidylserine 
synthase-2 

0.05 0.85 0.40 0.62 

A_71_P102474 AK109278
EF-hand Ca2+-binding 
protein CCD1 (ccd1) 

0.05 5.16 0.20 0.14 

A_71_P126181 AK109925 hypothetical protein 0.05 1.00 0.32 0.28 

A_71_P108798 AK066138
allene oxide synthase 
(AOS) 

0.05 2.04 2.22 0.89 

400 Gy chronic gamma-irradiation 　 　 　 　

A_71_P114507 AK064924 phospholipase C 0.35 0.04 0.15 0.04 

A_71_P110247 AK062656
Unknown expressed 
protein

0.13 0.04 0.37 0.24 

A_71_P114806 AK109898
Unknown expressed 
protein

0.11 0.04 0.06 0.06 

A_71_P125143 AK065205
Unknown expressed 
protein

0.46 0.04 0.15 0.08 

A_71_P100549 AK106248
Unknown expressed 
protein

0.13 0.04 0.06 0.37 

A_71_P102830 AK101435
Unknown expressed 
protein

0.40 0.04 0.04 0.27 

A_71_P107056 AK062274
Unknown expressed 
protein

0.33 0.04 2.12 0.81 

A_71_P121342 AK058264 poly(A) polymerase 0.33 0.05 1.84 0.76 

A_71_P116423 AK068862 Unknown expressed 0.07 0.05 0.15 0.09 

Table 2. Summary of chronic and acute gamma-irradiated significantly repressed genes (shaded in 

light blue) with a ratio over 20-fold in the irradiated rice plant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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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rotein

A_71_P103640 AK064194
Unknown expressed 
protein

0.16 0.05 2.99 0.06 

A_71_P122280 AK069644
Unknown expressed 
protein

0.13 0.05 0.35 0.26 

A_71_P106619 AK100333
kaurene synthase A 
(An1) 

0.45 0.05 0.30 0.08 

A_71_P100597 AK110682
 isoflavone reductase 
homolog 1 (IFR1) 

0.09 0.05 19.06 0.80 

A_71_P112373 AK111619 putative protein kinase 0.39 0.05 0.47 0.24 

100 Gy acute gamma-irradiation 　 　 　 　

A_71_P119843 AK105852
stearoyl-acyl carrier 
protein desaturase

0.39 0.42 0.04 0.17 

A_71_P116418 AK062667
nonspecific lipid transfer 
protein (ltp-BR1)

0.26 0.06 0.04 0.17 

A_71_P119300 AK072771
Unknown expressed 
protein

0.28 0.48 0.04 0.04 

A_71_P104704 AK108297
Unknown expressed 
protein

0.25 0.73 0.04 0.04 

A_71_P100982 AK107209 cyclin type B-like 0.78 0.25 0.04 0.06 

A_71_P109731 AK108175 epoxide hydrolase 1.17 0.21 0.04 0.05 

A_71_P125527 AK107125
Unknown expressed 
protein

0.62 0.10 0.04 0.07 

A_71_P112733 AK108443
putative protein 
translation factor Sui1 
homolog 

0.47 2.02 0.04 0.09 

A_71_P105582 AK064583
Unknown expressed 
protein

0.46 0.36 0.04 0.12 

A_71_P110642 AK103022
Unknown expressed 
protein

0.75 0.29 0.04 0.06 

A_71_P104753 AK109652
growth-regulating factor 
1 (GRF1) 

0.45 0.42 0.05 0.08 

A_71_P111136 AK110892
UDP-glucose:salicylic 
acid glucosyltransferase 
(SA-GTase) 

0.36 1.24 0.05 0.06 

A_71_P102659 AK108555
WRKY transcription 
factor 51 (WRKY51) 

0.07 0.22 0.05 0.19 

A_71_P123236 AK068409 nitrate transporter 2.16 0.05 0.05 0.19 

A_71_P122210 AK063923
Unknown expressed 
protein

0.55 4.75 0.05 0.05 

400 Gy acute gamma-irradiation 　 　 　 　

A_71_P107453 AK105729
Unknown expressed 
protein

0.19 1.62 0.05 0.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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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_71_P118130 AK062172 PSII 10kD protein 0.23 0.15 0.29 0.04 

A_71_P119024 AK103051 Rtac1 (rtac1) 0.47 0.36 0.05 0.04 

A_71_P112116 AK070211 cyclin 0.28 0.29 0.27 0.04 

A_71_P120363 AK105596
Unknown expressed 
protein

1.83 0.18 0.57 0.04 

A_71_P119970 AK103306
calcium-dependent 
protein kinase 

0.56 2.10 0.17 0.04 

A_71_P117824 AK107065 WSI76 protein 0.32 0.08 0.15 0.04 

A_71_P123300 AK071225
Unknown expressed 
protein

0.46 0.37 0.11 0.04 

A_71_P108358 AK068438
flavanone 
3-hydroxylase-like 
protein

0.42 0.23 0.12 0.04 

A_71_P110522 AK100238
Unknown expressed 
protein

0.21 0.41 0.15 0.04 

A_71_P113048 AK071484
Unknown expressed 
protein

0.37 0.09 0.07 0.04 

A_71_P116450 AK111824
hypernodulation aberrant 
root formation protein

0.59 0.30 0.96 0.04 

A_71_P103964 AK105413
Unknown expressed 
protein

0.43 1.08 0.31 0.04 

A_71_P114799 AK107797 EL5 1.34 0.17 0.45 0.04 

A_71_P111829 AK071455 auxin response factor 8 0.37 0.20 0.19 0.04 

A_71_P120216 AK059408 annexin-like protein 0.23 0.10 0.14 0.04 

A_71_P101774 AK108853
Unknown expressed 
protein

0.39 0.41 0.14 0.04 

A_71_P115408 AK111821
putative transcription 
factor protein 

0.56 0.18 0.39 0.04 

A_71_P109503 AK070649
Unknown expressed 
protein

0.08 0.27 0.09 0.04 

A_71_P121473 AK063617
Unknown expressed 
protein

0.07 0.29 0.42 0.04 

A_71_P127135 AK105806
Unknown expressed 
protein

0.16 0.29 0.10 0.05 

A_71_P107468 AK100633
putative cytochrome 
P450

0.66 0.22 0.12 0.05 

A_71_P101954 AK071667
mannan 
endo-1,4-beta-mannosida
se 

0.29 0.06 0.15 0.05 

A_71_P103237 AK101504
PIN1-like auxin 
transport protein (pin3) 

1.07 0.13 0.10 0.05 

A_71_P107427 AK061425
Unknown expressed 
protein

0.42 0.09 0.20 0.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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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_71_P116378 AK070508 cysteine synthase (rcs2) 0.69 0.06 0.43 0.05 

A_71_P100809 AK101374
Unknown expressed 
protein

0.31 0.06 0.16 0.05 

A_71_P105863 AK103832
Unknown expressed 
protein

0.33 0.40 0.06 0.05 

A_71_P100527 AK068755 peroxidase (pox2 gene) 1.28 0.06 0.46 0.05 

A_71_P112086 AK111698
serine/thronine protein 
kinase (DPK2)

1.12 2.49 0.20 0.05 

A_71_P123155 AK109037
putative 
Ca2+-transporting 
ATPase

0.42 0.61 0.07 0.05 

A_71_P120674 AK060654
xyloglucan 
endotransglycosylase-like 
protein (PM5)

0.34 0.31 0.16 0.05 

    

    - 완, 조사 처리를 통한 특이  발 을 보인 유 자 선발 

      ․ 각각의 완, 조사에 따른 처리 시 많은 유 자가 특이 으로 발 되는 것을 알 수 있었음

   

                          

           

              Fig. 1. Dendrogram of differentially expressed genes

      - 완, 조사 처리의 생물학  기능의 변화 

       · 100 Gy에서는 특이 으로 조사에서는 chlorophyll 생합성을 보 으며 완조사에서는 단백질 

polymerization과 hypusine metabolic 과정을 나타냄. 

       ․400 Gy에서는 조사에서 단백질 polymerization을 나타냈고 완조사에서 intracellular protin 

transport 련 기능과 cell redox homeostasis 기능의 변화를 나타냄.

       ․각각의 특이 인 경로에 한 다양한 처리에서 100 Gy, 조사와 400 Gy, 조사가 매우 가까

운 상 계수를 보 고 이 두 개의 처리는 400 Gy, 완조사와 가까운 상 계수를 나타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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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Fig. 2. Specific biological pahtway of differntially expressed genes in treatments of 100 Gy 

and 400 G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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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Fig. 3. Heat maps of co-expressed genes of each specific BP pathway.

○ 감마선 완조사에 의한 콩의 생육 특성 비교  M2 population 구축

  - 기존에 수행해 오던 조사 후 와의 mutant spectrum 비교

  - 안(특수성분증가), 신화(나물용), 청자3호(밥 용), 원(장류용)의 4개 품종을 100, 200, 300, 

400Gy 선량에 각각 5개의 식물체를 30일(6주간) 완조사함.

  - 3주 조사 후에 체 식물체의 길이와 잎의 개 양상을 조사.

   ․식물체의 길이는 선량이 증가함에 따라 감소하는 부의 상 계를 보 으며, 잎의 개 시기는  

100 Gy 선량에서 control에 비해 빠르게 개되는 양상이 찰됨.

   - 원 품종의 경우 완조사 민감성이 가장 두드러지게 나타났으며, 나머지 3개의 계통의 경우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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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0Gy 완조사 식물체에서만 종자 수확이 가능했음. 그 이상의 선량에서는 종자수확이 불가능.

  ○ 감마선 완조사에 의한 Brachypodium 생육 특성 비교  M2 population 구축

    - Bd21 품종을 100, 150, 200, 250, 300, 350, 400Gy 선량으로 각각 4개체씩 20일(4주간) 완조사

함.

  - 4주 조사 완료 후에 체 식물체의 길이와 분얼수를 조사.

  ․식물체의 길이는 선량 간의 유의한 차이를 찰할 수 없었으며,  분얼수는 100Gy 선량에서 

control에 비해서 증가되는 양상이 찰됨.

  

Fig.  4.  4주 완조사 완료 후의 선량별 체 식물체

      

          Fig.  5. 4주 완조사 완료 후의 선량별 식물체의 길이와 분얼수 조사

    

     - 100Gy와 150Gy에서 정단부 이삭에서 형태 인 변이를 가지는 이삭을 찰할 수 있었으며, 

200Gy 이상의 선량에서는 종자 수확이 불가능했음.   

      

Fig.  6. 100Gy와 150Gy의 선량에서 형태 인 변이를 가지는 이삭의 모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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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고 LET 선월 활용 육종기술 개발

○ 러시아 우주선 노출콩 종자 M2세  포장 개 

- KAS 523-7(서목태, 일명 쥐 이콩) 계통의 러시아 우주선 ISS환경에 노출 후 포장 재

배  M3 세  종자 수확

○ 러시아 우주선 노출콩 종자 M3세  포장 개 

  - KAS 523-7(서목태, 일명 쥐 이콩) 계통의 러시아 우주선 ISS환경에 노출된 후 M2 

세  생육 우수 개체 선발한 M3를 세  포장 개

  - 형 변이, 화색 변이, 조숙 계통  생육 우수한 9계통의 M4 종자 확보

  - M4세  수량  농업형질 분석 정

○ 러시아 우주선 노출 애기장 의 지상부 microarray 분석 

  - 22,000개의 유 자가 심겨진 Agilent microarray를 가지고 실시한 microarray 분석 결

과 체 유 자의 4.05% 해당하는 1,314개의 유 자가 upregulation 되고, 6.48%에 해당하

는 2,101개의 유 자가 dowregulation 됨을 알 수 있었다.  

 

○ 러시아 우주선 노출 애기장 의 지상부  지하부 생육 분석 

   - 지상부의 hypocotyl의 생육을 분석한 결과 주어진 우주방사선 조건에서의 지상부 생육

차이는 찰할 수 없었으며, 체 인 식물체의 길이에 있어서도 별다른 차이 을 발견할 

수 없었다.

  - 지하부 생육을 분석한 결과 주어진 우주방사선 노출 조건에서 지하부 생육이 control 

조건에 비해서 하되는 결과를 찰할 수 있었으며, 뿌리털(root hair)의 경우 control 조

건에 비해서 덜 생성됨을 찰할 수 있었다. 

Fig. 1. 지상부(hypocotyl)와 지하부 생육 길이 비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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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2. 뿌리털(root hair)의 생성 비교

○ 국 우주선 노출콩(명주나물콩) 종자 M5세  포장 개  엽형 변이체 선발

- 명주나물콩 계통의 국 무인 우주선 노출을 포장에서 M5세  포장 개

- 엽형 변이 등의 표 형 변이개체를 비롯한 우수생육계통 선발

  

 그림 3. (좌) 원품종-narrow leaf (우) 변이품종-round leaf

○ 국 우주선 노출콩(명주나물콩) 종자 M6세  포장 개  엽형 변이체 선발

  - M5 세 에서 엽형 변이  생육 우수 개체 선발 수확한 M6세  6 계통 포장 개

  - M6세  엽형변이, 생육 우수 계통을 포함 최종 으로 5계통 선발

  - M7세  수량  농업형질 분석 정    

  ○ 국 우주선 노출콩(명주나물콩) 종자 M8세  포장 개  특이 계통 선발

   - 2010년 생육, 엽형 변이로 선발한 5 계통 종자 확보를 해 2열 1반복으로 종

   - 4계통 엽형 변이 (narrow -> round) 특성 유지 확인 

   - 엽형 변이 계통  MJ8-2/6-2은 형, 꼬투리 색  백립 의 변화를 보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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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통명 백립  (g) 체 무게 (62개체, g)

명주나물 12.0 450.8

MJ8-2/6-2 22.8 1262.7

 <명주나물>                      <MJ8-2/6-2>

Fig. 4. 명주나물과 MJ8-2/6-2의 종실 크기

Table 1. 명주나물과 MJ8-2/6-2 간의 백립   수량 비교

  ○ 우주선 탑재 벼 종자의 변이 개체 특성 규명 

  - 국 우주선 탑재 벼 종자의 기 생육비교 

  ․Control(Il-pum)과 국 우주선 탑재 벼(SP)를 유리온실에서 3주 동안 배양한 결과, 수장, 뿌리 

길이,  생 량 모두 조구와 비슷한 수치를 보임.

Fig. 5. Comparison of growth between control and space seedling grown for 3-weeks in greenhous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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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P Plant height No. of tiller Panicle length

1 1 72.33 ± 2.08 9.00 ± 2.00 22.33 ± 1.15 

　 2 66.67 ± 2.08 10.33 ± 1.53 22.83 ± 1.04 

2 1 71.67 ± 2.08 8.33 ± 1.53 22.17 ± 1.61 

　 2 70.67 ± 2.52 9.67 ± 0.58 24.00 ± 0.50 

3 1 68.00 ± 2.00 8.00 ± 2.00 21.67 ± 1.15 

　 2 65.67 ± 0.58 9.00 ± 1.00 24.33 ± 2.52 

4 1 66.00 ± 1.00 8.00 ± 4.00 22.17 ± 1.61 

　 2 72.67 ± 2.31 10.00 ± 2.00 22.33 ± 0.58 

5 1 66.33 ± 3.21 9.67 ± 1.53 23.67 ± 0.58 

　 2 65.67 ± 0.58 9.67 ± 1.53 24.17 ± 0.29 

6 1 70.00 ± 1.00 12.33 ± 1.15 22.00 ± 1.73 

　 2 68.00 ± 2.65 9.67 ± 0.58 26.17 ± 0.29 

7 1 71.00 ± 2.65 9.67 ± 0.58 22.50 ± 0.87 

　 2 68.67 ± 1.53 8.33 ± 2.08 22.33 ± 1.53 

8 1 72.67 ± 1.53 7.67 ± 2.52 21.67 ± 1.15 

　 2 67.67 ± 1.15 8.33 ± 1.15 24.33 ± 0.58 

9 1 68.67 ± 3.21 10.67 ± 3.79 23.83 ± 0.76 

　 2 66.67 ± 1.53 8.00 ± 2.00 22.83 ± 1.26 

10 1 69.00 ± 1.00 10.67 ± 2.31 22.33 ± 0.58 

　 2 68.33 ± 1.53 9.67 ± 2.08 23.17 ± 1.44 

11 1 65.33 ± 0.58 9.33 ± 1.53 22.00 ± 1.00 

2 67.33 ± 2.52 10.00 ± 1.00 23.17 ± 1.44 

12 1 66.67 ± 1.15 8.33 ± 1.53 23.83 ± 0.76 

2 65.67 ± 2.08 12.00 ± 2.00 24.50 ± 0.87 

13 1 65.67 ± 1.53 10.00 ± 1.00 19.83 ± 0.76 

Plant
Height

(cm)

Root length

(cm)

Leaf number

(ea)

Root number

(ea)

Fresh weight

(mg)

Control

(Il-pum)
7.1±0.04 10.2±0.07 2.1±0.02 7.8±0.06 105.2±0.17

SP 7.0±0.03 9.5±0.04 2.0±0.00 7.6±0.04 103.8±0.12

   Table 2. Comparison of growth between control and space seed under normal condition.

  - 국 우주선 탑재 벼 종자의 2011년 변이 개체 생육조사 

   ․2011년 SP M4 세  60 line의 종자를 수확하고 각 line의 생육조사 데이터를 얻음.

  Table 3. SP line growth data in 20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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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63.67 ± 1.15 9.67 ± 0.58 19.67 ± 0.58 

14 1 69.67 ± 0.58 9.00 ± 1.00 23.33 ± 0.58 

2 66.67 ± 1.53 8.00 ± 1.00 22.33 ± 0.76 

15 1 72.33 ± 2.52 8.33 ± 2.31 23.83 ± 1.61 

　 2 68.33 ± 1.53 9.00 ± 1.73 22.67 ± 2.36 

16 1 67.33 ± 2.52 9.00 ± 1.73 22.50 ± 2.18 

　 2 68.67 ± 1.15 8.33 ± 1.53 23.00 ± 1.00 

17 1 67.33 ± 0.58 9.00 ± 1.73 22.33 ± 0.58 

　 2 71.33 ± 1.53 9.00 ± 1.00 22.33 ± 0.58 

18 1 70.00 ± 2.65 8.00 ± 2.00 22.67 ± 0.58 

　 2 68.00 ± 1.73 7.33 ± 1.53 24.33 ± 0.58 

19 1 67.67 ± 1.53 9.67 ± 1.15 23.67 ± 0.29 

　 2 69.00 ± 2.00 10.00 ± 0.00 24.33 ± 0.58 

20 1 68.33 ± 1.53 13.67 ± 1.15 22.83 ± 1.44 

　 2 68.67 ± 2.52 9.33 ± 1.53 24.00 ± 0.00 

21 1 69.33 ± 2.08 10.00 ± 1.00 24.00 ± 7.90 

　 2 71.67 ± 1.15 6.67 ± 1.15 22.17 ± 7.30 

22 1 72.33 ± 2.08 13.67 ± 2.08 22.33 ± 7.11 

　 2 70.00 ± 2.00 7.67 ± 1.53 22.67 ± 7.16 

23 1 67.00 ± 1.73 9.00 ± 0.00 23.50 ± 7.83 

　 2 68.33 ± 1.53 6.67 ± 1.53 22.00 ± 6.93 

24 1 70.33 ± 1.53 8.00 ± 0.00 21.67 ± 7.36 

　 2 71.67 ± 2.08 7.33 ± 0.58 24.00 ± 7.77 

25 1 70.33 ± 2.52 7.67 ± 1.53 22.83 ± 7.23 

　 2 66.67 ± 2.89 12.00 ± 3.46 22.17 ± 6.86 

26 1 69.67 ± 2.08 8.33 ± 2.08 21.33 ± 6.62 

　 2 69.33 ± 3.06 9.67 ± 0.58 22.33 ± 7.39 

27 1 73.00 ± 1.73 8.67 ± 3.06 23.50 ± 7.18 

　 2 70.67 ± 0.58 8.33 ± 0.58 24.00 ± 8.10 

28 1 69.67 ± 1.53 8.67 ± 2.31 22.00 ± 7.11 

　 2 74.67 ± 0.58 10.00 ± 0.00 23.00 ± 7.76 

29 1 71.67 ± 1.53 11.00 ± 1.73 23.00 ± 7.26 

　 2 74.67 ± 1.15 11.67 ± 2.08 21.00 ± 6.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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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온빔을 활용한 육종기술 개발

- 일본 다카사키 연구소와 력연구로 이온빔(320 MeV carbon-ion from the 

AVF-cyclotron)을 이용한 돌연변이 육종 연구기술 개발을 한 벼 선량에 따른 감수

성 연구 수행: 이온빔 조사된 벼는 발아율이 60 Gy 이상에서 2% 이하로 떨어졌으며 

장, 근장, 뿌리수에 있어 선량에 따른 부의 상 계로 감소하 다 (Fig. 6, Table 4). 

벼에 있어 이온빔을 이용한 육종에 있어 정 선량은 약 30 Gy로 추정된다.

  

Fig. 6. Plant growth of 5-weeks old rice irradiated with Ion-beam. 

Table 4. Plant growth factors of 5-weeks old rice irradiated with Ion-beam

  Plant heights(㎜) Length of roots(㎜) No. of roots

cont 402.0±6.5 145.0±17.7 23.9±1.8

10 Gy 395.5±9.2 135.0±8.9 21.3±1.0

20 Gy 395.0±7.8 119.0±5.8 23.2±1.4

40 Gy 293.0±12.3 91.0±6.3 13.7±0.6

 ○ 이온빔 조사에 의한 벼 변이 개체 특성 규명

  - 이온빔 조사에 의한 벼 변이 개체의 수량 검정

   ․각 선량(10, 30, 40 Gy)에 따른 조사체와 contol인 일품의 수량 검정   

   ․Control(Il-pum)과 조사체의 수량 검정 비교시 40 Gy에서 수장이 작고 수 당 립수가 

다른 것에 비해 작게 나타난 것을 확인 할 수 있었으나, 다른 선량들과 비교 했을 땐 

큰 차이가 나타나지 않는 것으로 보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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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illering Plant 

height

Panicle length No. of seeds  per panicle

I-W (M2 

Cont.)

9.6±0.6 63.2±0.8 22.5±0.6 140.9±9.5

I-10 (M2) 10.5±0.5 62.6±0.9 22.35±0.5 136.9±8.1

I-40 (M2) 10.6±0.5 62.9±1 23.4±0.6 146.2±7.6

MI-30 (M1) 8.9±0.5 61.2±1 22.1±0.6 138.4±6.2

I-40 (M2) 9.9±0.4 57.8±1.6 21.2±0.6 120.2±9.8

Table 5. Ion-beam line growth data in 20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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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부연구목표 주요 연구개발 실
가 치

(%)

연구목표 

달성도

(%)

비고

∙방사선 돌
연변이 식
물 유 자
원 개발

․돌연변이 신품종 품종보호권 출원 (8건)

- 국화: ARTI-queen, ARTI-purple, ARTI-grace, 

ARTI-elegance

- 무궁화: 다솜

- 콩: 원율, 원  

- 나 : 장

․돌연변이 신품종 품종보호권 등록 (4건)

- 국화: ARTI-queen, ARTI-purple

- 벼: 골드아미-1호, 원명

․기술이  (2건)

- 무궁화 신품종 '꼬마' 품종보호권 기술이  계약 

체결: (주)수 로, 기술료 40 백만원

- 항산화 기능성 천연 배-포도 혼합식   그 제조

방법에 한 기술이 : (주)엔제닉, 기술료 100 백

만원

․개발 신품종 산업  활용을 한 제품개발 지원  특허출

원 (3건) 

- 나  섬유 활용 제지 개발 기술(1건)

- 블랙베리 신품종 활용 간 기능개선 식 (2건) 

․품종화 가능 유망 돌연변이 유 자원 량 확보

50 100

- 논문게재: 34편
 (SCI: 16편)
- 국내외 학술발표: 

100편
- 품종보호권 출원: 

8건
- 품종보호권 등록: 

4건
- 특허 출원: 8건
- 특허 등록: 4건
- 기술이 : 2건
- 특허 출원 지원: 

3건
- 유용 유 자 유

정보 NCBI 등
록: 16건

- 방사선 지표식물 
개발: 4건

- 우주육종 연구기
반 구축

- 러시아, 일본, 
국과의 국제 력
연구

∙ 돌 연 변 이 
식물 유
자원 활용 
유 체 연
구

․신규 유용 유 자 동정  특허출원(2건)

- 국화 화색 련 F3'H 유 자(1건)

- 국화에서 분리된 신규 LDOX 유 자(1건)

․미국 국립생명공학정보센터(NCBI) 유 자 등록(8건) - 

화색 련 유 자 6개, 제 제 항성 잔디 유 자 2

개 등록

․방사선 조사에 의한 특이발  유 자 profiling  마

커 유 자와 지표식물개발(4건)

․기능 유 체 연구용 벼, 고추, 두류 돌연변이 집단 구축

․국화 화색 련 유 자 탐색을 한 cDNA library 

구축  EST 분석과 SSH 연구

30 100

∙방사선 이
용 신육종
기술 개발

․무인 육종우주선 탑재 종자 벼, 콩의 세 진척  특

이 변이체 선발: 국 CAAS 력

․우주선, 이온빔 조사 종자 벼, 콩의 세 진척  특

이 변이체 확보: 러시아 IBMP, 일본 다카사키 연구소 

력

․감마선 완, 조사 특이 반응유 자 검정을 한 

microarray 분석  data mining 

20 100

총계 100 100

제 4 장. 연구개발 목표 달성도  외 기여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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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o. 연도 제  목 학술지 발표자 게재일자
국가명

(SCI 여부)

1) 국내외 SCI/E 논문게재 실

1 2009
Breeding of four-leaf white clover (Trifolium repens 

L.) through 60Co gamma-ray irradiation

Plant  Biotechnology 

Reports 3(3):191-197
송인자 2009-07-01

미국

(SCIE)

2 2009
Improvement of ginsenoside production by Panax 

ginseng adventitious roots induced by γ-irradiation

Biologia Plant. 

53(3):408-414
김동섭 2009-10-30

네덜란드

(SCI)

3 2009

Identification of differentially expressed genes 

associated with 5-methyltryptophan resistance in 

rice mutants

Biologia Plantarum 

53(3):444-450
김동섭 2009-12-31

네덜란드

(SCI)

4 2010
Development of AFLP and STS markers linked to 
a waterlogging tolerance in Korean soybean 
landraces

Biologia plantarum
54(1):61-68

강시용

이경
2010-02-19

네덜란드

(SCI)

5 2010
Fine Mapping and Candidate Gene Analysis of the 
Floury Endosperm Gene, FLO(a), in Rice

Mol. Cells 

29:167-174
Yong Li Qiao 2010-02-28

한국

(SCI)

6 2010 A gene family encoding RING finger proteins in 
rice: their expansion, expression diversity, and 

PMB 임성돈 2010-02-04 네덜란드

※ 참고: 주요 연구성과

  1.  표 성과 총 표

                                             (기술료 단  ：백만원)

구분

논문게재(편) SCI IF값 특 허(건) 기술료

국내

(SCI)

국외

(SCI)

계

(SCI)
합계 평균

국내 국외
계

수입액

(건수)

계약액

(건수)출원 등록 소계 출원 등록 소계

‘11 목표
5

( 0 )

3

( 3 )

8

( 3 )
6.0 2.0 5 1 6 - - - 6 - -

‘11 실
9

( 1 )

4+2*

( 6 )

15

( 7  )
15.4 2.2 8 7 15 - - - 15 -

100

(1)

'09~'11

목표

11

( 1 )

9

 ( 9 )

20

( 10 )
18.0 2.0 16 3 19 - - - 19 - -

'09~'11

실

22

( 4 )

12

( 12 )

34

( 16 )
31.5 2.0 16 8 27 - 1 - 28 -

140

(2)

* First Online Published Papers

  2.  논문게재 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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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expressed genes 72:369-380 (SCI)

7 2010
Identification of Kunitz trypsin inhibitor mutations 
using SNAP markers in soybean mutant lines

Theor Appl Genet 
121:751-760

김동섭

이경
2010-03-01

미국

(SCI)

8 2010

Cloning and characterization of a 5-enolpyruvyl 
shikimate 3-phosphate synthase(EPSPS) gene from 
Korean lawn grass
(Zoysia japonica)

원 과학기술지

28(4):648-655
이혜정 2010-08-31

한국

(SCIE)

9 2010
Isolation of Leucoanthocyanidin Dioxygenase (LDOX) 
gene from spray-type chrysanthemum 
(Dendranthema grandiflorum) and its colored mutants

원 과학기술지

28(5):818-827
정성진 2010-10-31

한국

(SCIE)

10 2011
Registration of Asian soybean rust-resistant soybean 
germplasm G01-PR16

J. Plant Registrations 

5(1):118-122 
H.R. Boerma 2011-01-01

미국

(SCIE)

11 2011
Identification of a second Asian soybean rust 
resistance gene in Hyuuga soybean

Phytopathology 

101(5):535-543
Kerry F. Pedley 2011-04-18

미국

(SCI)

12 2011

Antioxidant response of Arabidopsis plants to 
gamma irradiation: Genome-wide expression 
profiling of the ROS scavenging and signal 
transduction pathways

J. Plant Physiol. 
168(16):1960-71 김동섭 2011-06-12

독일

(SCI)

13 2011 Improvement of Seed Germination in Rosa rugosa
Kor. J. Hort. Sci. 

Technol. 29(4):352-357 이지연 2011-08-01
한국

(SCIE)

14 2011
Comparative analysis of evolutionary dynamics of 
genes encoding leucine-rich repeat receptor like 
kinase between rice and Arabidopsis

Genetica 
139(8):1023-32 김동섭 2011-08-31

네덜란드

(SCI)

2) 비 SCI 논문게재 실

1 2009
A genome-wide approach for functional analysis 

using rice mutant.

Korean J. Crop Sci.  

54(3): 332-338
임원철 2009-09-30

한국

(비SCI)

2 2009

Development of plant resources by using radiation 

mutation breeding - High amino acid accumulating 

rice mutant, ″GoldAmi-1″

J. Radiation Isotope. 

24(2): 88-99
김동섭 2009-10-30

한국

(비SCI)

3 2009

Biochemical characterization of 5-methyltryptophan 

resistant rice mutants through SDS-PAGE and 

2-dimentional gel electrophoresis

방사선산업학회지

3(3):205-214
김동섭 2009-10-30

한국

(비SCI)

4 2009
감마선 조사에 의한 다양한 스 이 국화 품종의 

돌연변이 육종

방사선산업학회지

3(3):227~232
김상훈 2009-10-30

한국

(비SCI)

5 2009
Genetic Relationship of Hibiscus syriacus L. Clarified 
by AFLP & Morphological Evaluation

H o r t i c u l t u r e , 

Environment, and 

Biotechnology

50(1):17-23

김상훈 2009-12-31
한국

(비SCI)

6 2010
돌연변이 육종에 의한 재래종 서리태 개량 신품종 
콩 ‘조생서리’

한국육종학회지

42(3):222~225
송희섭 2010-06-30

한국

(비SCI)

7 2010
Selection of gamma-ray induced salt tolerant rice 
mutants by in vitro mutagenesis

방사선산업학회지

4(2):179-184

김동섭

송재
2010-06-30

한국

(비SCI)

8 2010
스 이 국화 ′Argus′와 화색 돌연변이체간의 유

 다형성 비교분석

방사선산업학회지

4(2):171-178
성상엽 2010-09-01

한국

(비SC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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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 2010 방사선 처리에 의한 유채의 생육  감수성 조사
방사선산업학회지

4(3):277-283

고은정

김욱진
2010-10-29

한국

(비SCI)

10 2010

Analysis of genentic similarity detected by AFLP 

and PCoA momg genotypes of Kenaf(Hibiscus 

cannabinus L.)

J. Crop Sci. Biotech.

13(4):243-249
김욱진 2010-12-01

한국

(비SCI)

11 2011
Radiosensitivity of the In Vitro Cultured Young 
Plants for Sport Mutation Induction of Stevia 
rebaudiana Bert

J. Radiation Industry

4(4):297-306
윤태 2011-01-01

한국

(비SCI)

12 2011
Development of Leaf Mutant Cultivars of 
Cymbidium goeringii by Ethyl-methane-sulfonate 
(EMS) Treatment

Korean J. Plant 

Resources 24(1):17-22
이효연 2011-02-28

한국

(비SCI)

13 2011
Differential Expression of Rice Lipid Transfer 
Protein Gene (LTP) Classes in Response to γ
-irradiation pattern

J. Radiation Industry

5(1):47-54
김선희 2011-03-31

한국

(비SCI)

14 2011 방사선 완, 조사에 따른 벼의 생리  향 평가
J. Radiation Industry

5(1):55-62
김동섭 2011-03-31

한국

(비SCI)

15 2011
Physiological Characterization of 
Mono-Cotyledonous Model Plant by Ionizing 
Irradiation

J. Radiation Industry

5(1):47-54
송미라 2011-03-31

한국

(비SCI)

16 2011 방사선육종의 국내외 연구개발 동향
Radioisotope Journal 

26(2):31-36
강시용 2011-07-27

한국

(비SCI)

17 2011
The effect of plant growth regulators on callus 
induction and shoot regeneration from the dwarf 
type variety, Hibiscus syriacus L. var. Ggoma

J. Radiation Industry

5(3):231-236
이지연 2011-11-20

한국

(비SCI)

18 2011
Different physiological response to salt in salt 
tolerant rice mutants induced by 
gamma-mutagenesis

J. Radiation Industry

5(3):231-236
장덕수 2011-11-20

한국

(비SCI)

No. 연도 산업재산권명 출원일자 출원번호 출원국가 출원자

1) 품종보호권 출원 실

1 2009 콩 “원율” 품종보호권 출원 2009-11-30 10-2009-000473 한국

강시용,김진백,송희

섭,김동섭,김상훈,이

경 ,이승수

2 2009 국화“아티퍼 ” 품종보호권 출원 2009-11-30 10-2009-000472 한국 강시용,김상훈,이상

  -  참고 : 논문 게재 정 실

No. 연도 제  목 학술지 발표자 게재 정일
국가명

(SCI 여부)

1 2011
Proteomic characterization of Kunitz trypsin 
inhibitor variants, Tia and Tib, in soybean [Glycine 
max (L.) Merrill]

Amino Acids 이경
Online published 

(2011)

미국

(SCI)

2 2011
Alteration of Seed Storage Proteins Composition in 
Soybean [Glycine max (L.) Merrill] Mutant Lines 
Induced by Gamma-Irradiation Mutagenesis

J. Agricultural & 

Food Chemistry
이경 In press  (2011)

미국

(SCI)

  3.  특허(품종보호권)출원 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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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김동섭,김진백,정

성진,박하승 

3 2009 국화“아티퀸” 품종보호권 출원 2009-11-30 10-2009-000471 한국

강시용,김상훈,박민

수,김동섭,김진백,박

인숙,박하승

4 2010 무궁화 “다솜” 품종보호권 출원 2010-10-22 2010-453 한국

강시용,송희섭,김상

훈,이덕만,김동섭, 

김진백

5 2010 국화 “아티엘 강스” 품종보호권 출원 2010-11-15 2010-479 한국

강시용,김상훈,박인

숙,박민수,김동섭,김

진백,박하승

6 2010 국화 “아티그 이스” 품종보호권 출원 2010-11-15 2010-480 한국

강시용,김상훈,박인

숙,이상재,김동섭,김

진백,원미경

7 2011 나  신품종 “장 ” 품종보호권 출원 2011-01-03 2011-0026 한국

강시용,김욱진,김동

섭,김진백,김상훈,이

덕만

8 2011 콩 신품종 “원 ” 품종보호권 출원 2011-04-30
10-2011-

000302
한국

김진백,강시용,송희

섭,김동섭,이경 ,김

상훈,이덕만, 이승

수

2) 특허 출원 실

1 2009
국화에서 분리된 신규 F3′H 유 자  이를 이용

한 화색 돌연변이체 선별 방법
2009-10-28 10-2009-0102739 한국

강시용,정성진,김동

섭,김진백,김상훈, 

이 주

2 2009
방사선 조사에 의한 나  섬유의 제조방법  이

를 이용하여 제조되는 나  제지
2009-12-04 10-2009-0119822 한국

강필 , 표,신혜

경,김 빈,노 창, 

김동섭,강시용

3 2011
블랙베리 추출물을 유효성분으로 함유하는 간 기능 

보호용 약학  조성물
2011-03-11 2011-0029608 한국

정일윤,진창 ,강시

용,김동섭

4 2011
블랙베리 식 를 함유하는 간기능 개선용 음료  

이의 제조방법
2011-10-14 2011-0105353 한국

정일윤,진창 ,강시

용,김동섭

5 2011
방사선 표지 유 자 At1g73260-Kunitz trypsin 

inhitor의 탐색  이를 이용한 형질 환 지표식물
2011-10-07 2011-0102209 한국

김진백,김동섭,강시

용,김상훈,하보근

6 2011
방사선 표지 유 자 Atl3g28210-Putative zinc finger 

protein의 탐색  이를 이용한 형질 환 지표식물
2011-10-07 2011-0102210 한국

김진백,김동섭,강시

용,김상훈,하보근

7 2011
방사선 표지 유 자 At3g60140; beta-glucosidase의 

탐색  이를 이용한 형질 환 지표식물
2011-10-07 2011-0102208 한국

김진백,김동섭,강시

용,김상훈,하보근

8 2011

방사선 표지 유 자 At4g37990-aromatic 

alcohol:NADP+oxidoredutase의 탐색  이를 이용

한 형질 환 지표식물

2011-10-07 2011-0102211 한국
김진백,김동섭,강시

용,김상훈,하보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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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o. 연도 제  목 회의명 발표자 발표일자 국가명

1 2009
방사선 육종에 의해 육성된 glyphosate 내성 들잔디 돌

연변이체의 생리  특성  련 유 자 클로닝

제22차 

한국잔디학회 

정기총회  

학술발표회

이혜정 2009-02-11 한국

2 2009 화훼 돌연변이체를 이용한 유용 유 자 개발

2009 농업생명공학 

우수성과 발표회 

(바이오그린 

21사업단)

정성진 2009-04-10 한국

3 2009

The polymorphic DNA screening of Anthranilate 

synthase from rice mutant lines irradiated with gamma 

ray

2009 농업생명공학 

우수성과 발표회 

(바이오그린 

21사업단)

재범 2009-04-10 한국

4 2009 Identification of change of Kunitz trypsin inhibitor 2009 한국작물학회 이경 2009-04-16 한국

  4.  특허(품종보호권)등록 실

No. 연도 산업재산권명 등록일자 등록번호 등록국가 등록자

1) 품종보호권 등록 실

1 2011 벼 신품종 ‘골드아미1호’ 품종보호권 2011-08-29 3694 한국 한국원자력연구원

2 2011 벼 신품종 ‘원명’ 품종보호권 2011-08-29 3695 한국 한국원자력연구원

3 2011 국화 신품종 ‘아티 퍼 ’ 품종보호권 2011-08-29 3697 한국 한국원자력연구원

4 2011 국화 신품종 ‘아티 퀸’ 품종보호권 2011-08-29 3696 한국 한국원자력연구원

2) 특허 등록 실

1 2009
천연 항산화 기능성 배-포도 혼합식   그 제

조방법
2009-10-16 4391515 일본 한국원자력연구원

2 2011
국화에서 분리된 신규 LDOX 유 자  이를 이
용한 화색 돌연변이체 선별 방법

2011-05-06 1034787 한국 한국원자력연구원

3 2011
방사선 조사에 의한 나  섬유의 제조방법  

이를 이용하여 제조되는 나  제지
2011-6-17 1044066 한국 한국원자력연구원

4 2011
우주환경에서 사용할 수 있는 식물 배양용기 키
트

2011-09-21 1068268 한국 한국원자력연구원

  5.  기술이  실

No. 연도 계약건명
계약 액(천원)

(계약조건)

계약업체

(국명)
계약일자

연구책임자

(연구원)

1 2009 꼬마 무궁화 품종보호권 기술이  40,000(천원) (주)수 로 2009.04.30 강시용

2 2011
천연 항산화 기능성 배-포도 혼합식   그 제

조방법
100,000(천원) (주)엔제닉 2011.01.30 김동섭

 6.  학술논문 발표 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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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Ti) type irradiated with a gamma ray by SNAP 

marker in soybean mutant lines
춘계학술 회

5 2009

The SNPs detection of gene encoding Anthranilate 

synthase from gamma-irradiated rice mutant lines by 

TILLING systems

2009 한국작물학회 

춘계학술 회
재범 2009-04-16 한국

6 2009 방사선 돌연변이 육종에 의한 무궁화 신품종 개발 
제12회 나라꽃 

무궁화 심포지움
강시용 2009-04-16 한국

7 2009
Genetic relationship of Hibiscus syriacus L. varieties 

analyzed by AFLP analysis

2009 

한국식물생명공학회 

춘계학술 회

김상훈 2009-04-30 한국

8 2009
Genetic diversity analysis of kenaf (Hibiscus cannabinus 

L.) by growth characterization and AFLP

2009 

한국식물생명공학회 

춘계학술 회

김욱진 2009-04-30 한국

9 2009

Genetic relationship of Hibiscus syriacus L. varieties 

analyzed by physiological and morphological 

characteristics

2009년 원 학회 

정기총회  제 

90차 

춘계학술발표회

김상훈 2009-05-23 한국

10 2009
국화 화색 변이체 꽃잎 배양시 배지 조성이 shoot 분화

에 미치는 향

2009년 원 학회 

정기총회  제 

90차 

춘계학술발표회

이종숙 2009-05-23 한국

11 2009
Genetic diversity among Calanthe discolor, C. sieboldii, 

and C. x bicolor revealed by AFLP analysis

한국육종학회 

40주년 심포지엄  

정기학술발표회

김상훈 2009-07-02 한국

12 2009
감마선 조사에 의한 스 이 국화의 화색 돌연변이체 

육성

한국육종학회 

40주년 심포지엄  

정기학술발표회

정성진 2009-07-02 한국

13 2009
The effects of Kenaf (Hibiscus cannabinus L.) seedlings 

by gamma-ray irradiation

한국육종학회 

40주년 심포지엄  

정기학술발표회

김욱진 2009-07-02 한국

14 2009
The effects of Rape (Brassica napus L.) seedlings by 

gamma-ray irradiation

한국육종학회 

40주년 심포지엄  

정기학술발표회

김욱진 2009-07-02 한국

15 2009

The discovering polymorphic changes of 

AS(anthranilate synthase) gene from 4 rice mutants 

lines by mutation discovery using CEL1 enzyme 

treatment

한국육종학회 

40주년 심포지엄  

정기학술발표회

김동섭 2009-07-02 한국

16 2009

Development of High-Value Added Rice Varieties and 

Mass Analysis of Functional Genes Through Mutation 

Genomics

한국육종학회 

40주년 심포지엄  

정기학술발표회

김동섭 2009-07-02 한국

17 2009 방사선을 이용한 재래종 서리태 개량 신품종 “조생서리”

한국육종학회 

40주년 심포지엄  

정기학술발표회

강시용 2009-07-02 한국

18 2009
Cloning of Monolignol Bio-Synthesis Related Gene from 

Kenaf (Hibiscus cannabinus L.)

2009 한국작물학회 

추계학술 회
김욱진 2009-10-22 한국

19 2009
Expressional analysis of flowering time genes in 

gamma irradiated mutant soybean variety

2009 한국작물학회 

추계학술 회
김진백 2009-10-22 한국

20 2009 국내 재래종 고추 ‘유월 ’의 방사선 감수성 조사

2009년도 

한국원 학회 

추계학술발표회

김상훈 2009-10-23 한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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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 2009

Isolation and Molecular Characterization of a Novel 

Flavonoid 3′-Hydroxylase (F3′H) Gene from the 

Chrysanthemum (Dendranthema grandiflorum) and Its 

Gamma-ray Irradiated Mutants

2009 

한국식물과학 의회 

정기학술 회

정성진 2009-10-26 한국

22 2009
Expression profile of Arabidopsis genes in response to 

cosmic radiation

2009 

한국식물과학 의회 

정기학술 회

김진백 2009-10-26 한국

23 2009
Change of Kunitz Trypsin Inhibiotrs in Soybean 

Mutant Lines Irradiated with a Gamma Ray

2009 

한국식물과학 의회 

정기학술 회

이경 2009-10-26 한국

24 2009
방사선 조사에 의한 고추 ‘하바네로’ M2 세  변이율 조

사

한국방사선산업학회 

추계학술발표회
김상훈 2009-11-06 한국

25 2009
Physiological responses and the regulation of rice 

transcriptome by acute and chronic gamma irradiation

한국방사선산업학회 

추계학술발표회
김동섭 2009-11-06 한국

26 2009
감마선 조사선량에 따른 품종별 스 이 국화의 돌연변

이체 발생율 분석

한국방사선산업학회 

추계학술발표회
정성진 2009-11-06 한국

27 2009

Over-expression of Full-length Brassica rapa cDNA in 

Transgenic Rice through High-speed 

Agrobacterium-mediated Transformation. 

2009 6th 

International Rice 

Genome 

Symposium

Melgar R 2009-11-18 필리핀

28 2009
Gene Expression in Transgenic Rice Under Anaerobic 

Condition.

2009 6th 

International Rice 

Genome 

Symposium

Melgar R 2009-11-18 필리핀

29 2009

Transcriptomal profiling and phenotypic analysis of 

Arabidopsis plants under chronic irradiation by 60Co 

gamma ray

제2차 

아시아방사선학술

회(ACRR2009)

김진백 2009-05-18
한국

(국제)

30 2009
Gene expression profiling in a high amino acid 

accumulating rice mutant.

2009 6th 

International Rice 

Genome 

Symposium

김동섭 2009-11-18 필리핀

31 2009
Physiological response and transcriptome profiling 

responding to salinity in salt tolerant rice mutants.

2009 6th 

International Rice 

Genome 

Symposium

김동섭 2009-11-18 필리핀

32 2009

The DNA polymorphisms discovery of AS 

(Anthranilate Synthase) by TILLING and capillary 

electrophoresis detection from irradiated rice mutant 

population.

2009 6th 

International Rice 

Genome 

Symposium

김동섭 2009-11-18 필리핀

33 2010
Identification and functional analysis of UNUSUAL 

FLORAL ORGAN(UFO) in wheat
한국작물학회 홍민정 2010-04-08 한국

34 2010
Protein profiles in resonse to salt stress in seedling of 

salt tolerant rice mutants

Crop functional 

genomics
김동섭 2010-04-14

한국

(국외)

35 2010

Gene expression related to the triterpene biosynthesis 

in the panax ginseng adventitious roots induced by 

gamma irradiation

Crop functional 

genomics
김동섭 2010-04-14

한국

(국외)

36 2010
Identification of kunitz trypsin inhibitor type changes 

in soybean mutant lines

Crop functional 

genomics
이경 2010-04-14

한국

(국외)

37 2010
Molecular cloning, sequence analysis and functional 

identification of dihydroflavonol-4-reductase (dfr) gene 

Crop functional 

genomics
정성진 2010-04-14

한국

(국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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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rom chrysanthemum and flower colored mutants.

38 2010
Phenotypic mutants screening and genetic inheritance 

of gamma-irradiated arabidopsis plant

Crop functional 

genomics
김진백 2010-04-14

한국

(국외)

39 2010

Genetic Diversity Analysis of spray-type 

Chrysanthemum (Dendranthema Grandiflorum) Mutants 

by Gamma-ray Mutagenesis

Crop functional 

genomics
성상엽 2010-04-14

한국

(국외)

40 2010
Physiological responses and regulation of arabidopsis 

transcriptome by acute and chronic gamma irradiation
한국환경생물학회 김동섭 2010-06-18 한국

41 2010
Radio-sensitivity Analysis of Rape (Brassica napus L.) 

by Gamma-ray Irradiation
한국환경생물학회 고은정 2010-06-18 한국

42 2010

New Spray Chrysanthemum Varieties, ′ARTI-purple′ 

and ′ARTI-queen′ Derived from Gamma-ray 

Mutagenesis

한국육종학회 김상훈 2010-07-08 한국

43 2010
돌연변이 육종 기술을 이용한 장류  나물용 신품종 개

발
한국육종학회 김진백 2010-07-08 한국

44 2010
Single Nucleotide Polymorphism(SNP) Markers Linked 

to Resistance Genes to Soybean Cyst Nematodes
한국육종학회 이 주 2010-07-08 한국

45 2010
Morphological and Genetic variation between 

Chrysanthemum Argus and 4 mutant lines
한국육종학회 성상엽 2010-07-08 한국

46 2010
Development of High Amino Acid Rice Mutant, ′

GoldAmi-1′, Induced by In Vitro Mutagenisis
한국육종학회 김동섭 2010-07-08 한국

47 2010

Application of capillary fluorescence-labeled TILLING 

for the detection of OsASA1 mutant from 

gamma-irradiated rice mutant population

한국육종학회 김동섭 2010-07-08 한국

48 2010

Characterization of the enhanced tryptophan mutant 

lines selected from gamma-irradiated rice mutant 

population

한국육종학회 재범 2010-07-08 한국

49 2010

Change of the Kunitz trypsin inhibitor (KTi) and 

proteomic difference between KTi types in soybean 

mutant lines induced by gamma irradiation

한국육종학회 이경 2010-07-08 한국

50 2010
Proteomic characteristics in response to salt stress in 

seedling of salt tolerant rice mutants
한국육종학회 김동섭 2010-07-08 한국

51 2010

Morphology and growth evaluation of Kenaf (Hibiscus 

cannabinus L.) mutant lines induced by gamma-ray 

irradiation

한국육종학회 김욱진 2010-07-08 한국

52 2010

The SNPs detection of genes related to the membrane 

transporting system from salt stress tolerant 

gamma-irradiated rice populations by TILLING 

application.

한국육종학회 장덕수 2010-07-08 한국

53 2010
Construction of a Chili Pepper Mutant Library Using a 

Gamma-Ray

28th International 

Horticulture 

Congress(IHC)

김상훈 2010-08-25 포루투갈

54 2010

Molecular and Functional Analysis of Structural Genes 

Involved in Anthocyanin Biosynthesis and Expressed in 

Flower-Colored Mutants of Chrysanthemum

28th International 

Horticulture 

Congress(IHC)

정성진 2010-08-25 포루투갈

55 2010

Analysis of Genetic Relationship among Diverse 

Chrysanthemum Varieties and Their Derived 

Radio-mutants Using AFLP Technique

방사선 산업학회 김상훈 2010-11-04 한국

56 2010
Gene Expression Profiling of Arabidopsis Genes 

Responding to Gamma-irradiation Pattern Irradiation 
방사선 산업학회 고은정 2010-11-04 한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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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ype in Same Radiation Doses

57 2010
Free radical production in Arabidopsis plants according 

to gamma-irradiation pattern
방사선 산업학회 김동섭 2010-11-04 한국

58 2010
Physiological responses of Arabidopsis plants by acute 

and chronic gamma irradiation
방사선 산업학회 김욱진 2010-11-04 한국

59 2010

Expressed Sequence Tags (ESTs) Analysis of 

Chrysanthemum variety, ″ARTI purple″ Derived 

from Gamma-ray Mutagenesis

방사선 산업학회 성상엽 2010-11-04 한국

60 2010
방사선 육종 국화 화색변이체의 안토시아닌 생합성 유

자 분리  발 패턴
방사선 산업학회 정성진 2010-11-04 한국

61 2010
Expression of ROS Related Genes by Acute and 

Chronic Gamma-irradiation in Arabidopsis thaliana

제5회 

한국식물과학 의외 

공동심포지엄

김동섭 2010-11-08 한국

62 2010

Alternation of seed storage protein composion in 

soybean [Glycine max (L.) Merrill] mutant lines 

induced by gamma-irradiation mutagenesis

제5회 

한국식물과학 의외 

공동심포지엄

이경 2010-11-08 한국

63 2010
Screening and genetic analysis of late flowering 

mutants in gamma-irradiated Arabidopsis plants

제5회 

한국식물과학 의외 

공동심포지엄

김진백 2010-11-08 한국

64 2011 Protect soybeans from nematodes, diseases  and insects 한국작물학회 하보근 2011-04-21 한국

65 2011
Physiological responses of rice plant according to 

ionizing radiation sources
한국작물학회 송미라 2011-04-21 한국

66 2011
Genome-wide expression profiling of rice genes 

responding to ionizing radiations in Oryza sativa L.
한국작물학회 김선희 2011-04-21 한국

67 2011

Elucidation of Salt-Responsive Genes in Salt-Tolerant 

Rice Mutant Populations through high-throughput 

transcriptome profiling

한국작물학회 장덕수 2011-04-21 한국

68 2011

Different Physiological Responses to Salt in 

Salt-Tolerant Rice Mutants Induced by 

Gamma-Mutagenesis

한국작물학회 장덕수 2011-04-21 한국

69 2011

High-Throughput Screening of Salt Tolerant Rice 

Mutant Population to Identify SNPs Related to 

Membrane Transport Genes by using a TILLING 

Application

한국식물생명공학회 장덕수 2011-04-28 한국

70 2011

Evalution of growth characteristics and genetic 

relationship of elite mutant lines induced by gamma 

irradiation in Kenaf (Hibiscus cannabinus L.)

한국식물생명공학회 김욱진 2011-04-28 한국

71 2011

Genome-wide Transcriptome Profiling of Arabidopsis 

Genes Responding to Acute and Chroni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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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e effect of acute and chronic gamma-irradiations on 

the growth characteristics of Arabidopsi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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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4 2011

Determination of in vitro culture conditions with ra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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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원 학회 강은정 2011-05-26 한국

75 2011

Identification of proteomic difference and dietary effects 

between soybean kunitz trypsin inhibitor types, Tia 

and Tib 

한국육종학회 이경 2011-07-07 한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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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6 2011
Genetic relationship analysis of rice mutants induced 

by gamma-rays, ion beam, and cosmic-rays
한국육종학회 송미라 2011-07-07 한국

77 2011

Genome-wide transcriptome profiling of rice gen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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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육종학회 김선희 2011-07-07 한국

78 2011
Callus induction and radiosensitivity study of Hibiscu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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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육종학회 이지연 2011-07-07 한국

79 2011
Microarray analysis of salt responsive genes in sal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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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육종학회 장덕수 2011-07-07 한국

80 2011
Modification of fatty acid profile in soybean seed oi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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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육종학회 하보근 2011-07-07 한국

81 2011

Genetic relationship and cytochemical analysis of 

Arabidopsis thaliana mutants induced by gamma 

irradiation

한국육종학회 고은정 2011-07-07 한국

82 2011
Establishment of Brachypodium mutant population b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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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육종학회 김진백 2011-07-07 한국

83 2011
Identification of soybean genes that confer resistance t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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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lantBiology2011

Kendrick, 

Mandy
2011-08-06 미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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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작물학회 고은정 2011-10-20 한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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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원 학회 김상훈 2011-10-27 한국

88 2011
Analysis of Differentially Expressed Genes in Petals of 

Chrysanthemum Mutant Induced by gamma-irradiation
한국원 학회 성상엽 2011-10-27 한국

89 2011
백운콩 돌연변이 계통으로 제조된 된장의 품질 특성 비

교

제13회 한림국제 

심포지엄-한국식품

생안 성학회

이경 2011-10-28
한국

(국외)

90 2011
황 콩 돌연변이 계통에 따른 된장의 이화학  특성 비

교

제13회 한림국제 

심포지엄-한국식품

생안 성학회

김진백 2011-10-28
한국

(국외)

91 20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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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y TILLING application

한국방사선산업학회 장덕수 2011-11-03 한국

95 20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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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6 2011 At3g28210(Putative zinc finger protein) gene expression 한국식물생명공학회 김진백 2011-11-17 한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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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sponsiveness through knockdown transgenic plant

97 2011

Genetic relationship analysis of gamma-irradiated  

invitro plants induced from standard typ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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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식물생명공학회 강은정 2011-11-17 한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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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mparative analysis of differential biological pathways 
in rice irradiated with various ionizing radi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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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0 2011 Protect soybeans from Asian soybean rust

제6회 

한일식물생명공학 

심포지엄

하보근 2011-12-03 일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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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5 장. 연구결과의 활용계획

  가. 연구결과 활용내용  계획  

연도 활용 상 연구결과 활용 내용  향후 계획

2009

육종 신품종 꼬마 무궁화(왜성 변

이품종-분재,포트재배) 품종보호권 

기술이  계약

기술이 : (주)수 로, 2009. 04. 20.

   - 정액 기술료: 4천만원(경상기술료 2%)

   - 꼬마 무궁화 보 사업 개

국화에서 분리된 신규F3'H 유 자

본 유 자를 국화 화색 유 자 변형 육종을 하는 연구

에 공여하여 화색 형질 환체 연구개발에 활용  하거나 

화색돌연변이체 조기 선발용 분자마커로 활용함

2010
화색변이 국화 품종 “아티퀸”, 

“아티퍼 ” 개발  보  

국화 화색 변이와 련된 유 자 탐색  종묘회사(베스

트 멈)를 통한 품종 사업화 가능 검토

2011

 친환경소재용 나  신품종 “장

” 

- 경기도 안산시청  나  코리아 등과 재배단지 조성 

련 의  산업화 연계가능성 모색

- 나  활용 제지 등 복합소재 개발에 직  활용

고 아미노산 함유 벼 신품종 

“골드아미-1호”

고품질 기능성 로 주식용 뿐 아니라 이유식, 분유, 환

자식, 선식 등 고 양 가공식 제품 제조에 활용도가 높아 

련 기업과 기술이  의

“천연 항산화 기능성 배-포도 

혼합식   그 제조방법” 

일본특허 등록

방사선융합기술(RFT)을 토 로 개발한 항산화 기능이 뛰

어난 고기능성 천연 배-포도 혼합식   그 제조방법에 

한 국내와 일본 특허권 기술이  ('11. 1): (주) 엔제닉, 

정액기술료 100 백만원, 경상기술료 매출액 2.5%

산업화를 한 자회사 (주)헤베 정읍 생산시설 설비 구축 

결정: 2012년 8월 완공(총사업비 100억원)

매년
신품종 종자분양   재배기술 

보

돌연변이 육종기술에 의해 육성된 신품종 종자를 매년 

80-120 련 농업기   농가에 보 하고 재배기술을 지

도 농가 소득에 직  기여. 벼의 경우 300ha 재배단지 

조성  연 300억 규모 조수익 상



- 104 -

Abogadallah GM.2010. Antioxidative defense under salt stress. Plant Signal Behav. 

5(4):369-374.

Agrawal GK. And Rakwal R. 2006. Rice proteomics: A cornerstone for cereal food crop   

proteomes. Mass Spec. Rev. 2:51-53.

Apel K, and Hirt H. 2004. Reactive oxygen species: Metabolism, oxidative stress and   

signal transduction. Annu. Rev. Plant Biol. 55:373-399. 

Arora A., Sairam RK. And Srivastava GC. 2002. Oxidative stress and antioxidative 

system   in plants. Current Science 82(10):1227-1238.

Arumuganathan K. and Earle ED. 1991. Nuclear DNA content of some important plant 

species. Plant Mol Biol Rep. 3:208-218. 

Ashraf MA, Ashraf M AND Ali Q. 2010. Response of two genetically diverse wheat 

cultivars to salt stress at different growth stages: leaf lipid peroxidation and   

phenolic contents. Pak. J. Bot. 42(1):559-565.

Belli M., Sapora O., and Tabocchini MA. 2002. Molecular targets in cellular response to   

ionizing radiation and implications in space radiation protection. J. Radiat. Res.  

43:Suppl.S13-S19.

Bowler C., Van Montagu M. and Inze D. Superoxide dismutase and stress tolerance. 

1992. Annu. Rev. Plant Physiol. Plant Mol. Biol. 43:83-116.

Boyer JS. 1982. Plant productivity and environment. Science 218(4751):443-448.

Chaves MM, Flexas J and Pinheiro C. 2009. Photosynthesis under drought and salt 

stress:   regulation mechanisms from whole plant to cell. Ann. Bot. 103:551-560.

Chiang AN, Wu HL, Yeh HI, Chu CS, Lin HC, Lee WC. 2006. Antioxidant effects of 

black rice extract through the induction of superoxide dismutase and catalase   

제 6 장. 참고문헌



- 105 -

activities. Lipids 41(8):797-803.

Chinnusamy Vand Zhu JK. 2006. Salt Stress Signaling and Mechanisms of Plant Salt 

Tolerance. Genet. Eng. 27:141-77.

Choi S-J. 2010. The difference of anthocyanin Pigment Composition and Color Expression  

 in fruit Skin of Several Grape Cultivars. Kor. J. Food Preserv. 17(6):847-852.

Chun H, Jerzy Z, Wenhua L, David DK. 2003. Black rice (Oryzasativa L. indica) 

pigmented fraction suppresses both reactive oxygen species and nitric oxide in 

chemical and biological model systems. J. Agric. Food Chem. 51:5271-5277.

Dhindsa RA. Plumb-Dhindsa P. and Thorpe PA. 1981. Leaf senescence: correlated with   

increased permeability and lipid peroxidation, and decreases levels of superoxide 

dismutase and catalase. J. Exp. Bot. 126:93-101.

Dhindsa RS and Matowe W. 1981. Drought tolerance in two mosses correlated with 

enzymatic defense against lipid peroxiadtion. J. Exp. Bot. 32:79-91.

Douliez JP, Michon T, Elmorjani K, Marion D. 2000. Structure, biological and   

technological functions of lipid transfer proteins and indolines, the major lipid bonding 

proteins from cereal kernels. J. Cereal Sci. 32(1):1-20.

FAO. 2005. World Agricultural Center, FAOSTAT Agricultural statistic Database   

Gateway.

Flowers TJ, Hajibagheri MA and Clipson NJW. 1986. Halophytes. Q. Rev. Biol. 61:313–

337.

Francoise G, Michele G, Alain JC, Jean CK, Alain Z. 1999. Lipid-transfer protein from   

plants : Structure and binding properties. Mol Cell Biochem 192:157-161.

Frank HA. and Cogdell RJ. 2008. Carotenoids in photosynthesis. Photochemistry and 

photobiology .63(3)257-264.

Fridovich I. Superoxide radical: an endogenous toxicant. 1983. Ann. Rev. Pharmacol. 



- 106 -

Toxicol. 23:239-257.

Garcia-Garrido JM, Menossi M, Puigdomenech P, Martinezlzquierdo JA, Delseny M. 1998.  

 Characterization of a gene encoding and abiotic acid-inducible type-2 lipid transfer 

protein from rice. FEBS Letters 428:193-199.

Gomes E, Sagot E, Gaillard C, Laquitaine L, Poinssot B, Sanejouand YH, Delrot S,   

Coutos-Thevenot P. 2003. Nonspecific lipid-transfer protein genes expression in grape 

(Vitis sp.) cells in response to fungal elicitor treatment. Molecular Plant-Microbe 

Interactions 16(5):456-464.

Green BR. And Durnford DG. 1996. The chlorophyll-carotenoid proteins of oxygenic   

photosynthesis. Annual review of Plantphysiology and Plant molecular biology. 

47:685-714.

Gu Z, Rifikin SA, White KP, Li WH. 2004. Duplicate genes increase gene expression 

diversity within and between species. Nature Genetics 36:577-579.

Hall TA. 1999. BioEdit: a user-friendly biological sequence alignment editor and analysis 

program for Windows 95/98/NT. Nucleic Acids Symp Ser. 41:95-98.

Horner KA, Gilbert YE, Cline SD. 2011. Wide spread increases in malondialdehyde 

immunoreactivity in dopamine-rich and dopamine-poor regions of rat brain following 

multiple, high doses of methamphetamine. Front. Syst .Neurosci. 5:27.

Jang CS, Jung JH, Yim WC, Lee BM, Seo YW, Kim W. 2007. Divergence of Genes 

Encoding Non-specific Lipid Transfer Proteins in the Poaceae Family. Mol .Cells 

24(2):215-223.

Jang CS, Yim WC, Moon JC, Jung JH, Lee TG, Lim SD, Cho SH, Lee KK, Kim W, Seo 

YW, Lee BM. 2008. Evolution of non-specific lipid transfer protein (nsLTP) genes in 

the Poaceae family: their duplication and diversity. Mol Genet Genomics 279:481-497.

Jeroen N, Richard F, Bastiaan A.H. Huisman, Annalisa F, Cornelis W. Hilbers, Jan D,   

Celestina M. 2005. Lipid transfer proteins enhance cell wall extension in Tobacco. 

Plant Cell 17:2009-2019.



- 107 -

Jia CF. and Li AL. 2008. Effect of gamma radiation of mutant induction of Fagopyrum 

dibotryshara. Photosynthetica 43(3):363-369.

Jiang Y and Michael KD. 2006. Comprehensive transcriptional profiling of NaCl
- 
stressed 

Arabidopsis roots reveals novel classes of responsive genes. BMC Plant Biol. 

6(25):1-20.

Joseph B, Jini D and Sujatha S. 2010. Biological and physiological perspectives of   

specificity in abiotic salt stress response from various rice plants. Asian J. Agric .Sci 

.2:99-105.

Jwa NS., Agrawal GK., Tamogami S., Younkura M., Han O., Iwahashi J. and Rakwal R.  

 2006. Defense/stress-relate marker genes, proteins and secondary metabolites in 

defining rice self-defense mechanisms. Plant Physiol. Biochem. 44:261-273.

Kadioglu A and Terzi R. 2007. A Dehydration Avoidance Mechanism: Leaf Rolling. Bot. 

Rev. 73(4):290-302.

Kehlil A, Menu T, Ricard B. 2007. Adaptive response to salt involving carbohydrate   

metabolism in leaves of a salt-sensitive tomato cultivar. Plant Physiol. Biochem. 

45(8):551-559.

Kim DS, Song JY, Chun JB, Lee KJ, Kim JB, Kim SH, Yun SJ and Kang SY. 2010. 

Selection of Gamma-ray Induced Salt Tolerant Rice Mutants by in vitro 

Mutagenesis. J. Radiation Industry 4(2):179-184.

Kim DS., Lee IS., Jang CS., Hyun DY., Seo YW. And Lee YI. 2004. Selection of   

5-methyltryptophan resistant rice mutants from irradiated calli derived from   

embryos. Euphytica. 135:9-19.

Kim DS., Song JY., Chun J., Lee KJ., Kim J-B., Kim SH., Yun SJ. and Kang S-Y. 2010.  

 Selection of gamma-ray induced salt tolerant rice mutants by in vitro mutagenesis. 

Journal of Radiation Industry. 4(2):179-184.

Kim SL, Hwang JJ, Song J, Song JC, Jung KH. 2000. Extraction, Purification, and   



- 108 -

Quantification of Anthocyanins in Colored Rice, Black Soybean, and Black Waxy   

Corn. Korean J. Breed. 32(2):146-152.

Kim ST., Kim SG., Hwang DH., Kang YS., Kim HJ., Lee BH., Lee JJ. and Kang KY. 

2004.   Proteomic analysis of pathogen-responsive proteins from rice leaves induced 

by rice blast fungus. Magnaporthe grisea. Proteomics 11:3569-3578.

Kovalchuk I, Abramov V, Pogribny I, Kovalchuk O. 2004. Molecular Aspects of plant   

adaptation to life in the Chernobyl Zone. Plant Physiol. 135:357-363.

Kovalchuk O, Burke P, Arkhipov A, Kuchma N, James SJ, Kovalchuk I, Pogribny I. 2003.  

 Genome hypermethylation in Pinus silvestris of Chernobyl-a mechanism for   

radiation adaptation. Mutation Research 529:13-20.

Kumar S, Tamura K, Nei M. 2004. MEGA3: Integrated software for molecular 

evolutionary genetics analysis and sequence alignment. Brief Bioinformatics 

5:150-163.

Lee G-J., Chung SJ., Park IS., Lee JS., Kim J-B., Kim DS. and Kang S-Y. 2008. Journal 

of Plant Bilolgy. 51(6):418-423.

Lichtenthaler HK. 1987. Chlorophylls and carotenoids: Pigments of photosynthetic   

biomembranes. Method Enzymol. 148:350-382.

Martin T, Oswald O, Gruber MY. 2002. Arabidopsis seedling growth, storage lipid   

mobilization and photosynthetic gene expression are regulated by carbon: nitrogen 

availability. Plant Physiol. 128:472-481.

Mascher R., Lippmann B., Holzinger S. and Bergmann H. 2002. Arsenate toxicity: effects 

on oxidative stress response molecules and enzymes in red clover plants. Plant Sci. 

163:961-969.

Molina A, Garcia-Olmedo F. 1993. Developmental and pathogen-induced expression of 

three barley genes encoding lipid transfer proteins. Plant J. 4(6):983-991.

Molina A, Garcia-Olmedo F. 1997. Enhanced tolerance to bacterial pathogens caused by   



- 109 -

the transgenic expression of barley lipid transfer protein LTP2. Plant J. 

12(3):669-675.

Moore, R. C. and Purugganan, M. D. 2005. The evolutionary dynamics of plant duplicate  

 genes. Curr Opin Plant Biol. 8:122-128.

Muller HJ. 1927. Artifical transmutation of the gene. Science 66:84-87.

Munns R. 2008. Strategies for crop improvement in saline soils. p.99-110. In: Tasks for 

vegetation science (Asgraf M, Ozturk M, Athar HR eds.) 44:99-110, Springer 

Science+Business Media B.V.

Nagata T, Yamada H, Du Z, Todoriki S, Kikuchi S. Microarray analysis of genes that   

respond to γ-irradiation in Arabidopsis. 2005. J Agric Food Chem 53:1022-1030.

Natio K., Kusaba M., Shikazono N., Takano T., Tanaka A., Tanisaka T. and Nishimura 

M. 2005. Transmissible and Nontransmissible Mutations Induced by Irradiating 

Arabidopsis thaliana Pollen With {gamma}-Rays and Carbon Ions. Genetics. 

169:881-889.

Nissim-Levi A, Ovadiar R, Forer I, Oren-Shamir M. 2007. Increased anthocyanin   

accumulation in ornamental plants due to magnesium treatment. J Hortic Sci Biotech 

82:481-487.

Park IS., Lee G-J., Kim DS., Chung SJ., KimBJ., Song HS., Goo DH. and Kang S-Y. 

2007.   Mutation Breeding of a spray chrysanthemum ‘Argus’ by gamma-ray 

irradiation   and tissue culture. Flower Res. J. 15(1):51-57.

Rakwal R., Kimura S., Shibato J., Nojima K., Kim Y-K., Nahm BH., Jwa N-S., Endo S.,  

 Tanaka k. and Iwahashi H. 2008. Growth retardation and death of rice plants   

irradiated with carbon ion beams is preceded by very early dose- and time-   

dependent gene expression changes. Mol. Cells .25(2):272-278.

Rio DD., Stewart AJ. And Pellegrini N. 2005. A review of recent studies on 

malondialdehyde as toxic molecule and biological marker of oxidative stress. 

Nutrition, Metabolism & Cardiovascular Diseases. 15:316-328.



- 110 -

Roldan-Arjona T., and Ariza RR. 2009. Repair and tolerance of oxidative DNA damage in  

 plants. Mutat. Res. 681:169-179.

Sahi C, Singh A, Kumar K, Blumwald E and Grover A. 2006. Salt stress response in 

rice:   genetics, molecular biology, and comparative genomics. Funct. Integr. 

Genomic. 6(4):263-284.

Saitou N, Nei M. 1987. The neighbor-joining method: a new method for reconstructing   

phylogenetic trees. Mol Biol Evol 4:406-425.

Sarah MH, Wang F, Stewart JM, Tracy MS, William CL, Hughs E, and Zhang J. 2010.   

Physiological response to salt (Nacl) stress in selected cultivated tetraploid cottons. 

Journal of Agronomy 1-12.

Scandalios JG. 1993. Oxygen stress and superoxide dismutases. Plant Physiol. 101:7-12.

Smirnoff N. 1998. Plant resistance to environmental stress. Current Opinion in 

Biotechnology 9:214-219.

Sreenivasulu L., Ramanjulu S., Ramaachandra0Kini K., Prakash HS., Shekar-shetty H.,   

Savithri HS. And Shuhakar C. 1999. Total peroxidase activity and peroxidase   

isoforms as modified by salt stress in two cultivars of fox-tail millet with   

differential salt tolerance. Plant Sci. 141:1-9.

Stadler JG. 1928. Mutation in barley induced by X-Rays and radium. Science 69:186-187.

Tammam AA, Fakhry EM and Sheekh ME. 2011. Effect of salt stress on antioxidant 

system and the metabolism of the reactive oxygen species in Dunaliella salina and   

Dunaliella tertiolecta. Afr. J. Biotechnol. 10(19):3795-3808.

Vignols F, Lund G, Pammi S, Tremousaygue D, Grellet F, Kader JC, Puigdomenech P, 

Delseny M. 1994. Characterization of a rice gene coding for a lipid transfer protein.   

Gene 142:265-270.

Vignols F, Wigger M, Garcia-Garrido JM, Grellet F, Kader JC, Delseny M. 1997. Rice 



- 111 -

lipid   transfer protein(LTP) genes belong to a complex multigene family and are   

differentially regulated. Gene 195:177-186.

Wan X, Mo A, Yang LL, and Li L. 2010. Constiutive expression of apeanut 

ubiquitin-conjugating enzyme gene in Arabidopsis confers improved water-stress 

toleranceth rough regulation of stress-responsive gene expression. J. Biosci. Bioeng. 

111:478-84.

Wolf O, Munns R, Tonnet ML and Jeschke WD. 1991. The role of the stem in the 

paritioning of Na
+
andK

+ 
in salt-treated barley. J. Exp. Bot. 42(6):697-704.

Wu CA, Yang GD, Meng QW and Zheng CC. 2004. The cotton GhNHX1 gene encoding 

a novel putative tonoplast Na
+
/H
+ 
antiporter plays an important role in salt stress. 

Plant Cell Physiol. 45:600–607.

Yamaguchi H., Hase Y., Tanaka A., Shikazono N., Degi K., Shimizu A. and Morishita T. 

2009. Breeding Science 59:169-177.

Yamaguchi T, Blumwald E. 2005. Developing salt tolerant crop plants: challenges and   

opportunities. Trends Plant Sci. 10(12):615-620.

Yeo AR. 1999. Predicting the interaction between the effects of salinity and climate 

change on crop plants. Sci. Hortic. 78:159-174.

Yokoi S, Bressan RA and Hasegawa PM. 2002. Salt stress tolerance of plants. JIRCAS 

Working Report 23:25–33.

Yongwen Q, Dongling Z, Hongliang Z, Meixing W, Junli S, Xinghua W, Zongen Q, 

Shengxiang T, Yongsheng C, Xiangkun W and Zichao L. 2006. Genetic diversity of 

rice cultivars (Oryzasativa L.) in China and the temporal trends in recent fifty years. 

Chin. Sci. Bull. 51(6):681-688.

Zhu TH, Yang HY, Wang WX, Wang K, Cui ZF. 2011. Role of small GTPase in plant 

disease resistance: Rice as a model. Chin. J. Cell Biol. 33(3):288−296.

-----------------한국원자력연구원 기 목 사업 연구보고서 끝---------------



서   지   정  보  양   식

 수행기 보고서번호  탁기 보고서번호    표 보고서번호     INIS 주제코드

 KAERI/RR-3335/2011 

    제목 / 부제 방사선육종 기반기술개발  기능유 체 연구

연구책임자  부서명 김동섭 (한국원자력연구원 방사선육종연구 )

연 구 자  부 서 명
김동섭, 강시용, 김진백, 하보근, 김상훈, 이지연, 이경 , 성상엽, 장덕수, 

강은정, 송미라, 이유미, 비제이 (한국원자력연구원 방사선육종연구 )

 출  지  발행기 한국원자력연구원   발행년 2012년

 페 이 지    148 p.     도  표  있음( ○ ), 없음(   )   크  기    27 Cm.

 참고사항  없음

 공개여부  공개( ○ ), 비공개(   ) 
  보고서종류  연구보고서

 비 여부  외비 (   ),  __ 비

 연구 탁기    계약  번호

 록 (15-20 내외)

 방사선육종 기반기술개발  기능유 체 연구과제는 방사선(감마선, 이온빔, 우주환경 등)을 이용

하여 유용 식물 유 자원을 개발하고 방사선에 의한 식물체의 향평가, 돌연변이체를 활용한 기

능유 체 연구  다양한 방사선원을 활용한 신육종기술 개발이 목 이다. 세부성과 지표는 다음

과 같다. 첫째, 방사선 돌연변이 화훼 상 식물, 고기능성 식물, 산업소재용 식물 유 자원 개발, 

둘째, 돌연변이 식물 유 자원을 활용한 변이 유 자 동정  발 기작 연구, 방사선 향에 의한 

유  다양성 연구  기능유 체 연구, 셋째, 감마 이토트론, 이온빔  우주선을 활용한 신 육

종기술 개발이다. 3년간의 연구결과 국화, 무궁화 등 유용 화훼 유 자원, 벼, 콩 등 기능성 작물 

유 자원  산업소재용 나  유 자원에 한 품종보호권을 8건 출원하 으며, 4건의 품종보호

권을 등록 완료하 다. 분재형 무궁화 ‘꼬마’의 품종보호권  “항산화 기능성 천연 배-포도 혼합

식   그 제조방법” 특허를 기술이  하 으며, 연구결과에 한 국내 특허출원 8건, 국내 특허

등록 3건  국외 특허등록 1건을 실시하 다. 돌연변이체를 활용한 변이 유 자 동정결과 국화 

화색 련 유 자, F3'H, LDOX, 잔디 제 제 항성 유 자, EPSPS에 한 염기서열 정보를 미국 

국립생명공학정보센터(NCBI)에 8건 등록하 다. 한 34건의 국내외 논문을 게재  100건의 학

술발표를 수행하 다. 향후 연구개발은 다양한 방사선원에 한 돌연변이 스펙트럼  기작 해석

을 통한 방사선육종 기반기술 개발, 방사선 반응 메커니즘  유용 형질 련 비교·구조·기능유

체 연구를 심으로 진행될 것이다. 

 주제명키워드

 (10단어내외) 

방사선, 돌연변이 육종, 돌연변이, 유 자, 우주선 육종, 이온빔, 감마 이

토트론



BIBLIOGRAPHIC INFORMATION SHEET

   Performing Org.

     Report No.

   Sponsoring Org.

     Report No.
 Standard Report No.    INIS Subject Code

 KAERI/RR-3335/2011

   Title / Subtitle 
Development of Radiation-Induced Mutation Techniques and 

Functional Genomics Studies

  Project Manager 

  and  Department
Dong Sub Kim (Radiation Breeding Research Team, KAERI)

  Researcher and 

    Department

Dong Sub Kim, Si-Yong Kang, Jin-Baek Kim, Bo-Keun Ha, Sang Hoon 

Kim, Ji Yeon Lee, Kyung Jun Lee, Sang Yeop Sung, Duk-Soo Jang, 

Eun Jeong Kang, Mira Song, Yu-Mi Lee, Velusamy Vijayanand 

(Radiation Breeding Research Team, KAERI)

 Publication

  Place 
 Daejeon  Publisher  KAERI

 P u b l i c a t i o n   

  Date
2012

  Page    148 p.   Ill. & Tab.   Yes(○), No (  )     Size      27 Cm.

  Note  

 Open  Open( ○ ),  Closed(  )
  Report Type   Research Report

Classified Restricted( ), ___Class Document

 Sponsoring Org.  Contract No.

Abstract(15-20 Lines)

This project has been performed to develop plant genetic resources using radiation (gamma-rays, 

ion-beam, space environments), to conduct functional genomics studies with mutant resources, 

and to develop new radiation plant breeding techniques using various radiation sources during 

3 years. In the first section, we developed flower genetic resources, functional crop resources, 

and bio-industrial plant resources. In the second section, we cloned several mutated genes and 

studied mechanisms of gene expression and genetic diversity of mutations induced by 

gamma-rays. In the third section, we developed new plant breeding techniques using 

gamma-phytotron, heavy ion-beam, and space environments. Based on these results, a total of 8 

cultivars containing Chrysanthemum, Hibiscus, kenaf, rice, and soybean were applied for plant 

variety protection (PVP) and a total of 4 cultivars were registered for PVP. Also, license 

agreement for the dwarf type Hibiscus mutant 'Ggoma' was conducted with Supro co. and the 

manufacturing technology for natural antioxidant pear-grape vinegar was transferred into 

Enzenic co. Also, 8 gene sequences, such as F3'H and LDOX genes associated with flower color 

in Chrysanthemum and EPSPS gene from Korean lawn grass, were registered in the database of 

National Center for Biotechnology Information (NCBI). In the future study, we will develop new 

radiation mutation breeding techniques through the mutation spectrum induced by various 

radiation sources, the studies for mechanism of the cellular response to radiation, and the 

comparative·structural·functional genomics studies for useful traits.     

  Subject Keywords

  (About 10 words)

radiation, mutation breeding, mutation, gene, spaceship breeding, ion 

beam, gamma phytotron 



주        의

1. 이 보고서는 한국원자력연구원에서 시행한 기 목 사업의 연구보고 서 입

니 다 .

2 . 이  보 고 서  내 용 을  발 표 할  때 에 는  반 드 시  한 국 원 자 력 연 구 원 에 서  시 행 한 

기 목 사 업 의 연 구 결 과 임 을  밝 야  합 니 다 .

3 . 국 가  과 학 기 술  기 유 지 에  필 요 한  내 용 은  외 으 로  발 표  는  공 개

하 여 서 는  아 니 됩 니 다 .


	표 제 지
	제 출 문
	요 약 문
	목 차
	제 1 장 연구개발 과제의 개요
	제 2 장 국내·외 기술개발 현황
	제 3 장 연구개발 수행 내용 및 결과
	제 1 절 방사선 돌연변이 식물 유전자원 개발
	제 2 절 돌연변이 식물 유전자원 활용 유전체 연구
	제 3 절 방사선 이용 신육종기술 개발

	제 4 장 연구개발 목표 달성도 및 대외 기여도
	제 5 장 연구결과의 활용계획
	제 6 장 참고문헌
	서지정보양식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