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KAERI/RR-4322/2017 523340-17

보안과제( ), 일반과제( ○ ) 

주요사업

Major Project

방사선융합 농생물 유전자원 개발·활용 및 국가 

종합관리시스템 구축
Development and application of radiation fusion agro-genetic 

resources and construction of national comprehensive management 

system

한국원자력연구원





- 1 -

제 출 문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 귀하

이 보고서를 “주요사업” 과제 세부과제 “방사선융합 농생물 

유전자원 개발·활용 및 국가 종합관리시스템 구축”의 연구보고서로 

제출합니다.

2018년 2월 23일

주 관 연 구 기 관 명

주 관 연 구 책 임 자

연 구 원

한국원자력연구원

김진백

이영근 강시용 진창현

김상훈 안준우 조영득 

권순재 최홍일 한아름 

홍민정





- 3 -

보고서 요약서

과 제 고 유 번 호 523340-17
해 당 단 계
연 구 기 간

2015.1.1.~
2017.12.31

단계구분 3/3

연 구 사 업 명
중 사 업 명 주요사업

세부 과제 명

연 구 과 제 명
대 과 제 명 방사선 생물화학반응 원천기술 확보

세부 과제 명 방사선융합 농생물 유전자원 개발·활용 및 국가 종합관리시스템 구축

연 구 책 임 자 김진백

해 당 단 계

참 여

연 구 원 수

총 17.75명
해 당 단 계
연 구 비

정부 2,986,000 천원

내부 6.63명 기업  천원

외부 11.12명 계 2,986,000 천원

총연구기간

참 여

연 구 원 수

총 52.8명

총 연구비

정부 8,846,000 천원

내부 19.22명 기업  천원

외부 33.58명 계 8,846,000 천원

연구기관명 및 
소 속 부 서 명

한국원자력연구원/ 방사선육종연구실 참 여 기 업 명 에코누리

국 제 공 동 연 구 상대국명 : 상대국 연구기관명 : 

위 탁 연 구
연구기관명 
:한국생명공학연구원/강원대학교/에코
누리/고려대학교/충남대학교

연구책임자 : 
정원중/민성란/김용민/장철성/남궁원/최윤
이/박상언

요약(연구결과를 중심으로 개조식 500자 이내로 작성합니다.) 보 고 서  면 수 374p.

○ 바이오산업소재용 방사선육종 유전자원 및 실용화 기술개발

- 산업소재용 케나픔 품종등록(2건), 소재활용 및 유전체 연구를 통한 마커개발(1건)

- 바이오에너지용 유채 및 수수품종 유망계통 선발, 세대진전

- 고전분 미세조류 특허등록(2건) 및 전사체 분석을 통한 전분 과축적 메카니즘 규명

- 섬유소 분해능 향상 균이류 변이체 선발 및 관련 유전자 특성 분석

○ 방사선육종 유전자원 대상 변이 메카니즘 기초연구

- 벼 이온화에너지원 특이적 변이 검정 및 유전자원 대상 GWAS검정

-  비교유전체학 분석을 통한 유용 유전자군 기능연구

- 유색밀 선발 계통의 생육시기별 대사체 함량 분석

○ 방사선육종 유전자원 Genebank 종합관리시스템 구축

- 홈페이지 구축 완료 및 수요자 요구도 반영 수정·보완

- 자원별 DB표준화 및 QR코드 관리시스템 도입

○ 유용 돌연변이 창출을 위한 고효율 변이유기기술 및 ICT기반 선발/분석 시스템 개발

- 광합성 억제인자 및 감마선 복합처리에 따른 변이유기 효율 검증

- ICT기반 육종플랫폼 설계 및 구축을 위한 사전협의

색 인 어
(각 5개 이상)

한글
방사선육종, 기초연구, 유전자원은행, 변이효율, 유전체학, 대사체학, 
표현체학

영어
Radiation breeding, Fundamental research, Genebank, Mutation efficiency, 
Genomics, Metabolomics, Phenomics 





- 5 -

요 약 문

Ⅰ. 제 목

방사선융합 농생물 유전자원 개발·활용 및 국가 종합관리시스템 구축

Ⅱ. 연구개발의 목적 및 필요성

전세계적으로 자국 식량안보 및 국가 신성장동력 창출을 위해 유전자원의 확보 및 보존에 막대

한 투자하고 있으며, 새로운 유전자원을 개발하고 지적재산권을 확보하는 일에 대해 그 중요성이 

부각되고 있는 실정에 있다. 이러한 이유로 생물자원에 대한 다양성을 제공할 수 있고 비교적 육

종연한을 단축시킬 수 있는 방사선육종에 대한 요구도 증가되고 있는 상황이다. 2013년 방사선

육종 전담연구조직인 방사선육종연구센터가 설립되어 운영 중에 있으며, 민간의 방사선육종 조

사 건수와 더불어 진보된 육종기술에 대한 요구도 또한 증가하고 있다. 기초연구를 통한 자원에 

대한 객관화 정보 제공 역시 방사선육종 저변을 확대할 수 있을 것이라 기대한다. 

Ⅲ. 연구개발의 내용 및 범위

1. 바이오산업소재용 방사선육종 유전자원 및 실용화 기술 개발

고바이오메스 케나프, (단)수수 자원, 전분/지방산 고축적 미세조류 및 고온내성/섬유소 분해

능 향상된 균이류 유전자원을 개발하고, 해당 유전체 분석을 통해 변이메카니즘 기초연구를 

수행한다. 

2. 방사선육종 유전자원 대상 변이 메카니즘 기초연구

벼 식물체를 대상으로 육종에 활용가능한 여러가지 이온화에너지원별 벼 전장유전체 및 전

사체 발현변화를 수행하고 방사선육종 유전자원 대상 유전체 및 관련 대사체 변화 연관성을 

탐색한다. 방사선에 특이적으로 발현되는 유전자 2종을 선발하고 이에 대한 기능을 분석한다.  

   

      

3. 방사선육종 유전자원 Genebank 종합관리시스템 구축

자체 홈페이지 구축을 통해 방사선 육종 유전자원 전용 종합관리시스템을 구축하고 자원별 

포장 데이터 및 기초연구 생성데이터를 시스템에 업로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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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유용 돌연변이 창출을 위한 고효율 변이유기기술 및 ICT 기반 선발/분석 시스템 개발

돌연변이 유기효율을 극대화시키기 위하여 광합성 억제인자 광합성억제인자 전처리 및 화기

방사선조사에 따른 변이 효율을 검증하고 최신 ICT기술 융·복합을 통해 고효율 육종플랫폼을 

구축한다.  

Ⅳ. 연구개발결과 

친환경 산업소재용 국가전략 생물자원을 개발을 통하여 지적재산권을 확보하고 유전체 및 대

사체 변이 메카니즘 기초연구를 수행하여 관련 정보를 확보하였다. Genebank 종합관리시스템

을 구축을 위하여 홈페이지를 제작하고 각각의 생성 데이터 표준화를 통하여 시스템에 업로드 

하였다. 신방사선육종기술 개발을 위하여 감마선과 기타 전처리를 통하여 변이효율을 검증하고 

ICT기반 기술과의 융·복합을 통해 새로운 육종기술을 설계하였다.

Ⅴ. 연구개발결과의 활용계획

현단계에서 개발된 유전자원은 차기단계 bioremediation 연구에 활용할 예정에 있으며, 관련 

기초연구 데이터는 홈페이지를 통해 산학연 연구자들에게 공개할 예정에 있다. 고효율 육종 변이

유기 기술 및 ICT기반 육종기술 개발을 통해 유전자원 개발을 가속화시키고 국내 실정에 맞는 

육종기술 기준을 확립코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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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UMMARY

Ⅰ. Project Title

Development and application of radiation fusion agro-genetic resources and 

construction of national comprehensive management system

Ⅱ. Objective and Importance of the Project

The world is investing heavily in the securing and preservation of genetic 

resources in order to create food security and national new growth engines around 

the world, and it is important to develop new genetic resources and secure 

intellectual property rights. For this reason, there is a growing demand for radiation 

breeding, which can provide diversity to biological resources and shorten the 

breeding period relatively. The Radiation Breeding Research Center, a dedicated 

research organization for radiation breeding in 2013, has been established and in 

operation, and the demand for advanced breeding techniques has increased along 

with the number of civilian radiation breeding studies. It is expected that the 

provision of objective information on genetic resources through basic research will 

also expand the technology of radiation breeding.

Ⅲ. Scope and Contents of Project

1. Development of radiation breeding genetic resources and practical application 

technology for bio industry materials

We develop many genetic resources : eco-freindly indutrial plants, microalgae 

with  improved starch / fatty acid accumulation and mushroom with 

high-temperature resistance. Also, we carry out the researches on basic mutated 

mechanism through genomics tools.

2. Fundamental study on mutation mechanisms of genetic resources by radiation 

breeding 

This study was carried out to investigate the relationship between genomic an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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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etabolic changes in genetic resources. Two radio-responsive genes were selected 

and analyzed their gene functions.

3. Construction of Genebank management system for genetic resources by radiation 

breeding

Establish a management system dedicated to genetic resources of radiation 

breeding through the construction of its own homepage and upload the 

resource-derived and omics derived data to the established system.

4. Development  mutation breeding technology with high efficiency and ICT-based 

selection/analysis system for useful mutant

In order to maximize the mutagenic efficiency, the mutation efficiency by 

pretreatment of photosynthetic inhibitor and irradiation was verified and a high 

efficiency breeding platform is constructed by combining the latest ICT-based 

technology. 

Ⅳ. Result of Project

We have secured intellectual property rights on registed eco-friendly industrial 

plants and performed basic research on genomic and metabolic levels to obtain 

relevant basic information. To build the Genebank management system, a homepage 

was created and uploaded to the system through standardization of each generated 

data. In order to develop new radiation breeding technology, mutation efficiency 

was verified through gamma ray and other pretreatments, and new breeding 

platform was designed by combining with ICT- based technology.

Ⅴ. Proposal for Applications 

The genetic resources developed at the present stage are expected to be used for 

the next step bioremediation researches, and related basic research data will be 

disclosed to the researchers of industry, academia and research through established 

homepage. We will accelerate the development of genetic resources through the 

development of high-efficiency radiation breeding technology and ICT-based 

breeding technology, and establish the breeding technique standard for domestic 

situ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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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장 연구개발 과제의 개요

제1절 연구개발 목적
   

1. 방사선육종기술 기반 바이오산업소재 유전자원 pool 대량구축을 통한 고바이오매스 산업소재

용 유전자원 개발 및 실용화 연계기술 개발

2. 이온화에너지원에 따른 Central Dogma (DNA-RNA-Protein) 구성요소 및 대사산물에 미치

는 광의의 변이 메카니즘 규명으로 산업적 및 환경적 변화 흐름에 부합한 차세대 미래 생물자

원 개발을 위한 Genetic stock 대량 창성

3. 방사선육종 유전자원 종합관리시스템 구축을 통한 돌연변이 유전자원 은행(Genebank) 사

업 추진 기반 마련

4. 유용 돌연변이 창출을 위한 고효율 변이유기 첨단 방사선육종 기술 개발 및 방사선유전자원 최적

화 ICT기반 고효율 육종 선발/분석시스템 구축

제2절 연구개발 필요성

1. 식량안보, 기후변화, 글로벌화 등 종자산업을 둘러싼 국내외 환경변화는 국내 종자산업을 

국가 신성장동력 산업으로 육성·발전시킬 수 있는 기회가 될 수도 있다. 중국, 인도 등의 지

속적인 인구증가와 경제발전으로 식량소비량이 급증추세에 있으며, 급변하는 기후변화는 다

양한 환경재해에 저항성을 갖는 내재해성 신품종의 개발 및 보급이 요구되고 있다. 이런 이

유로 종자산업은 식량안보 문제와 직결되는 국가기반산업으로 종자 주권 확보를 위한 국가

전략 기술개발사업의 추진이 필요한 시점에 있음. 

   

2. UPOV(국제식물신품종보호동맹) 가입에 따른 국내 로열티 지급대상 품목 확대됨에 따라서 

수입대체 생물자원 개발 필요성이 증가되고 있으며 수입의존도가 높은 바이오 산업소재 생

물자원 역시도 방사선육종 연구개발 활성화로 원천기술 및 유전자원 지적재산권 선점이 중

요해지고 있음.

3. 현재 친환경 제품에 대한 수요가 세계적으로 증가 추세에 있어 혁신적인 기술이 개발된다

면 소비시장에서의 블루오션 창출 가능성이 높다. 따라서 방사선육종기술에 의한 바이오매스 

소재 확보 및 바이오소재 분야 신성장동력 산업화가 가능할 것이라 사료되며, 바이오매스 

관련 산업은 전 세계적으로 초기 발달 단계에 있기 때문에 방사선을 이용한 신기술의 개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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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 적극적인 산업화 지원이 이루어질 경우 한국의 신성장 산업으로 발전할 수 있어 해당분

야의 조속한 연구개발 추진이 요구되고 있음.

4. 방사선육종 생물자원 및 유전체·대사체 생물정보 DB 구축 및 국내·외 웹 서버를 통한 체

계적이고 안정적인 관리 시스템 구축으로 관련 산·학·연 연구자들에게 유전자원 분양·지원 

서비스를 제공하는 유전자원은행(GeneBank) 사업의 추진으로 육종 연구 개발의 활성화와 

국내 종자산업 세계경쟁력 향상 기반을 마련할 수 있을 것이라 기대된다. 본 연구팀은 방사

선 돌연변이 육종을 전담하는 국내 유일의 조직으로 최근 증가되는 방사선육종에 대한 관

심, 활용도를 배가시키기 위하여 창출되는 연구결과의 나열식 정리방식이 아닌 체계적이고 

객관적인 통합 관리시스템 구축은 산·학·연 관련 연구자에게 보유유용 유전자원 pool의 구

성현황, 평가, 검정, 선발 등에 활용할 수 있는 객관적인 자료 제공이 가능할 것임.

5. 생명정보는 바이오연구의 패러다임을 변화시켜 인류가 당면한 식량 및 자원 문제 해결을 

위한 신품종 개발, 멸종 위기 생물자원 보존, 생물 다양성 분석을 통한 유용 유전자원 발굴 

및 확보, DNA 바코드, 유전체와 발현체, 대사체, 단백질체를 융합한 생물학적 네트워크 연

구 등 무궁무진한 활용가치가 있음. 

   

6. 국내 종자기업의 고부가가치 종자개발과 글로벌 기술경쟁력 확보를 위해 ICT기술 접목일 필

수적인 상황에 있다. 네덜란드는 KeyGene 사의 ‘PhenoFab’을 통해 영상분석 기반의 품종 

선발/분석 서비스를 종자회사 등에 제공하고 있음. 국내 종자회사의 신품종육종 연한 단축 

및 효율 증대를 위해서는 공공활용을 위한 ICT-작물품종 선발-분석 보급형 모델의 개발이 

시급한 상황이며, ㈜농우바이오 같은 국내 최대 종자기업에서도 신품종육성에 ICT 기반 품

종 선발·분석 시스템을 활용하고자 하나 워낙 비용이 커서 엄두를 내지 못하고 있는 실정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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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장 

국내·외 기술개발 현황

제1절 국내 현황

제2절 국외 선진국 현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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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장 국내·외 기술개발 현황

제1절 국내현황

1. 산업계 동향

 

가. 국내 바이오산업 소재용 생물자원은 거의 대부분이 수입에 의존하고 있으며, 바이오에탄

올, 바이오 플라스틱 및 섬유 등으로 주목을 받고 있는 케나프(Kenaf) 및 황마 소재 등은 

인도 및 방글라데시 등에서 전량 수입하는 실정에 있어 국산화가 절실히 요구되는 상황에 

있음

나. 농림축산식품부에서 입안한 “2020 종자산업 육성대책”에 의거 ‘방사선육종연구센

터’ 설립이 완공(2013년)되어 운영 중에 있으며, 최근들어 방사선육종 기술과 육성 유

전자원에 대한 관심 증대되고 있다. 매년 민간 및 개인육종가를 대상으로 본연구팀 주

관으로 돌연변이 민간 육종가 교육을 진행 중에 있으며, 이들 교육수료자들이 방사선육

종생산자연합회를 자생적으로 조직하여 워크샵 및 기술교류를 진행하고 있음  

다. 방사선 육종 식물 유전자원 개발, 보급 및 상용화는 한국원자력연구원의 개발 품종을 

중심으로 이루어지고 있으며, 최근 증가된 관심으로 민간육종가들도 사업화를 활발하게 

추진 중에 있다. 주곡작물인 벼의 경우 김제, 천안, 고창 등에 대단위 재배단지가 조성

되어 지역 브랜드미로 판매중에 있으며, 매해 분양희망 농가를 대상으로 한 종자무상보

급 사업을 2005년부터 진행 중에 있음

2. 학계 동향

가. 바이오산업소재용 수입생물자원에 대한 국내 적합 품종개발 및 육종연구는 전무한 실정

에 있으며, 바이오에너지 및 산업복합소재용 원료 대부분을 해외 자원에 의존하고 있기 

때문에 국내 생산기반 구축 및 적합 품종 개발이 시급한 상황이다. 식량작물 이외의 바

이오매스 작물로 억새 및 갈대 이용관련 연구가 시도되고 있지만, 농경지에 재배하는 

것에는 무리가 있으며 경제적인 부분에서 상업화의 한계성을 가지고 있음  

나. 각종 Omics(유전체학(Genomics), 단백질체학(Proteomics), 대사체학(Metabolomics)) 기

술의 발달로 대규모로 생산되어 축적되고 있는 생물정보에 대한 선택과 해석 문제 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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두되고 있으며, 실험실 단위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분자생물학적인 연구와 실제 재배포

장에서 이루어지는 육종 연구 간의 연결고리를 찾고자 하는 노력이 시도되고 있음

다.  돌연변이 유전자원은 특정한 생물학적 프로세스에 변이를 유발하는 유전자를 밝혀내

는 분석 재료로 활용성이 높으며, 방사선을 이용한 돌연변이기술로 대량 창출된 유전자

원을 대상으로 유전자의 기능을 밝히는 기능유전체학적 연구가 많은 식물 종을 대상으

로 국제 컨소시엄 연구로 진행 중에 있음

라. 방사선기술(Radiation technology) 

식물에 대한 방사선의 영향 연구는 단순조사에 의한 형태적 변이에서 전체 유전체 

상의 유전자 발현변화, 환경요인과의 복합 영향, 장,단기 조사 영향 등의 연구영역으로 

다각화, 전문화 되고 있음 

3. 연구계 동향 

가. 바이오매스용 미세조류 연구개발 박차

최근 미래창조과학부 주관 ‘차세대 바이오매스 연구사업’이 추진 중에 있으며(’10~’19

년), “생태친화형 고성능 바이오매스 개발”, “바이오매스 확보 및 원료유연형 활용기술

개발” 및 “바이오매스 전환 기술개발” 등 3개 핵심 과제가 추진 중에 있으며, 육종

분야는 선발육종 및 유전자 형질전환 연구를 중심으로 진행되고 있음

나. 방사선 식물 유전자원 중요성 인식으로 수요 증가 추세

(1) 방사선육종 식물 유전자원은 특정한 생물학적 프로세스에 변이를 유발하여 해당 프

로세스를 통제하는 유전자를 밝혀내는 분석 재료로 활용성이 높아 현존하는 유전자

원의 한계성을 극복하고 방사선기술로 대량 창출된 유전자원을 대상으로 유전자의 

기능을 밝히는 기능유전체학 연구가 진행중.

 

(2) 최근 종자 로열티 문제 해결 및 유전자원에 다양성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방사선육

종기술에 대한 관심 증가

다. 이온화에너지 관련 기초연구 수행

단기 급조사에 의한 생리, 생화학적 반응 및 특정 유전자의 변화에 관한 논문이 보고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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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 있으나, 이온화에너지의 장기 완조사에 의한 생리, 생화학적 반응 및 발현 유전자의 

차이에 관한 연구는 장기 완조사를 위한 시설(감마온실 또는 감마파이토트론)을 보유한 

국가가 극소수에 지나지 않아 토양 내 동위원소 처리에 의한 연구로 대체하고 있어 그 

연구 결과가 명확치 않음. 

라. 방사선육종 기술 관련 교육 및 활성화를 위한 협의체 구성

- 본연구팀 주관으로 2012년부터 민간육종가 및 기관육종가들을 대상으로 돌연변이 육

종 전문가 과정 주관을 통해서 많은 교육생이 배출되었으며, 이들의 자생적인 조직으

로 방사선육종 생산자연합회가 조직되어 101명의 구성원으로 조직되어 운영 중에 있

음

- 국내 방사선육종 분야별 전문가 네트워크 구축을 통한 활성화 방안 협의

- 민간육종연구단지 및 산학연 방사선육종 기술지원 활성화를 통한 방사선육종 저변확

대 및 종자산업 발전 견인 목적

마. ICT 기반 작물 선발/분석시스템 개발 및 적용 사례

- 2010년 CropDesign사의 시스템부터 종자개발을 위한 작물 품종 분석 연구용 시스템

으로 발전되기 시작하였고, 현재 독일의 LemnaTec사를 중심으로한 상업용 모델의 개

발이 수행되고 있음

- 농업 강국 연구기관들의 경우 자체 연구개발을 통해 적용성이 확대된 시스템 개발을 

독자적으로 추진하고 있음

제2절 국외 선진국 현황

1. 해외 농업 선진국과 거대 다국적 종자기업은 신품종개발 경쟁을 위해서 ICT 기반의 작물  

선발/분석 시스템 개발 및 활용 중에 있으며 그 투자를 확대해 나가고 있는 추세에 있다.  

몬산토는 2010년부터 미국 노스캐롤라이나에 첨단 자동화온실을 구축하여 작물의 3D 이미지, 

열영상, 근적외선 영상의 자동 획득을 통한 옥수수, 콩, 면화 등의 신품종 육종에 박차를 가하

고 있는 상황에 있다. 초고속 자동화 작물 선발-분석에 요구되는 영상/센서/자동화기술 기

반의 시스템 개발 및 판매는 독일의 LemenaTec사, 체코 PSI사가 선도하고 있는 실정에 있

음

2. 세계적으로 바이오에너지 작물 연구개발이 활발한데, 유전자변형 기술에 의한 GM 콩, 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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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 및 면화 등이 글로벌  종자회사에서 개발되어 재배가 확대되고 있으나, 식품 및 환경 

위해성 논란은 지속되고 있다. FAO-IAEA 돌연변이 품종 데이터베이스에 의하면, 돌연변이 

육종 기술에 의하여 황마 12개, 아마 11개, 면화 41개, 사탕수수 11개 품종이 개발되어 등

록된 상태에 있음

3. 미세조류(해조류) 바이오에너지 연구의 국가차원 기술개발 추진 중에 있다. 미국은 

National Algal biofuels Technology Roadmap을 수립 국가차원의 체계적 기술개발을 추진하고 

있고, 에너지성에서는 2010년 조류 바이오에너지 상용화를 위한 3개의 연구콘소시움을 

출범하여, 연방정부 외에도 주정부 차원에 해조류를 이용한 바이오에너지 연구개발 수행  

중에 있음

4. 미국, 유럽, 일본 등은 기업체와 연계하여 미세조류(해조류) 바이오에너지 상업화를 위한 투자 

및 기반연구 진행 중에 있다. 미국은 조류 이용바이오에탄올 및 디젤 생산을 위해서 Algenol 

Biofuels, Solix Biofuels, Sapphire Energy 및 Solazyme등의 회사가 협력하고 있으며, 미국

의 Solix사와 독일의 IGV-GmbH는 산업 배출 이산화탄소 이용 미세조류 대량 생산 후 

바이오디젤 생산원료로 활용하는 사업을 진행 중에 있다. 일본의 미쯔비스 종합연구소는 

교토도립해양센터 및 도쿄해양대학과 공동으로 해조류 대규모 양식장을 설치하는 계획 

추진 중에 있음

5. 세계각국은 자국 식량안보 및 국가 신성장동력 창출을 위한 기본소재로 유전자원의 확보 

및 보존에 막대한 투자를 하고 있다. 미국 국립연구자원센터: 전세계 유전자원을 대상으로 

생명공학연구에 필요한 자원확보 추진(Ⅱ´10년 1.4조원 투입) 중에 있으며, EU는 7차 연

구개발 기본계획 4대 중점 분야 중 하나로 생명자원의 인프라 확충과 공동활용 내용을 포

함시켜 연구개발에 집중하고 있다. 일본 역시도 세계최고 수준의 유전자원 확보, 관리 및 

활용을 목표로 ´02년부터 국가생명자원 사업을 꾸준히 추진 중에 있음

6. 세계 각국은 식량 및 바이오에너지 자원의 확보, 기후변화 대응 및 유전자원 지적재산권 

강화에 대응하여 유전자원 개발 확보를 위해 노력중에 있다. 식물신품종보호동맹(UPOV) 

가입(‘02)에 따른 국내 로열티 지급대상 품목이 2012년도 전품목으로 확대됨에 따라, 세

계 종자시장 규모와 교역량이 급성장하면서 종자산업은 국가 성장동력 산업으로 재조명되

고 있어 국산 신품종 및 유전자원 확보를 위한 국가적 노력 필요한 상황에 있다. 또한, 종

자 산업은 의약 및 재료산업 등 첨단 생명과학 기술의 활용이 가능한 융복합 산업으로 발

전하고 있어 선진국들도 종자산업에 대한 지원을 강화하고 있는 추세로 첨단기술이 접목

된 수출지향적 미래 성장동력 산업으로 발전 가능성이 매우 높은 상황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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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장 연구개발 내용 및 결과

제1절 연구개발 내용 및 실험방법

1. 바이오산업소재용 방사선육종 유전자원 및 실용화 기술 개발

가. 산업소재용 식물유전자원 개발 및 특성 분석

(1) 수수(grain sorghum) 돌연변이 pool 구축 및 특성 분석

○ 고수량, 고기능성 돌연변이 수수 선발을 위한 원품종 특성 분석

- 2014년에 국내 기후 적응성 평가에서 선발한 10개 원품종의 생육특성, 전초, 종자 

수량 및 당도 평가

- 출수기, 종자수량, 초장을 포장에서 1m2 단위로 3반복 조사. 

- 당도는 완숙기에 디지털 당도계(Atago PR-101 α; Atago USA Inc.)를 이용하여 측정

함.  

- 사료적 이용가치는 조사료 이용 적정시기로 보고된 출수기에 전초를 수확하여 건

물수량 및 사료가치(조단백, 조지방, 조섬유, NDF, ADF)를 분석함. 분석방법은 모두 

AOAC (1990)에 준하여 분석함.

- 전초의 미네랄 성분 분석은 AOAC (1995) 방법을 적용하여 분석함. 

- 이삭의 주요 기능성 성분인 탄닌과 총 플라보노이드 함량은 완숙된 이삭(whole grain)을 

통째로 분쇄하여 분석에 이용함. 총 탄닌 함량은 Folin-Ciocalteu method (Makkar et al, 

2000)를 이용하였으며, absorbance 725 nm에서 UV-spectrophotometer (UV-1800, 

simazuda, Japan)를 이용하여 측정. Standard curves는 catechin equivalents (Sigma)를 적

용함.   

- 3-deoxyanthocyanidins분석은 Awika et al. (2004)의 방법을 변형하여 실시함. 안토시

아닌 분석기기는 UPLC system (CBM-20A, Shimadzu Co. Ltd., Japan), gradient pump 

systems (LC-30AD, Shimadzu),  UV-detector (SPD-M30A, Shimadzu), HSS T3 column 

(2.1 × 100 mm, 1.8 μm, waters Inc., USA)을 사용하였고, 480 nm에서 표준물질과 

literature (Awika et al, 2004; Dykes et al, 2009)를 이용하여 분석 및 동정함.  

- 돌연변이 원품종의 영양가치 및 단백질 조성 특성으로 전초와 이삭의 아미노산을 

아미노산 자동분석기(HITACHI L-8900, Hitachi, Japan)를 이용하여 분석함. 

○ 감마선 조사 M2 세대 포장 전개 및 유망 계통 선발

- 10개 품종에 감마선을 100, 200, 300, 400 Gy 조사하여 수확한 계통의 M2세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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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000여 개체를 전개하여 고바이오메스 23계통, 고종자수량 3계통, 기타 형태적 돌

연변이(종피색, 거위목형 등) 20 계통을 선발함.  

(2) 돌연변이 수수 검정 신규 마커시스템 개발

- 감마선 선량에 대한 sensitivity 및 돌연변이 수수 품종에 대한 TE-TRAP 마커시스

템 개발을 위하여 수수의 전장유전체(750Mb)를 MITE-digger 프로그램을 활용하여 

전이인자(transposable element) 조사함.

(3) 단수수(sweet sorghum) 유전자원 pool 구축을 위한 품종 선발

○ 국내 환경적응성 시험 실시 

- 국제반건조 연구소(ICRISAT)에서 분양받은 245 품종과 농촌진흥청 유전자원센터에

서 분양받은 5품종을 포함한 총 250 품종을 대상으로 국내 기후적응성 시험을 2년

간(2015~2016년) 실시함.

○ 선발품종 종자 안토시아닌 분석 

- 국내 기후에서 수량성(고 바이오매스, 종자수량)과 고당도를 기준으로 선발된 단수

수 8개 품종을 대상으로 Awika et al. (2004)의 방법을 변형하여 실시함. 

○ 총 플라보노이드 및 탄닌 함량

- 선발된 단수수 8개 품종의 종자에 주요 기능성 성분인 탄닌과 총 플라보노이드 함

량을 완숙된 이삭(whole grain)을 통째로 분쇄하여 총 탄닌 함량은 Folin-Ciocalteu 

method (Makkar et al., 2000)를 이용. 총 플라보노이드 함량은  Zhishen et al., 

(1999)의 방법으로 실시함.   

(4) 케나프 유전자원 확보를 위한 돌연변이 pool 구축

○ 케나프 교배 유전자원 집단 구축

- 고바오메스 유전자원 개발을 위한 장대×백마, 장대×적봉 교배 F3 120 계통을 전

개하여 초장이 300cm 이상인 적색줄기 및 흰꽃 고바이오메스 60 계통 선발(적봉 

초장 255 cm, 백마 초장 288 cm)

(5) 케나프 품종등록 작물 바이오복합소재 기능성 검정

○ 부위별 영양성분 분석

- 돌연변이 육종기술을 적용하여 육성한 케나프 등록품종(장대, 백마, 적봉)의 부위별

(잎, 줄기껍질, 꽃, 종자) 아미노산, 미네랄(칼슘, 인, 칼륨, 마그네슘, 나트륨, 아연, 

철) 함량을 원품종(진주, C14)과 비교하여 바이오 소재 활용 검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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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케나프 항균 성분 분석

- Phytol은 가축과 인체에 질병을 유발하는 살모넬라, 대장균 등에 탁월한 항균 효과

가 검증된 성분임. 

- 품종별 잎의 phytol 성분 함량의 차이를 구명하고자 본 연구팀에서 육성한 3개 품

종(장대, 적봉, 백마)과 해외 도입 유전자원 6개를 포함한 9개 품종을 대상으로 분

석함.

○ 케나프 조사료 활용을 위한 사일리지 아미노산 및 발효 균주 동정

- 신품종 장대를 대상으로 사일리지 가공 전후 아미노산의 함량의 변화를 확인하였

고, 돌연변이 육종기술로 육성된 3개 품종(장대, 백마, 적봉)과 원품종(진주, C14)을 

대상으로 주요 발효 균주를 동정함.

○ 부위별 기능성 성분 함량 분석 및 적정 추출 용매 선발   

- 국내에서 재배한 케나프의 기능성 성분(총 페놀함량, 총 플라보노이드) 함량을 부위

별로 분석하고 항산화 활성을 비교하여 국내 새로운 기능성 자원식물로 활용가치를 

평가함.

- 총 플라보노이드 분석은 식품의약품안전청에서 고시한 건강기능식품시험법(제

2011-68호)에 준하여 분석함. 총 폴리페놀 분석은 각각의 추출물 시료를 Folin 시약 

2 ml을 첨가하여 3분 후에 Na2CO3 5 mL를 가하고 혼합하여 발색 1시간 후 시약을 

분광광도계 725 nm에서 흡광도를 측정하였으며 gallic acid를 표준물질로 사용하였

다.

(6) 케나프 품종 RNA sequencing 분석 

○ 분석방법

- Denovo RNA sequencing을 이용한 전사체 발현 분석은 돌연변이 등록품종(장대, 백

마, 적봉)과 원품종(진주, C14) 해외유전자원(홍마300)을 대상으로 실시함. 추출된 

total RNA는 bioanalyzer를 이용하여 QC 분석을 통하여 purity 및 degradation 여부

를 검정한 다음, rapid cDNA library kit를 이용하여 cDNA합성 및 labeling하였다. 

합성된 cDNA를 랜덤하게 fragmentation 하고 HiSeq-2000(Illimina)을 통하여 

sequencing을 진행하였다. Data mining은 Tophat (V2.0.4)을 이용 하여 raw read를 

reference에 mapping 후 cuffinks (v2.0.2)을 이용하여 각 sample에 대한 gene set을 

작성하였으며, cuffmerge를 이용하여 gene set을 통합, 최종 gene set작성한 후, 

cuffdiff (V2.0.2)을 이용하여 DEG 분석을 수행함. 

(7) 케나프 신규 EST-SSR 마커 개발

- Denovo RNA sequencing을 통한 케나프 품종 “장대”, “진주”, “적봉”, “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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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300”, “백마”, “C14” 염기서열 분석을 통해 신규 EST-SSR 마커를 개발, 케

나프의 유전적 다양성, 유연관계를 분석하고, 방사선육종 기술을 이용하여 육성한 

케나프 품종(장대-원품종:진주, 적봉,백마-원품종:C14)과 수집 유전자원과의 구분, 

케나프의 품종에 대한 유전자형을 분석하여 품종 판별에 이용 가능한 마커를 개발

하기 위해 실험을 수행함.

- 위의 sequencing assembly를 활용하여 EST database 구축을 통해 신규 EST-SSR 마

커 제작 실시

(8) 케나프 기능성 물질 생합성 관련 유전자 연구 

○ 안토시아닌 생합성 관련 유전자 발현의 변화

- 케나프의 등록품종의 특이 형질 중 기능성 물질 생산에 관여하는 변이 유전자를 

탐색하기 위해 개발된 3개 품종(장대, 백마, 적봉)과 원품종(진주, C14), 해외유전자

원(홍마300)을 대상으로 RNA-Seq을 이용한 전사체 발현 분석을 실시하고 케나프의 

주요 기능성 물질인 캠페리트린과 안토시아닌 함량의 연관분석을 수행함.  

- 캠페리트린과 안토시아닌 함량 분석은 gradient pump systems (LC-30AD, Shimadzu), 

a UV-detector (SPD-M30A, Shimadzu), an auto sample injector (SIL-30AC, Shimadzu), 

column oven (CTO-30A, Shimadzu)가 장착된 UPLC system (CBM-20A, Shimadzu Co. 

Kyoto, Japan)에 XR-ODS column (3.0 × 100 mm, 1.8 μm, Simadzu, Japan)을 이용

하여 분석하였다. 

(9) 케나프 유전자원 육성 및 유전자지도 구축

○ 형태학적 특성 분석

- 2015년에 RNA sequencing을 통해 개발된 신규 EST-SSR 마커를 활용한 유전자지도 

구축을 위하여 총 32개 유전자원을 포장에 증식하여 형태학적 특성 분석, EST-SSR 

및 genomic SSR마커 분석, 기능성성분 함량분석의 재료로 사용함. 

○ 케나프 잎의 기능성 성분 분석

- EST-SSR 마커를 활용한 케나프의 유전자지도 구축을 위해 케나프 잎의 주요 기능

성 성분으로 알려진 플라보노이드(Kaempferitrin, afzelin)를 분석하였고, 보라색 잎

으로 변이된 돌연변이 품종 적봉을 대상으로 안토시아닌 함량을 분석하였다. 

○ Marker trait associations mapping 분석

- 케나프 품종육성을 위한 목적 형질 선발에 이용하고자 32개 유전자원의 형태적 특

성, 기능성 성분함량과 EST-SSR과 genomic SSR 마커간에 Marker trait associations 

분석을 Q GLM과 Q+K MLM 방법으로 실시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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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 Hibiscus genus내의 gene transferability 분석을 통한 신규 산업소재용 자원 발굴

○ 국내기후 적응성 평가

- 2015년 미국 농무성 유전자원센터(USDA-ARS National Plant Germplasm System)에서 

무궁화속 13개종, 136 계통을 분양받아 2년간 국내 적응성 평가를 실시함. 

 ○ gene transferability 분석

- 24개 EST-SSR 마커를 활용하여 무궁화속 88 계통과 3개 케나프 돌연변이 품종(장

대, 백마, 적봉), 원품종 유전자원(진주, C14, 홍마300)을 포함한 94 계통을 대상으로 

cross-species amplification을 3반복 분석하여 종간 마커 적용 가능 여부와 유연관계

를 분석하여 방사선 육종을 위한 신규 산업소재용 유용 자원의 효과적인 조기 선발

을 하고자 함.

(11) 고 지방산 유채 교배 계통 선발

○ F3 세대 지방산 검정

- 방사선 조사 유래 지방산 변이 계통 간 9조합으로 교배한 F3세대 증식 및 지방산 

특성 검정을 검정함

○ F4세대 지방산 검정

- oleic acid, erucic acid 고 함유 계통을 육성하고자 방사선 조사 유래 지방산 변이 

계통 간 7조합으로 교배한 F4세대 증식 및 지방산 특성을 검정함 

나. 산업소재 미세조류/균류 유전자원 개발

(1) 전분/지방산 고함유 미세조류 선발 및 특성 분석 

○ 미세조류 방사선육종을 위한 미세조류 (C. reinhardtii)의 방사선 감수성 평가

- 광합성 미세조류 C. reinhardtii 를 TAP 배지에서 3일간 진탕 배양 후 원심분리기를 

이용하여 cell harvest 함. 그 후 0, 50, 80, 100, 150 200, 250 그리고 300 Gy 의 감

마선을 조사 후,  TAP agar 배지에 약 300 cells ml-1을 spreading 한 다음 10일 후 

colony를 counting하여 세포 생존율을 측정함. 방사선 조사 조건별 comet assay를 

이용한 DNA damage 수준 분석 연구를 수행함. 감마선 영향에 의한 C. reinhardtii 

세포내 DNA damage 확인을 위하여, C. reinhardtii를 TAP배지를 사용하여 3일간 진

탕배양 후 원심분리기를 이용하여 cell harvest함. 0, 80, 100, 150, 200, 250, 300, 

350, 400 Gy의 방사선을 조사 후,  Comet assay를 수행한 후 형광현미경을 이용하

여 세포내 핵 DNA의 damage 수준을 분석함

○ 미세조류 육종 기술개발을 위한 방사선 반응 유전자 선발 및 기능 규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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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마선 조사 후 C. reinhardtii로부터 DDR 유전자들의 발현 변화와 선별은 전사체 

분석을 수행함. DDR 유전자가 과발현된 형질전환체를 생산하기 위해 선별된 유전

자들은 HindIII- EcoRV 제한효소 사이트를 이용하여 변형된 pCr102 벡터에 삽입함. 

제작된 벡터는 전기천공법을 이용하여 C. reinhardtii cc-125 내부로 도입함. 제작된 

형질전환체를 이용하여 미세조류 C. reinhardtii 방사선반응 유전자의 기능규명 연구

를 수행함

- 형질전환체로부터 RNA를 추출하기 위해 TAP배지에서 배양된 형질전환체는 원심분

리를 이용해 수확함. 침전된 세포로부터 Trizol extraction method를 이용해 RNA를 

추출하였고, nano drop을 통해 RNA 농도 측정 후 cDNA를 합성함. 스트레스 관련 

유전자 (RPA70a, RAD1, RAD51a, LIG1, Ku70)들의 특이적 primer를 이용하여 형질

전환 식물체 내에서 다양한 감마선 (0, 80, 200 Gy) 조사에 따른 이들 유전자들의 

발현 변화를 측정함

○ 전분 고축적 돌연변이체 선발 및 배양 조건

- 광합성 미세조류 C. reinhardtii strains (cc-124)를 TAP 배지에서 shanking 250 rpm, 

5℃의 조건에서 배양 후 cell을 harvest 함. 감마선 100 Gy를 조사하여 1시간 후, 

TAP agar plates에 스프레딩 함. 그 후 10 일간 dimlight 조건에서 배양. 선택한 

single celll 을 질소가 결핍된 N-TAP배지에서 5일간 배양하여 전분이 축적되게 함. 

그 후 Iodine staining 을 통하여 1차 검증을 하고,  starch assay kit를 이용하여 전

분이 고 축전된 돌연변이체 3종 (sm142, 162, 181) 을 선발함. Analysis of 

Transmission Electron Microscopy를 이용하여 선발된 전분 고축적 돌연변이체를 질

소가 결핍된 N-TAP배지에서 3일간 배양 후 세포내 형태적 특성 및 전분 축적 양

상을 확인함 

○ 전분 고축적 돌연변이체의 생장속도 및 전분 축적량 측정

- 선발된 전북 고축적 돌연변이체를 질소가 결핍된 N-TAP배지에서 3일간 배양하여 

starch assay kit (Sigma)를 이용하여 전분축적량 측정. 선발된 전분 고축적 돌연변

이체를 50ml TAP 배지, 같은 조건에서 배양하여 Spectrophotometer를 이용하여 

Optical density (OD, at 750 nm) 측정함

(2)바이오매스 생합성 기작 규명 및 생합성 증진 연구

○ 방사선변이 미세조류 바이오매스 생합성 효율 분석 

- 방사선육종기술을 이용해 개발된 starch mutant의 바이오매스 생산량은 각각 TAP

과 N-TAP 배지에서 배양 후 전건무게를 측정함. Cellular starch 함량은 α-amylase

의 활성에 의해 생성된 환원당량의 측정을 통해 확인함. 지질은 각각 TAP과 

N-TAP에서 배양된 Starch mutant로부터 hexane을 이용해 sapoinific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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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ethylration, washing 과정을 거쳐 추출됨. Internal standard는 Pentdecanoic acid 

(C15:0)을 이용하였다. FAMEs 분석은 HP-88 capillary column (60 m x 0.25 mm x 

0.25 m, J&W Scientific, C.L. USA)이 장착된 gas-chromatograph mass spectrometry 

(GC-MS)를 통해 확인됨

○ 전분 고축적 메커니즘 분석을 위한 전사체 분석

- 전분 고축적 돌연변이체 3종과 대조군의 유전자 발현을 분석하기 위하여 전사체 

분석을 수행. IN/DEL 분석을 통해 유전자 변이부위를 확인 함. DEG 분석 GO 

analysis를 수행하여 전분 축적에 관한 메카니즘을 분석 함. 전사체 분석을 위하여 

선발된 전분 고축적 돌연변이체를 질소가 결핍된 N-TAP 배지에서 3, 7일간 배양 

함. 그 후 TRIzol을 처리하여 RNA를 추출함

○ 전분 고축적 관여 유전자 발현 패턴 확인

- 전분,지방산 고축적 3종의 돌연변이체에서 공통적으로 발현이 감소, 증가한 유전자

(PGM1, FBA1, 2, STA3, 6)를 qPCR 을 수행하여 유전자의 발현을 검증함

(3) 고온내성/섬유소 분해능 향상 균이류 선발 

○  균이류 방사선 조사 조건 확립을 위한 방사선 감수성 검정

- Lentinula edodes, KACC42378에 감마선 0.2, 0.4, 0.6, 0.8, 1.0, 1.2, 1.4, 1.6 kGy (조사 

선량률: 920 Gy/hr) 조사 한 후 균사체 생장률 조사함. 다양한 온도 환경 변화에 따른 

돌연변이체 선발을 수행을 위하여 15℃, 20℃, 25℃, 30℃에서 배양하여 균사체 생장 조

사함.

○ 섬유소 배지에서 생장이 증가하는 돌연변이체 선발  

- 0.5%, 1%, 1.5%, 2%, 3% Carboxymethylcellulose (CMC) 섬유소 배지에서 균사체 생장 

조사함. 선발된 변이체 LER277, LER296의 cellulase activity 측정을 수행함. Cellulose 

분해능을 보기 위하여 0.2% Congo red staining 후에  clear zone size 비교 연구를 수

행함. 섬유소 분해능 메카니즘에 관여하는 유전자들을 탐색하기 위해 PDA 배지와 1% 

CMC 배지에 돌연변이체를 배양하여, Illuminia Hi-seq (paired-end library) RNA 

sequencing 수행함.

(4) 변이 균이류자원 전사체 분석을 통한 분자메커니즘 연구

○ Lentinula edodes (표고버섯)에서 transcriptome 분석

- 야생형과 섬유소분해능증가 돌연변이체 LER277에서 RNA seq을 수행한 후, de 

novo assembly을 통하여, Lentinula edodes의 전사체의 바이오매스 분해 유전자들의 

발현을 조사함.

○ CAZy 유전자 분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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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섬유소분해능 증가에 기여한 cellulase 유전자를 찾기 위하여, CMC 배지에서 야생

형에 비하여 돌연변이체에서 2배 이상 증가한 유전자를 대상으로 Carbohydrate 

active enzymes (CAZymes) Analysis Toolkit를 이용하여, CAZy 유전자를 분류함.

○  Exocellulase 유전자 분석

- exocellulase 유전자 발현의 기질 특이성을 확인하기 위하여 PDB 배지에서 2주 배

양한 후, 최소 배지에 1% glucose (G)와 1% CMC (C)을 각각 첨가한 배지에 옮겨, 2 

hr, 8 hr, 16 hr, 26 hr, 52 hr, 3 d, 4 d, 5 d, 6 d, 7 d, 21 d 배양함. 각 샘플의 

RNA를 추출하고, cDNA를 합성 한 후에 qRT-PCR (95도 30sec, (95도 5초, 60도 30

초) 45cycles, 95도 30초)를 수행하여, exocellulase 유전자 발현을 분석함. 

2. 방사선육종 유전자원 대상 변이 메카니즘 기초연구

가. 방사선육종 유전자원 대상 유전체 구조 및 발현차이 검정

(1) 감마선 완, 급조사 유전체 발현양상 대량검정

○ 감마선 완, 급조사 벼 시료 RNA sequencing

- 벼 생체 시료 (분얼기) 대상 감마선 200 Gy 완, 급조사 처리 후 RNA 추출하여 

Illumina HiSeq 2500 플랫폼을 사용 대조구 및 감마선 처리구에 대해 시료별 

RNA-seq 데이터를 생산하였음.

○ RNA-seq 데이터 전처리 및 발현유전자 분석

- 전처리 과정을 통해 low quality reads 제거 및 실험 성공 정도를 확인함.

- 벼 표준유전체 서열에 RNA-seq reads를 mapping하여 발현 유전자 정보 및 양상 

확인, 특이발현유전자 동정, gene ontology enrichment 분석을 수행함.

(2) 이온화에너지원 (Biorisk 노출, 양성자빔) 조사에 따른 생물영향 연구

○ 우주환경 노출 및 양성자빔 조사에 의한 생리, 생화학적 식물영향 검정

- 벼 종자를 우주정거장 Biorisk에 탑재하여 우주환경에 노출 및 경주 양성자가속기 

조사시설에서 빔조사 하였음.

- 우주선 및 양성자빔 처리 종자를 파종하여 생육반응을 확인하고 잎 시료를 대상으

로 클로로필, 카로티노이드, 항산화효소 활성, 프리라디칼 생성 정도, 핵 DNA 손상 

정도 등을 확인함

- 우주선 및 양성자빔 처리 종자를 세대 진전시켜 돌연변이 집단을 구축함

(3) 이온화에너지원 (Biorisk 노출, 양성자빔) 조사에 따른 유전체 변이 검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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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whole genome re-sequencing을 통한 이온화에너지원 특이적 variant block 대량 검

정 

- 우주선 및 양성자빔 처리 종자를 생육하여 DNA를 추출하고 염기서열 분석용 DNA 

library를 제작하여 Illumina HiSeq 2500 플랫폼을 사용 유전체 서열정보를 생산하였

음.

- 생산한 서열을 필터링하고 벼 표준유전체 서열에 mapping하여 유전체상 변이를 발

굴하고 다른 이온화에너지원에서 나타난 변이 양상과 비교함.

(4) 이온화에너지원 (Biorisk 노출, 양성자빔) 조사에 따른 유전자 발현양상 검정

○ 양성자빔 및 우주환경 노출 벼 시료 RNA sequencing

- 우주선 및 양성자빔 처리 종자를 생육하여 RNA를 추출하고 Illumina HiSeq 2500 플

랫폼을 사용 대조구 및 감마선 처리구에 대해 RNA-seq 데이터를 생산하였음.

○ RNA-seq 데이터 전처리 및 발현유전자 분석

- 전처리 과정을 통해 low quality reads 제거 및 실험 성공 정도를 확인함.

- 벼 표준유전체 서열에 RNA-seq reads를 mapping하여 발현 유전자 정보 및 양상 

확인, 특이발현유전자 동정, gene ontology enrichment 분석을 수행함.

(5) 환경스트레스 적응 방사선육종 유전자원 대상 유전체 변이 검정

○ 환경스트레스 적응 방사선육종 유전자원 선발 및 resequencing

- 원품종 동안 유래 감마선 200 Gy 및 300 Gy 조사 후대 벼 방사선육종 유전자원을 

대상으로 환경스트레스를 처리하여 내성을 가진 유전자원 계통을 선발하였음.

- 선발된 유전자원에 대하여 Illumina HiSeq 4000 장비를 이용, 전장 유전체 분석을 

수행하여 유전자원별 염기서열 정보를 획득하였음. 염기서열 정보를 품질에 따라 

필터링하고, Burrows-Wheeler Aligner (BWA)를 이용하여 표준유전체 서열에 

mapping한 후 Picard를 이용하여 mapping 결과 파일인 SAM 파일을 정렬하고 BAM 

포맷의 파일로 변환하였음.

- 정확한 변이체 발굴을 위해 SAMtools를 이용하여 PCR duplicate reads를 제거하고, 

GATK의 haplotypecaller를 이용하여 유전체상 변이인 SNP와 INDEL 다형성을 발굴

하였음. 

- 발굴된 다형성에 대하여 방사선육종 유전자원 특이적 변이 발굴을 위해 표준유전

체정보를 기반으로 변이 중 원품종 동안과 같은 변이는 제외하였음. snpeff를 이용

하여 발굴한 변이를 annotation 하였음.

- 최종 선정된 다형성 데이터를 대상으로 양적형질 연관분석을 위한 PLINK 프로그램

을 이용하여 genome-wide association study (GWAS)를 수행하고, 주요 농업형질 및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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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스트레스 적응성 관련 형질과 연관된 후보 유전자를 동정하였음. 방사선육종 

유전자원 계통 특이적 변이 선별을 위한 quality control 후 소수대립유전자빈도 

(minor allele frequency, MAF)가 5% 미만인 변이만을 대상으로 GWAS 분석하였음.

  (6) 표현형 특이 변이체 대상 전사체 발현연구

○ RNA Sequencing 분석법을 활용한 유색밀 특이적 발현 전사체 후보군 확보

- 유식밀 (accession: K4191) 발달 시기별 RNA를 얻기 위해 출수하는 날 (Day After 

Flowering: DAF)을 기준으로 날짜를 표기하였으며 총 7개의 날짜별 종자를 채취

함.

- 채취한 종자를 Trizol을 이용하여 RNA를 얻었고, 7개의 RNA는 종자 색깔별에 따

라 3개의 그룹으로 나누어 Illumina HiSeq2000을 활용한 de novo assembly 방식으

로  RNA Sequencing을 진행함.

○ 종피색 (flavonoid, 안토시아닌) 생합성에 관여하는 유전자군의 종자발달 단계별 발

현 패턴 비교를 통한 색소체 형성 주요 유전자 동정

- 주요 유전자를 동정하기 위해 RNA sequencing 결과를 활용하였고 Representative 

transcripts를 이용하여 안토시아닌 관련 유전자와 alignment를 수행 후, DEGs로 선

발된 유전자를 탐색함. 

○ 색소침착 관련 유전자 기능 분석

- 보라색을 띄는 유색밀 (K4191)과 노란색을 띄는 일반밀인 Yellow 계통을 종자 발달 

단계 변화에 따라 총 6단계로 구분하여 샘플을 확보함.

- 종자 발달단계에서의 안토시아닌과 클로로필 함량을 측정하기 위해 액체질소를 활

용해 막자사발로 각 샘플을 갈아준 후, 각 실험 목적에 맞게 사용함.

- 안토시아닌은 UPLC (ultra performance liquid chromatography)를 활용하여 C3G 

(cyanidin-3-glucoside)와 P3G (peonidin-3-glucoside)의 retention time 및 농도별 양

을 확인한 후 각 단계 종자들의 안토시아닌 함량을 측정함.

- 클로로필 함량을 측정하기 위해 샘플에 100% acetone을 첨가하여 4°C에서 클로로

필을 추출한 후, UV-VIS spectrophotometer를 활용하여 470, 644.8, 661.6 nm에서 

각각의 값을 측정함.

- RNA을 얻기 위해 Trizol을 사용하였고, 얻어진 total RNA를 cDNA로 바뀌기 위해 

Power cDNA synthesis kit (인트론 바이오)를 이용하여 protocol에 따라 진행함.

- qRT-PCR는 Illumina사의 Eco Real-Time PCR system을 활용함.

○ 연관 전사체 및 signal transduction pathway 상의 유전자 발현차이 검정

- 밀의 transcription factor 관련 유전자 정보를 갖는 데이터 확보하고, 해당 유전자

의 프라이머를 디자인 한 후, 종자발달 단계별, 계통별 각 유전자에 대한 qRT-PC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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을 실시함.

○ 유색밀 유래 종피색 변이 우수 돌연변이 계통 선발

- 유색밀에 8시간 동안 200 Gy의 감마선을 조사 후 해당 종자를 포장에 파종하였고, 

대조군과 비교해서 다른 특징을 가지는 개체를 중심으로 선발한 후 세대진전 및 표

현형 및 유전적 고정을 위해 포장전개를 지속적으로 실시함.

- 선발 후, 간장, 수장, 출수기, 수량, 천립중 등의 농업형질을 조사를 실시하였음.

- 대조군과 비교하여 종피색 변이를 보이는 5계통을 선발, Hunter lab을 이용하여 

color distribution을 측정함.

- 안토시아닌 관련 유전자와 항산화 관련 유전자 발현을 측정하기 위해 종피색 변이 

계통의 종자에서 RNA를 뽑은 후, cDNA를 합성하였으며 이를 이용해 각 유전자의 

qRT-PCR을 실시하였음.

- 항산화 효소 활성 측정을 위해 각각의 종자에서 단백질을 추출한 후, 효소의 종류

에 따라 assay를 실시함 (APX, CAT, SOD, POD).

○ 천연물 대사체 함량 차이 및 관련 유전자 발현 간의 연관성 규명

- 종피색 변이 계통의 총 안토시아닌 함량을 측정하기 위해 분쇄한 종자에 1% HCl 

용액을 첨가하여 4°C에서 24시간 동안 추출한 후, UV-VIS spectrophotometer를 이

용하여 530, 657 nm에서 측정함.

- HPLC를 이용하여 C3G (cyanidin-3-glucoside), kera (cyanidin-3-rutinoside), peonidin 

(peonidin-3-glucoside) , 세 종류의 안토시아닌 양을 측정하였음.

- 1,1-diphenyl-2-picrylhydrazyl radical (DPPH)을 이용하여 자유라디컬 소거능을 측정

한 Brand-Williams (1995)의 방법을 사용하여 UV-VIS spectrophotometer을 활용해 

517 nm에서 값을 측정함.

- Follin-Ciocalteu reagent을 활용한 방법으로 765 nm에서 UV-VIS spectrophotometer

로 총 페놀 함량을 측정함.

- 각 유전자의 발현을 측정하기 위해 RNA 추출 후, cDNA를 합성하여 qRT-PCR를 

실시함.

나. 방사선육종 유전자원 유용 대사체 스크린 및 생합성 메카니즘 변이 연구

(1) 유색밀 유용 대사체 분리조건 확립 및 구조분석

(가) 방사선육종 유색밀 9종 및 대조구 유색밀 3종에 대한 추출물 확보

(나) HPLC 분석을 위한 조건 확립 및 지표성분 분석

(다) 방사선육종 유색밀의 대사체 분석

(라) 방사선육종 유색밀 추출물의 세포 독성 및 항염증 효능 평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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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 방사선육종 유색밀 추출물의 항산화 효능 (DPPH, ABTS) 평가 실험

(2) 난 유용 대사체 분리조건 확립

(가) 덴드로븀 (철피, 금채, 방사선육종자원)의 추출물 획득

(나) LC 분석조건 확립 및 유용 대사체 분석 

(다) 지표성분 5종 이상 분리 및 구조분석

다. 방사선 특이 반응 유전자 선발 및 기능규명

(1) 복합방사선 반응 유전자의 선발

(가) 벼 Systemic Acquired Resistance Deficient 1(OsSARD1) 유전자 분석

감마선 100, 200, 400Gy 와 이온빔 50, 80Gy, 양성자빔 100, 200, 400Gy 등의 복합

방사선 조사 조건에서 각각 발현이 증가되는 유전자를 선발함

(나) 벼 Jacalin-related mannose-binding lectin (OsJAC1) 유전자

감마선 100, 200, 400Gy와 이온빔 50, 80Gy, 양성자빔 100, 200, 400Gy 등의 복합방

사선 조사 조건에서 발현이 감소되는 유전자를 선발함

(2) 선발 유전자의 기능규명

(가) 벼 Systemic Acquired Resistance Deficient 1 (OsSARD1) 유전자 기능분석

① 각각의 방사선원별 유전자 발현 재검증

② 애기장대 대상 해당 유전자 과다발현 식물체 제작 및 계통선발

③ 생육상태 검증 및 subcellular localization 검증

④ 스트레스 조건(heat/salt/cold)에서 유전자 발현 검증

⑤ Phytohormone (SA/MeJA)처리에 따른 유전자 발현 검증

(나) 벼 Jacalin-related mannose-binding lectin (OsJAC1) 유전자 기능분석

① 각각의 방사선원별 유전자 발현 재검증

② 애기장대 대상 해당 유전자 과다발현 식물체 제작 및 계통선발

③ 생육상태 검증 및 subcellular localization 검증

④ 스트레스 조건 (heat/salt)에서 유전자 발현 검증

⑤ Phytohormone (SA/MeJA)처리에 따른 유전자 발현 검증

3. 방사선육종 유전자원 Genebank 종합관리시스템 구축

가. 방사선육종 유전자원 오믹스 빅데이터 확보 및 DB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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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육종 작물별 데이터 수집 및 표준화

(가) 작물별 담당자 선정 및 데이터 수집

(나) 핵심 데이터 선정 및 작물별 표준화 작업 진행 

(2) 표준화 DB, 이미지 및 오믹스 데이터 업로드

(가) 작물별 확보 DB, 이미지 및 확보 기초 오믹스 정보 공유

(나) 작물별 홈페이지 업로드 메뉴 신설 및 데이터 업로드

나. 방사선유전자원 전용 종합관리시스템 구축

(1) 자체 홈페이지 구축 및 산학연 연구자 보완요구도 조사·반영

(가) 위탁과제 수행 에코누리와 협의를 통한 진행

(나) 산학연 연구자를 통한 시스템 실제활용 모니터링 및 시스템 개선 반영

(2) QR코드 관리시스템 도입

(가) 종자저온저장고 공간 확보 및 도입예정 작물 선정 : 두류 3,000점

(나) QR코드 부여 및 관련 데이터 표준화

(다) PDA 리딩을 통한 구축시스템 확인 작업

4. 유용 돌연변이 창출을 위한 고효율 변이유기기술 및 ICT 기반 선발/분석 시스템 개

발

가. 생물 돌연변이 유기효율 극대화 기술 개발

(1) 광합성억제인자 전처리에 따른 목표형질 변이 효율 검증

(가) 애기장대 광합성억제인자 전처리를 통한 변이증대 최적 조건 탐색

- 광합성억제물질 (Norflurazon, NF) 전처리를 통한 애기장대의 변이증대 최적조건을 

탐색하기 위해 기내에서 18일 동안 키운 애기장대에 Norflurazon을 0, 5, 10, 15, 

20, 25, 35, 50 M 포함된 배지에서 각각 24시간 동안 배양함.

- Norflurazon 농도별로 24시간 처리한 애기장대는 정상적인 MS배지로 옮기고, 2주 

후 생육상태를 조사한 결과를 바탕으로 RD 값을 도출함.

- 도출된 RD 값을 바탕으로 유전자의 발현을 비교하기 위해 18일 동안 키운 애기장

대에 Norflurazon 25 M를 30시간 동안 시간대 별로 샘플링하여 carotinoid 생합성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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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된 유전자의 발현을 Real-time PCR로 관찰함.

- MS배지에서 18일 키운 애기장대에 광합성억제물질인 Norflurazon이 0, 5, 15, 25 M 

농도로 포함된 배지로 옮기고, 200Gy/24h 조건으로 감마선을 처리함. 200Gy/24h 조

사조건은 선행 연구논문을 활용하여 선정하였음.

- Norflurazon와 감마선을 24시간 복합처리한 애기장대 식물체를 정상적인 배지로 옮

기고, 2주 후 생육상태를 조사하여 변이유기를 위한 최적 조사조건을 결정함.

(나) 동양란 (심비디움) 광합성억제물질 전처리를 통한 변이증대 최적 조건 탐색

- 계대배양 후 2개월이 지난 Cymbidium hybrid, RB012의 rhizome을 Clomazone (CM), 

Norflurazon (NF), Oxyfluorfen (OF)가 각각 0, 5, 10, 50, 100, 200 M이 포함된 배지

에 치상하고 3개월 후 rhizome의 무게와 색깔의 변화를 확인함. 

- 광합성억제물질과 감마선을 복합처리하여 돌연변이 발생빈도를 비교 검정하고 유

전자들의 변이패턴을 분석할 계획임.

(2) 화기방사선조사를 통한 변이효율 극대화 최적조건 탐색

(가) 화기조사계통 변이 분석을 위한 재료 확보

○ 식물 재료

- 식물 재료로는 화기 방사선 돌연변이를 유기한 고추 재래종 품종 칠성초 

(C.annuum)와 원품종 계통 간 교배에서 유래한 M2 및 M3 계통의 식물체가 이용되

었음. 이용 계통의 육성 과정에서는 먼저 개화기의 칠성초 식물체의 화기를 세 가

지 화기발달단계로 구분하고 (1: 꽃받침이 꽃봉오리를 대부분 뒤덮고 있는 상태, 

2: 꽃잎부분과 꽃받침의 면적이 비슷한 상태, 3: 개화 직전의 상태) 각각 표식를 

부착한 다음, 식물체에 15, 30, 60, 120 Gy의 감마선을 급조사 (24 hr) 또는 완조사 

(120 hr) 하였음. 이후 방사선 처리 계통을 종자친, 또는 화분친으로 하여 정상계

통과의 교배를 수행하였음. 방사선 처리 계통을 종자친으로 이용하는 경우에는 세 

가지 발달단계의 화기가 각각 교배가 가능할 정도로 성숙하였을 때 정상 계통의 

화분을 묻혀주었으며 조건 별로 8~10개의 화기에 대해 교배를 시도하였음. 화분친

으로 이용하는 경우에는 3단계 꽃봉오리 개약 후 화분을 채취하여 정상계통의 주

두에 묻혀주였으며 각 조건별로 5개의 화기에 대해 교배를 시도하였음. 조사방식, 

화기발달단계, 교배 시 이용한 돌연변이 조직에 대한 조건 별로 M2 계통을 육성하

고 각 계통을 자가수정하여 M3 계통을 확보하였음. 한편, 돌연변이 효율 비교를 

위해 종자에 30, 60, 120, 240 Gy의 감마선을 급조사 (24hr) 한 다음, M2 세대 종자

를 확보하였음.  

○ DNA 추출

- 조건별 화기방사선 조사 계통들의 M2 및 M3 세대 식물체, 종자 방사선 조사 계통

들의 M1 및 M2 세대 식물체에서 DNA를 추출하였음. 각 식물체의 유묘기에 어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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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엽을 채취한 후 Qiagen사의 DNA mini kit를 이용하여 DNA를 추출하였음. 추출

한 DNA은 nanodrop을 이용한 농도 측정과 전기영동을 통한 상태 확인 후, GBS 

(genotype-by-sequencing) 분석을 수행하였음.

(나) DNA 변이 양상 확인을 위한 GBS 분석

○ GBS 분석

- GBS 분석은 주식회사 씨더스에서 이루어졌으며, 분석은 DNA 샘플별 제한효소를 

이용한 DNA 절단 및 바코드 adapter 접합을 통한 GBS 라이브러리 구축, Illumina 

Hi_Seq2500 장비를 이용한 paired-end sequencing, 표준 유전체 서열을 기반으로 

한 확보 서열 mapping 및 각 샘플별 DNA 서열 간 alignement 과정을 통해 이루어

졌음.

- 이 후 선량별, 처리군별, 세대별 집단간 SNP 및 small InDel을 발굴하고 염색체 별 

변이 분포도 및 SNP matrix 작성, 세대 간 변이 유전 여부 분석을 수행함.   

     

나. ICT기반 고효율 육종 플랫폼 최적화 시스템 설계 및 관련 협의

(1) ICT기반 생장실용 및 온실컨베이어용 설치 장소 협의

시스템의 개발 주체인 KIST강릉분원, 기술이전 받을 노루기반, 시스템 설치예정인 본 

연구원간 의견교환 

(2) 연구원 연구방향과 연계된 최적화 시스템 설계 및 구축예정 시스템 협의

(3) 시스템 조기구축을 위한 18년 설치일정 구체화 협의 진행

   

제2절 연구수행 결과 및 고찰

1. 바이오산업소재용 방사선육종 유전자원 및 실용화 기술 개발

가. 산업소재용 식물유전자원 개발 및 특성 분석

(1) 수수 (grain sorghum) 돌연변이 pool 구축 및 특성 분석

○ 고수량, 고기능성 돌연변이 수수 선발을 위한 원품종 특성 분석

- 2014년에 국내 기후 적응성 평가에서 선발한 10개 원품종과 M2 돌연변이 수수 계

통을 비교하고자 원품종의 생육특성, 전초, 종자 수량 및 당도를 평가하고 출수기, 

종자수량, 초장을 포장에서 1m2 단위로 3반복 조사하였음. 당도는 완숙기에 디지털 

당도계 (Atago PR-101 α; Atago USA Inc.)를 이용하여 측정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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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초장은 적색 종피색의 반월당, 찰수수Ⅱ 품종에서 가장 높았으며, 종자수량은 

IS2868 품종에서 가장 높게 나타났다. 출수기는 7월 24일에서 8월 12일 사이에 출

수하였으며, 당도는 DINE-A-MITE품종이 17 brix 이상으로 가장 높음 (Table 1.1, 

Fig. 1.1, Fig. 1.2).  

- 이상의 결과를 종합하여 볼 때 종자 다수량 품종 육성 재료로는 IS2868과 반월당 

품종이 적합하며, 바이오에너지 생산용 고당도 계통은 DINE-A-MITE 품종이 적합할 

것으로 판단되나 추후 착즙량과 당도를 종합적으로 비교하여야 할 것으로 판단됨.

Table 1.1 Growth characteristics, origin and sugar content of Sorghum germplasm used 

in this study

No
Cultivar 

name
Origin

Grain

pigment 

Plant 

height

(cm)

Heading

date

Seed 

yield

(kg/ha-1)

Sugar

content 

(Brix)*

1 DINE-A-MITE Unknown Black 272c
Aug. 

12th
680.20f 17.5a

2 IS645 United State Black 258d Aug. 7th 790.20d 14.2b

3 IS2868 South Africa Black 258d Aug. 4th
1230.20

a 
13.6c

4 Moktak Korea (cultivar) Black 242e
Aug. 

10th
710.28e 13.0c

5 Banwoldang Korea (cultivar) Red 316a Jul. 28th
1140.40

b 
8.50c

6 ChalⅠ
Korea (native 

species)
Black 241e

Aug. 

10th
660.00f 6.50f

7 ChalⅡ
Korea (native 

species)
Red 318a Jul. 30th 610.80g 13.1c

8 KLSO79125
Korea (native 

species)
Black 310a Aug. 6th 610.40g 15.7b

9 KLSO79075
Korea (native 

species)
Black 260d Jul. 24th 770.00d 12.2d

10 Mesusu
Korea (native 

species)
Black 293b

Aug. 

10th
960.80c 12.7c

*Sugar content: sugar content were evaluated at September 20th, a The letters on top 

each point indicate significantly different at the 5% level (Duncan’s multiple range 

test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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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1.1 Profile of sorghum farm.

 

Fig. 1.2 Whole grain profile of 

sorghum cultivars. 

- 선발된 품종의 사료적 이용가치와 돌연변이 선발 계통과 비교하고자, 조사료 이용 

적정시기로 보고된 출수기에 전초를 수확하여 건물수량 및 사료가치 (조단백, 조지

방, 조섬유, NDF, ADF)를 분석함. 분석방법은 모두 AOAC (1990)에 준하여 분석하

였으며, 조단백 함량은 건물수량과 조단백 함량의 곱으로 산출하였다.  

- 원품종의 출수기에 사료수량 및 가치를 분석한 결과 (Table 1.2), 건물수량 (DM 

yield)과 조단백 수량이 반원당 수수에서 각각 8.7ton/ha-1, 731.7kg/ha-1으로 가장 높

게 나타났으며, 조단백 함량은 찰수수Ⅰ품종에서 11.17%로 가장 높음. 조지방, 조섬

유, 중성세제불용성섬유소 (NDF), 산성세제불용성섬유소 (ADF) 함량은 품종간에 다

소 차이를 나타냄. 조회분은 모두 10이하로 사료 공정규격에 적합한 함량을 나타냄

- 수수는 건조한 지역에서 옥수수보다 효율적인 조사료 자원으로 평가되고 있다. 현

재 본 과제에서의 연구결과를 바탕으로 추후 선발에 참고자료로 활용이 가능하며, 

반월당 품종의 조단백 함량 개선과 찰수수Ⅰ품종의 건물수량이 증대가 요구됨. 그

러나 조단백 수량은 기후의 영향을 크게 받는 인자로서 추후 연차 변이성에 대한 

추가 연구가 필요함.

Table 1.2 Nutritive value in whole plant of the Sorghum for animal feed

Cultivar 

name

Dry yield

(ton/ha-1)*

Crude 

protein 

(%)

Crude

fat

Crude

fiber

Crude

ash
NDF ADF

Protein 

yield

(kg/ha-1)
DINE-A-MITE 5.7c 10.08a 1.93a 29.27c 6.80b 62.44c 43.91b 574.6d 
IS645 5.3f 9.07b 1.35d 29.39c 6.52b 61.85c 37.07d 480.7g 
IS2868 6.0d 8.56b 1.69c 30.32c 7.19a 65.10b 39.09c 513.6f 
Moktak 5.5f 8.31b 1.62c 30.96c 5.80c 65.11b 39.00c 457.1h 
Banwoldang 8.7a 8.41b 1.81b 32.04b 7.70a 65.93b 40.50c 731.7a 
ChalⅠ 5.0g 11.17a 2.14a 29.22c 6.58b 65.06b 40.73c 558.5e 
ChalⅡ 7.5b 7.55c 1.73b 35.03a 6.78b 61.34c 45.98a 566.3e 
KLSO79125 6.7c 9.05b 1.99a 34.33a 7.74a 68.52a 42.37b 606.4c 
KLSO79075 5.9d 10.56a 1.97a 31.74b 6.74b 69.73a 39.39c 623.0b 
Mesusu 5.8d 10.91a 1.60c 32.44b 7.03a 69.59a 42.44b 632.8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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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ry yield : Whole plant were harvested at each heading date. a The letters on top 

each point indicate significantly different at the 5% level (Duncan’s multiple range 

tests).

 

- 선발된 수수 전초의 미네랄 성분 분석은 AOAC (1995) 방법을 적용하여 분석함. 

- 수수 전초의 미네랄 주요 미네랄 성분은 칼륨과 인, 칼슘, 마그네슘이며 나트륨과 

아연, 철분은 미량이었다. 각 품종 간 미네랄 성분의 차이는 반월당 품종에서 칼륨 

함량이 가장 높았으며, 기타 성분은 국내 재래종이 외국 도입 품종보다 높음 

(Table 1.3).

Table 1.3 Mineral content in whole plant of sorghum

Cultivar names
Mineral content (mg/100g)

Ca P K Mg Na Zn Fe
DINE-A-MITE 331.1c 404.4c 1706.5d 381.2d 13.0b 3.3a 7.3c 

IS645 294.0f 317.3f 1838.6c 303.1f 14.9a 2.8a 7.1c 
IS2868 303.8e 318.4f 1950.2b 441.5c 10.9d 1.7d 7.6c 

MOGTAK 300.9e 295.6g 1563.0f 310.8 11.9c 2.1c 5.7d 
BANWOLDANG  341.3d 376.1d 2149.0a  437.2c 11.8c 2.4b 6.2d 

ChalⅠ 395.1b 355.5e 1662.7e 474.6b 12.9b 3.2a 7.2c 
ChalⅡ 312.3 251.0h 1957.6b 362.5d 7.6f 2.1c 9.7b 

KLSO79125 421.5a 464.2a 1811.9c 483.8b 9.6e 1.6d 11.5a 
KLSO79075 435.7a 355.2e 1637.2e 445.4c 7.0f 1.8d 5.4d 
Mesusu 397.7b 422.0b 1713.4d 575.2a 6.5g 1.8d 6.6c 

a The letters on top each point indicate significantly different at the 5% level 

(Duncan’s multiple range tests).

- 각 수수 품종 간 가축에 유용한 지방산 조성을 평가하고자 GC-MS를 이용하여 출수

기에 수확한 전초를 분석함. 

- 수수 전초의 지방산 함량을 분석한 결과 (Table 1.4), 주요 불포화지방산은 

Linolenic acid (49~57% 내외), Linoleic acid (14~20%), 포화지방산은 palmatic acid가 

20~27% 함유되어 있었다. 전초에 함유된 불포화지방산은 가축의 건전한 생육에 주

요 요소로 평가되며, 본 연구에 이용된 수수 품종은 불포화지방산조성이 모두 우수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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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1.4 Fatty acid composition in whole plant of sorghum

　Cultivar names C16:0 C16:1 C18:0 C18:1 C18:2 C18:3

DINE-A-MITE 23.2b 2.9b 1.9b 2.1d 16.4c 53.5c

IS645 25.7b 3.0b 1.4d 3.2a 17.6b 49.1e 

IS2868 27.8a 2.2c 1.9b 2.2c 20.7a 45.2f 

MOGTAK 23.9b 3.5a 1.5c 3.0a 16.4c 51.7d 

BANWOLDANG 23.2b 3.1b 1.6c 2.4b 15.3d 54.5b 

ChalⅠ 22.5c 3.8a 2.0b 1.9d 14.6e 55.2b 

ChalⅡ 22.7b 2.9b 2.4a 2.6b 15.4d 54.0c 

KLSO79125 21.5c 3.0b 2.3a 2.6b 15.1d 55.5b 

KLSO79075 21.1c 3.5a 1.7c 2.7b 16.6c 54.3b 

Mesusu 20.8d 3.4a 1.9b 2.2c 14.6e 57.1a 

C16:0 = palmitic acid, C16:1 = palmitoleic acid, C18:0 = stearic acid, C18:1 = oleic acid, 

C18:2 = linoleic acid, C18:3 = α-linolenic acid. a The letters on top each point indicate 

significantly different at the 5% level (Duncan’s multiple range tests).

- 국내 적응성 평가결과 선발된 수수 원품종의 이삭에 함유된 아밀로스 및 미네랄 

함량은 분석한 결과 (Table 1.5), 아밀로스 함량은 목탁 품종에서 21.35% 가장 높았

고, 찰수수Ⅰ품종에서 10.76%로 가장 낮았다. 미네랄 함량은 품종 간 차이를 나타

내지 않았으며, 칼륨과 인, 마그네슘이 주요 성분으로 나타났다.

- 고아밀로스 품종 (목탁)의 경우 빵이나 쿠키 가공에 적합하며, 저아밀로스 품종의 

경우 성인병 예방을 위한 잡곡 혼용 및 건강식 개발용 소재로 적합함.

Table 1.5 Amylose and mineral content in whole grain of sorghum

Cultivar names
Amylose

content (%)

Mineral content(mg/g)

Ca P K Mg Na Zn Fe

DINE-A-MITE 16.89b 0.11a 0.33a 0.30a 0.30a 0.07a 0.02a 0.12a 
IS645 13.91c 0.11a 0.32a 0.40a 0.20a 0.07a 0.03a 0.06a 
IS2868 14.17c 0.12a 0.24a 0.20a 0.30a 0.07a 0.03a 0.07a 

MOGTAK 21.35a 0.12a 0.30a 0.44a 0.30a 0.06a 0.02a 0.04a 
BANWOLDANG 11.46e 0.11a 0.31a 0.50a 0.30a 0.07a 0.03a 0.05a 

ChalⅠ 10.76f 0.12a 0.32a 0.32a 0.22a 0.10a 0.03a 0.05a 
ChalⅡ 12.16d 0.12a 0.41a 0.51a 0.30a 0.07a 0.02a 0.04a 

KLSO79125 11.02e 0.13a 0.40a 0.60a 0.32a 0.08a 0.03a 0.04a 
KLSO79075 11.64e 0.11a 0.40a 0.50a 0.30a 0.07a 0.02a 0.04a 
Mesusu 13.91c 0.11a 0.32a 0.41a 0.30a 0.08a 0.03a 0.07a 

a The letters on top each point indicate significantly different at the 5% leve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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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uncan’s multiple range tests).   

- 수수 원품종의 조지방 함량 및 지방산 조성을 분석한 결과, 조지방 함량은 품종간에 

유의적 차이가 없으며, 지방산 조성은 바이오에너지 소재인 Oleic acid (C18:1) 조성

이 줄기의 고당도 품종인 DINE-A-MITE 품종에서 가장 높아 바이오에너지 소재로 

활용 가치가 타 품종에 비해 높은 것으로 평가됨. 또한 IS645품종의 Linolenic acid 

조성은 타 품의 약 2배인 11%로 고기능성 건강식 소재로 활용이 가능함(Table 1.6).

Table 1.6  Crude fat content and fatty acid composition in whole grain of sorghum

　
Crude

fat (%)
16:0 18:0  18:1 18:2 18:3

DINE-A-MITE 3.1a 18.63d 1.16a 31.68a 44.62c 3.90h 
IS645 3.0a 29.89a 1.54a 14.01g 43.39c 11.17a 
IS2868 3.0a 26.49b 0.00c 20.73e 47.07a 5.71g 

MOGTAK 3.2a 24.90c 0.58b 25.04b 40.86e 8.63b 
BANWOLDANG 3.3a 26.89b 1.62a 19.45f 45.48b 6.55e 

ChalⅠ 3.3a 26.32b 0.66b 22.51c 44.40c 6.10f 
ChalⅡ 3.1a 27.55b 1.11c 22.88c 43.23d 5.24g 

KLSO79125 3.2a 27.08b 1.37b 17.46g 45.43b 8.66b 
KLSO79075 3.1a 27.14b 1.59a 20.87e 43.40d 7.00d 
Mesusu 3.0a 23.59c 1.06a 22.13d 46.23b 7.49c 

C16:0 = palmitic acid, C18:0 = stearic acid, C18:1 = oleic acid, C18:2 = linoleic acid, 

C18:3 = α-linolenic acid. a The letters on top each point indicate significantly different 

at the 5% level (Duncan’s multiple range tests).

   

- 수수 이삭의 주요 기능성 성분인 탄닌과 총 플라보노이드 함량을 완숙된 이삭 

(whole grain)을 통째로 분쇄하여 분석에 이용함. 총 탄닌 함량은 Folin-Ciocalteu 

method (Makkar et al., 2000)를 이용; methyl alcohol and Folin-Ciocalteu reagent를 

분쇄된 이삭과 혼합 후 90분간 상온에 반응 후 absorbance 725 nm에서 

UV-spectrophotometer (UV-1800, simazuda, Japan)를 이용하여 측정. Standard 

curves는 catechin equivalents(Sigma)를 적용함.

   

- 수수 원품종 이삭의 탄닌 함량을 분석한 결과, 총 탄닌 함량은 반월당 품종에서 

7.7 mg/g으로 가장 높고, 찰수수 I 품종에서 0.2 mg/g으로 가장 낮음. 이는 고탄닌 

분류기준 (Jambunathan and Mertz, 1973)인 10 mg/g 보다 모든 품종에서 낮은 수준

임. 수수탄닌은 가축에 있어 소화흡수율을 저해시키는 부작용이 있으나 인간에게 

있어서는 다이어트 및 항산화, 항당뇨 등 효과가 보고되어 있음 (Fig. 1.3-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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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수이삭의 총 플라보노이드 함량을 분석한 결과 (Fig. 1.3-B), 미국에서 도입된 

IS645 품종에서 가장 높으며, DINE-A-MITE과 목탁 순으로 높음. 수수의 플라보노이

드 성분은 항산화 효과가 높은 것으로 보고되어 있어 종자수량이 우수한 반월당 품

종의 경우 다수성과 기능성이 높은 것으로 사료됨.

 

Fig. 1.3 Tannin content and total flavonoid content in selected sorghum gemplasm. a 

The letters on top each point indicate significantly different at the 5% level (Duncan’s 

multiple range tests). *gemplasm numer listed in Table 1. A: Tannin content (mg/g), B: 

Total flavonoid content (mg/g).     

- 수수 이삭에 함유된 주요 안토시아닌으로 보고된 3-deoxyanthocyanidins은 항산화, 

항암, 항돌연변이 효과등이 보고된 기능성 물질로서 luteolinidin and apigeninidin 과 

이와 관련된 배당체들이 보고됨 (Fig. 1.4, Table 1.7).

   

Fig. 1.4 Spectral characteristics of 3-deoxyanthocyanidins isolated from sorghum by 

UPLC. A: luteolinidin B: apigeninidin (sigma) C: glycosides of apigeninidin (Awika et al., 

20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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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1.7 Identification of 3-deoxyanthocyanins content in whole grain of sorghum

Pick Ret.times Content
1 12.3 Luteolinidin
2 12.8 Apigeninidin

3 13.5 Tentatively identified as glycosides of apigeninidin*  

*Awika et al. 2004; Dykes et al., 2009

   

- 수수 품종간 3-deoxyanthocyanins 분석결과 (Table 1.8) 검은색 종피 품종은 

luteolinidin함량이 높고, 적색 종피 품종은 apigeninindin 함량이 높음. 

- Luteolinidin 함량은 10개 품종 평균 3.12±1.96 mg/100 g으로 최고 6.59±0.57 

mg/100 g (목탁)에서 최저 0.04±0.00 (반월당) 사이로 품종간 차이를 나타냄

- Apigeninindin 함량은 반월당 품종에서 4.19±0.59 mg/100 g으로 가장 높았으며, 

IS2868품종에서 0.57±0.04 mg/100 g으로 가장 낮게 나타남. 10개 품종 평균 

apigeninindin 함량은 1.82±1.01 mg/100 g임 

- 총 3-deoxyanthocyanins 함량은 1.81-8.96 mg/100 사이로 목탁 품종에서 가장 높고, 

IS2868품종에서 가장 낮음. 10개 품종 평균은 5.20±2.06 mg/100 g으로 기존에 보고

된 수수 품종의 함량과 비교하여 유사한 수준임.

Table 1.8 Content of 3-deoxyanthocyanins in whole grain of sorghum

*GOA: Tentatively identified as glycosides of apigeninidin (Awika et al. 2004; Dykes et 

al., 2009), aDuncan test at 5% level, values in each column are mean ± SD(n=3).

- 수수 돌연변이 원품종의 영양가치 및 단백질 조성 특성으로 전초와 이삭의 아미노

Cultivar

number

Luteolinidin 

(mg/100 g)

Apigeninindin 

(mg/100 g)

 GOA* 

(mg/100 g) 
Total

DINE-A-MITE 2.63±0.42d 2.46±0.32b 0.22±0.04b 5.31±0.77d
IS645 2.31±0.34d 1.06±0.02c 0.13±0.02d 3.50±0.34e
IS2868 1.17±0.16e 0.57±0.04d 0.06±0.01e 1.81±0.13f

MOGTAK 6.59±0.57a 2.11±0.15b 0.26±0.03b 8.96±0.46a
BANWOLDANG 0.04±0.00f 4.19±0.59a 1.05±0.16a 5.28±0.76d

ChalⅠ 4.62±0.66b 1.52±0.04c 0.13±0.03d 6.27±0.65c
ChalⅡ 1.27±0.13e 1.50±0.03c 0.17±0.02c 2.94±0.17e

KLSO79125 3.81±0.50c 1.18±0.11c 0.14±0.02d 5.13±0.41d
KLSO79075 4.65±0.56b 2.39±0.25b 0.29±0.02b 7.33±0.34b
Mesusu 4.13±0.49b 1.20±0.14c 0.19±0.03c 5.52±0.38c
Mean 3.12±1.96 1.82±1.01 0.26±0.28 5.20±2.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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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을 아미노산 자동분석기 (HITACHI L-8900, Hitachi, Japan)를 이용하여 분석함. 

- 전초의 주요 아미노산은 Phospho ethanol amine,  Proline, Alanine, Valine 이며, 총

아미노산 함량과 필수아미노산 함량이 반월당 품종에서 각각 1807.30 mg/100 g, 

422.50 mg/100 g으로 가장 높게 나타남. ChalⅠ 품종은 총아미노산 85.10 mg/100 g, 

아미노산 27.50 mg/100 g으로 타 품종에 비해 아미노산 함량이 낮음 (Table 1.9, Fig. 

5).

Fig. 1.5 Amino acid profiles of whole plant of sorghum cultivar. A: DINE-A-MITE 

B:IS645, C;IS2868 , D: MOGTAK, E: BANWOLDANG, F: ChalⅠ, G: ChalⅡ, H: KLSO79125, 

I:KLSO79075, J: Mesusu, K: Commercial standards

Table 1.9 Amino acid content in whole plant of sorghum cultivar

Component 1* 2 3 4 5 6 7 8 9 10
Phosphoserine 32.7 5.0   22.7 47.3  25.5  3.7   9.6   5.1   6.8   30.2  
Taurine 11.2 2.1 9.6 20.7 13.5 0.6 3.4 1.1 1.4 10.9 
Phospho ethanol

amine
135.9 38.4 129.9 353.6 296.0 9.4 73.9 14.3 32.8 217.1 

Aspartic acid 49.3 5.4 24.7 47.0 53.9 1.9 14.6 1.9 5.4 52.8 
Threonine 58.0 4.3 29.5 63.4 72.0 2.6 24.6 4.0 8.6 85.8 
Serine 41.8 5.5 20.9 73.2 75.5 2.9 26.1 4.5 11.9 72.4 
Glutamic acid 30.4 0.0 11.8 36.3 40.4 0.8 14.3 2.5 5.9 51.0 
Hydroxy proline 0.6 0.7 0.5 1.3 0.5 3.0 0.6 0.6 0.2 0.3 
Proline 108.4 9.2 73.9 169.5 114.0 1.0 81.7 5.5 53.8 100.7 
Glycine 14.8 2.1 7.1 18.2 19.0 1.0 6.9 1.2 3.2 17.1 
Alanine 160.0 20.3 106.1 244.2 326.2 17.3 133.7 27.1 60.2 39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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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Cultivar numbers listed in table 1.

  

- 이삭의 아미노산 함량을 분석한 결과 (Table 1.10, Fig. 1.6) Glutamic acid, Alanine, 

Valine, Proline이 이삭의 주요 아미노산이며, 목탁 품종의 총아미노산 함량이 

864.56 mg/100 g, 필수아미노산 함량 83.60 mg/100 g으로 가장 높음.

Fig. 1.6 Amino acid profiles of whole grain sorghum. A: MOGTAK B:KLSO79125, C: 

Commercial standards

Table 1.10 Amino acid content in grain of sorghum cultivars

Valine 88.9 18.1 62.7 165.0 176.0 12.2 61.9 17.2 26.3 140.8 
Methionine 6.4 0.0 5.8 37.6 11.8 0.0 5.7 0.0 0.0 10.1 
Isoleucine 31.6 3.5 12.5 39.0 56.2 4.2 18.3 5.9 8.6 44.1 
Leucine 50.3 5.9 31.9 71.2 83.1 7.6 29.6 9.1 13.6 76.7 
Tyrosine 30.3 2.6 14.0 42.8 49.5 2.1 16.1 3.4 8.8 38.3 
Phenylalanine 20.6 2.0 12.6 34.6 41.3 2.8 14.9 3.7 5.6 37.2 
β-Alanine 10.0 0.9 7.5 14.3 16.2 0.5 4.7 0.8 1.4 11.6 
β-Amino

isobutyricacid
1.0 0.0 3.7 0.9 1.2 0.0 1.9 0.0 0.0 1.9 

γ-Amino-n-

butyricacid
48.3 7.0 30.7 71.9 118.4 4.1 46.5 11.2 15.3 101.5 

Ethanol amine 11.9 0.8 5.7 15.8 26.5 1.0 10.4 2.0 3.4 21.6 
Ammonia 71.3 4.3 36.4 81.1 109.7 4.1 28.1 9.1 14.0 105.7 
Lysine 13.3 1.1 7.8 15.2 23.4 0.9 8.2 1.3 2.3 21.9 
Histidine 6.1 0.0 2.9 10.3 11.9 0.0 2.9 0.0 0.0 6.6 
Arginine 24.6 3.0 15.3 34.5 45.9 1.7 16.8 3.1 5.9 43.3 
TAA 1057.7 142.2  686.0  1709.0  1807.3  85.1   655.2  134.4  295.3  1694.9 
EAA 248.5 32.9 150.2 391.4 422.5 27.5 148.3 37.5 59.4 379.4 

1 2 3 4 5 6 7 8 9 10
Phosphoserine 12.0 3.6  2.7  21.3  2.4  1.4  2.5  1.2  2.5  1.9  
Taurine 5.1 0.8 0.7 7.0 0.3 0.2 0.3 0.0 0.4 0.4 
Phospho ethanol 

amine
37.6 0.0 0.0 10.5 0.0 0.0 0.0 0.0 0.0 0.0 

Urea 0.0 0.0 0.0 11.4 0.0 0.0 0.0 0.0 0.0 0.0 
Aspartic acid 23.3 2.1 0.9 19.1 1.1 0.3 1.0 0.3 1.4 0.8 
Threonine 23.1 2.6 1.4 16.8 1.2 0.5 1.0 0.2 1.1 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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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수 원품종간 10 SSR 마커 set을 이용하여 유전적 다양성을 분석한 결과 (Table 

1.11) 38개 loci가 검출되었고, 유전적 다형성 (na 1.68), effective number of alleles  

(ne ;1.38), Nei's (1973) gene diversity (h; 0.23)가 높게 나타났다. 이는 선발 품종의 

기원에 다양성에 기인된 것으로 판단된다.

- UPGMA 군집분석을 실시한 결과 (Fig. 1.7) 3개 군집과 유집되지 않는 1개 품종 

(DINE-A-MITE)으로 나뉘었으며, 동일 군집과 기원과 상관관계는 2번 그룹의 한국

재래종 (KLSO79125, KLSO79075, 메수수)을 재외하고 나타나지 않았다.

Serine 22.6 4.9 2.6 37.0 2.7 0.7 2.7 0.4 2.5 1.8 
Glutamic acid 32.6 6.4 3.9 47.3 1.7 0.0 1.4 0.0 2.1 0.0 
Sarcosine 0.0 2.2 2.0 11.4 0.0 0.0 0.0 0.0 0.0 0.0 
α-aminoadipicacid 2.6 0.5 0.0 1.7 0.0 0.0 0.0 0.0 0.0 0.0 
Hydroxy proline 1.0 0.2 0.0 2.7 0.8 0.5 1.2 1.1 0.4 0.3 
Proline 65.7 34.3 2.9 312.2 18.6 0.2 12.2 0.4 9.5 4.4 
Glycine 12.6 1.8 0.3 9.9 0.8 0.0 0.9 0.0 0.9 0.2 
Alanine 67.7 10.4 6.5 59.8 4.0 1.5 3.7 0.8 4.2 3.5 
Citrulline 0.0 0.0 0.0 1.4 0.0 0.0 0.0 0.0 0.0 0.0 
Valine 41.5 6.4 5.0 24.3 5.2 3.6 4.8 3.1 4.9 4.2 
Cystine 16.6 0.0 0.0 0.0 0.0 0.0 0.0 0.0 0.0 0.0 
Methionine 9.6 0.0 0.0 1.2 0.0 0.0 0.0 0.0 0.0 0.0 
Cystathionine 0.0 0.0 0.0 2.3 0.0 0.0 0.0 0.0 0.0 0.0 
Isoleucine 23.4 1.0 0.8 7.1 0.6 0.3 0.6 0.0 0.6 0.5 
Leucine 50.4 1.6 1.9 9.8 1.0 0.8 1.0 0.5 1.0 0.9 
Tyrosine 19.7 2.5 1.0 27.1 1.4 0.0 1.5 0.0 1.3 0.0 
Phenylalanine 31.6 1.5 0.0 20.5 0.8 0.0 0.6 0.0 1.1 0.0 
β-Alanine 3.1 0.6 0.0 3.2 0.6 0.0 0.4 0.0 0.3 0.0 
β

-Aminoisobutyricacid
2.8 0.0 0.0 0.0 0.0 0.0 0.0 0.0 0.0 0.0 

γ

-Amino-n-butyricacid
86.3 10.8 6.4 51.4 4.8 1.2 3.9 0.6 3.1 2.9 

Ethanol amine 12.5 5.1 4.0 34.0 1.6 0.0 1.8 0.0 1.7 1.6 
Ammonia 51.1 8.6 5.2 88.4 0.0 1.2 5.4 2.4 7.8 2.7 
Ornithine 4.7 0.0 0.0 0.0 0.0 0.0 0.0 0.0 0.0 0.0 
Lysine 11.4 0.8 0.5 3.9 0.3 0.0 0.3 0.0 0.4 0.2 
Histidine 4.1 1.3 0.0 8.2 0.9 0.0 0.0 0.0 0.6 0.0 
Arginine 9.1 2.6 1.5 14.0 0.8 0.0 0.9 0.4 1.2 0.5 

TAA
683.

6 

112.

5  
50.1  864.6  51.5  12.4  48.1  11.4  49.0  27.6  

EAA
191.

0 
13.9 9.6 83.6 9.1 5.2 8.3 3.8 9.1 6.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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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성분분석 결과를 Pearson’s correlation matrix로 군집분석을 실시한 결과 (Fig. 

1.8) 1번 그룹에 한국재래종 3개체 (KLSO79125, KLSO79075, 메수수)를 제외하고 

SSR분석 결과와 일치하지 않았다. 이는 다양한 작물에서 분자생물학적 계통분류와 

화학적 계통분류간에 일치도가 낮은 결과로 환경변이에 의한 성분의 변화의 영향으

로 사료된다.

Table 1.11 Primer repeat motif, summary of number of alleles, observed number of 

alleles (na), effective number of alleles (ne),  gene diversity (h)

*na: Observed number of alleles, **ne: Effective number of alleles (Kimura and Crow, 

1964),  ***h: Nei's (1973) gene diversity

Primer 

name
Sequence (5'-3‘)

Number of 

alleles
na* ne** h***

 

SbAGA01

Forword CGA ACC ATG ATA AAT GAC TG
3 1.00 1.00 0.00 

Reverse  ATC CGT TTC ACA AAA AAA GT

 

SbAGE01

Forword GAC CGA TCT AAT GAT GCA G
3 2.00 1.77 0.43 

Reverse  ACG GTA GAG AAG ACC CAT C

 

SbAGB02

Forword CTC TGA TAT GTC GTT GTG CT
3 1.33 1.07 0.06 

Reverse  ATA GAG AGG ATA GCT TAT AGC TCA

 

SbAGG02

Forword ATC CAT GCA TAT CCG AC
3 1.67 1.38 0.22 

Reverse  TTC GTC ACC CAC AAC ATA C

SbAGB03
Forword GTG TGT GTA GCT  TCT TGG G

3 1.67 1.67 0.33 
Reverse  ACG TAG GAG TAG TTT CTA GGA TT

SbAGE03
Forword AGC TCT CAG CCT TTC ACA AT

4 2.00 1.60 0.37 
Reverse  GGA AGA AAG GAA TGA CTT GA

SbAGF06
Forword GTT AAA CGA CCA ATC ACC C

8 1.88 1.43 0.27 
Reverse  TAG AGG TGT CAC TGA TGA GC

SbAGF08
Forword ATG GTC GTC TGT CCA GGT

3 1.33 1.07 0.06 
Reverse  CAG TTG CTA ATC TTT GAC CG

SbAGH04
Forword GGC ACT CAT GGA GTA ACA

4 1.50 1.11 0.09 
Reverse  TTT ATC CAA ATC AAA CCG G

SvPEPCA

A

Forword GCA GCT CAG GGA CAA ATA C
4 2.00 1.53 0.34 

Reverse  CTG CTT CAG GTA AGG ATC G

Total 38
1.68±0.4

7
1.38±0.36

0.23±0.1

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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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1.7 UPGMA dendrogram of selected sorghum based on Nei’s (1973) genetic 

distance.

Fig. 1.8 UPGMA dendrogram of selected sorghum based on Pearson’s correlation 

matrix.

- 전초와 이삭의 수량과 구성 성분간 상관관계를 구명한 결과 Table 1.12), 건물수량

과 전초의 3개 성분 (조섬유, 조회분, 칼륨), 이삭의 색, apagenidin 함량과 정의 상

관관계, lutolindin 함량과 음의 상관관계가 성립되었다. 이는 추후 유전자원 선발에 

기초자료로 활용이 가능함 (Table 1.12).

- SSR마커와 성분 간 association을 실시한 결과 (Table 1.13) 종피색과 전초지방산과 연

관성이 높은 2개 maker set을 선발함. 이는 추후 수수 육종에 활용이 가능함.

Table 1.12 Correlation analysis between chemical content and growth characteristics in 

sorghum

Trait p-valuea R2

DM yield (WPb)andcrudefiber(WP) * 0.6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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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M yield (WP) and crude ash (WP) * 0.654

DM yield (WP) and protein yield (WP) * 0.684

DM yield (WP) and potassium (WP) ** 0.813

DM yield (WP) and luteolinidin (WGc) * - 0.666

DM yield (WP) and apigeninidin (WG) * 0.757

DM yield (WP) and seed color ** 0.882

Crude fat (WP) and calcium (WP) * 0.700

Crude fiber (WP) and natrium (WP) * -0.724

Crude fiber (WP) and zinc (WP) * -0.671

Crude fiber (WP) and phosphate (WP) * 0.670

Crude fiber (WP) and potassium (WG) * 0.762

Crude ash (WP) and protein yield (WP) * 0.735

Crude ash (WP) and potassium (WP) * 0.697

Crude ash (WP) and amylose (WG) * -0.666

Crude ash (WP) and linoleic acid (WG) ** 0.795

Crude ash (WP) and luteolinidin * -0.633

NDF and calcium (WP) ** 0.812

NDF and magnesium (WP) * 0.755

ADF and stearic acid (WP) ** 0.813

ADF and linolenic acid (WG) * -0.638

Protein yield and glycosides of apigeninidin * 0.680

Calicum (WP) and phosphate (WP) * 0.665

Calicum (WP) and magnesium (WP) * 0.744

Calicum (WP) and palmitic acid (WP) ** -0.782

Calicum (WP) and linolenic acid (WG) * 0.685

Phosphate (WP) and magnesium (WP) * 0.667

Potassium (WP) and luteoinidin ** -0.935

Potassium (WP) and total 3-deoxyanthocyanins * -0.688

Potassium (WP) and seed color * 0.748

Magnesium (WP) and oleic acid (WP) * -0.657

Magnesium (WP) and linoleic acid (WG) * 0.713

Natrium (WP) and zinc (WP) * 0.719

Iron (WP) and stearic acid (WP) ** 0.805

Palmitoleic acid (WP) and luteolindin   * 0.692

Palmitoleic acid (WP) and total   3-deoxyanthocyanins ** 0.814

Oleic acid (WP) and linoleic acid   (WG) * -0.642

Oleic acid (WP) and linolenic acid   (WG) * 0.747

Phosphate (WG) and potassium (WG) ** 0.851

Phosphate (WG) and stearic acid (WG) * 0.663

Phosphate (WG) and seed yield * -0.69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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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a*: p ≤ 0.05, **: p ≤ 0.01, bWP:Whole plant, cWG:Whole grain

Table 1.13 Significance of tests for association analysis between SSR markers with 

growth characteristics, origin and all chemical component using different part of 

selected sorghum gemplasm

Trait Marker
Q GML
P-value

R2 Q+K MLM
P-value

R2

Seed color SbAGB03 0.010 0.580 0.040 0.621
Seed color SbAGE03 0.010 0.580 0.040 0.621

 Linoleic acid SbAGE03 0.002 0.722 0.044 0.630
Steric acid SbAGB03 0.008 0.610 0.047 0.610

Q GLM general linear model using the Q population structure matrix, Q + K MLM mixed 

linear model using the Q population structure matrix and the K kinship matrix.

○ 감마선 조사 M2 세대 포장 전개 및 유망 계통 선발

- 2014년에 10개 품종에 감마선을 100, 200, 300, 400 Gy 조사하여 수확한 계통의 M2

세대 10,000여 개체를 전개하여 고바이오메스 23계통, 고종자수량 3계통, 기타 형태

적 돌연변이(종피색, 거위목형 등) 20 계통을 선발함(Table 1.14, Fig. 1.9).  

- 고바이오메스 계통의 경우 대부분 출수기가 원품종에 비해 지연되었으며(Fig. 1.9), 

바이오메스가 증대된 계통 중 3 계통은 수장도 크게 증가하여 종자수량도 향상됨

Table 1.14 Growth characteristics and sugar content of seleacted mutant lines 

Potassium (WG) and iron (WG) * -0.647

Potassium (WG) and stearic acid (WP) * 0.744

Total 3-deoxyanthocyanins and luteolindin ** 0.796

Seed color and luteolindin * -0.652

Seed color and glycosides of apigeninidin * 0.663

Apigeninidin and glycosides of apigeninidin ** 0.897

No. Line　

Plant

height

(cm)

Head 

length

(cm)

Stem 

diameter

(mm)

Number 

of leaves

(ea)

Sugar

content

(Brix)

Characteristics

DINE-A-M 325 33 10.75 10 15.5 -
1 3-100Gy-1 380 33 22.82 9 13.6 high biomass

2 3-100Gy-2 335 26 22.6 10 12.5
head shape 

mutation
3 3-100Gy-3 319 30 20.17 9 10.5 high grain yield
4 3-100Gy-4 365 36 21.78 11 9.7 high biomass
5 3-100Gy-5 354 34 21.16 10 10.1 pericarp mutation



- 70 -

IS645 337 31 8.75 12 14.2 -
6 8-100Gy-1 480 58 30.7 11 13 high biomass
7 8-100Gy-2 460 40 23.76 9 13 high biomass
8 8-100Gy-3 252 24 18.66 6 11.2 goose neck
9 8-100Gy-4 445 53 26.46 9 11.7 high biomass
10 8-100Gy-5 443 44 30.45 12 16 high biomass
11 8-100Gy-6 342 40 23.06 10 13.8 pericarp mutation
12 8-100Gy-7 430 40 28.85 8 12.5 high biomass
13 8-100Gy-8 347 40 20.76 9 10.5 goose neck
14 8-200Gy-1 245 30 15.32 8 무즙 pericarp mutation

15 8-200Gy-2 391 30 28.13 11 16.1
head type 

mutation
ChalⅠ 391 39 10.9 11 6.6 -
16 12-100Gy-1 408 40 23.24 11 11.4 high biomass
17 12-100Gy-2 443 41 24.4 11 7 high biomass
18 12-100Gy-3 468 46 24.27 11 6.2 high biomass
19 12-100Gy-4 445 46 20.38 11 12.4 high biomass
20 12-200Gy-1 305 46 26.98 13 16.4 long neck
IS2868 383 37 7.55 9 14.4 -
21 17-100Gy-1 270 18 20.26 8 무즙 warpage
22 17-400Gy-1 345 42 24.63 9 16.9 multi tillering
23 17-400Gy-2 378 40 23.96 10 12.1 high biomass
24 17-400Gy-3 347 43 20.05 12 14.9 high grain yield
Moktak 308 27 8.5 11 12.9 -
25 19-100Gy-1 420 37 28.07 14 15.3 high biomass
Banwoldang 384 36 11.6 10 8.4 -
26 20-100Gy-1 372 26 24.45 9 17.5 pericarp mutation
27 20-100Gy-2 443 40 27.86 9 8.4 high biomass
28 20-100Gy-3 414 35 25.92 10 5.1 high biomass
29 20-100Gy-4 373 28 28.4 9 6 warpage
30 20-100Gy-5 357 37 26.27 10 14.6 dwarf
31 20-200Gy-1 425 42 24.13 16 7.3 high biomass
32 20-200Gy-2 304 23 20.59 8 12 goose neck
33 20-200Gy-3 398 38 22.6 9 10.9 high biomass
34 20-200Gy-4 320 31 21.1 11 10.5 pericarp mutation
35 20-400Gy-1 365 33 23.22 9 4.1 high biomass
36 20-400Gy-2 342 32 34.53 10 6.7 high grain yield
37 20-400Gy-2 412 37 21.58 10 10.8 high biomass
38 20-400Gy-4 217 19 18.62 8 8.7 dwarf
ChalⅡ 401 38 8.8 10 14 -
39 21-100Gy-1 302 36 23.67 9 13.4 goose neck

KLSO79125 369 34 5.5 11 17.3 -
40 28-100Gy-1 352 38 24.93 11 13.3 high biomass
KLSO79075 323 33 6.55 12 13.1 -
41 29-400Gy-1 200 20 15.07 8 무즙 dwarf
Me susu 342 32 8.65 10 12.6 -
42 30-100Gy-1 431 46 26.2 12 6.6 high biomass
43 30-100Gy-2 370 35 25.32 8 4.1 high grain yiel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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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1.9 Profile of sorghum mutant line. A: Goose neck, B: Head shape and color (white) 

change C: High seed yield (high biomass), D: Seed color change (Red), E: High biomass, 

F: Heading date delayed (high biomass).

(2) 돌연변이 수수 검정 신규 마커시스템 개발

○ 방사선 돌연변이 수수를 이용한 감마선 선량에 대한 sensitivity 및 돌연변이 수수 

품종에 대한 마커시스템 개발을 위하여 수수의 전장유전체 (750Mb)를 이용하여 방사

선에 민감하게 작용하는 genome 구성물인 전이인자 (transposable element) 활용하

여 신규 마커시스템 TE-TRAP을 개발하였다.  

○ 수수 genome sequence에서 MITE-digger 프로그램을 이용하여 class 2 전이인자의 

superfamily 종류별로 분류한 결과, 수수 class 2 전이인자의 수는 총 5851개로 확인되었

으며, 총 5종의 superfamily만이 발견됨 (PIF/Harbinger, Tc1/Mariner, hAT, Mutator, 

44 30-100Gy-3 320 36 25.66 10 5.3 pericarp mutation
45 30-200Gy-1 350 35 28.57 10 6 high biomass
46 30-200Gy-2 350 35 26.17 11 7.9 high biomas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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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ACTA).

○ 5종의 class2 전이인자 superfamily 중 PIF/Harbinger element가 65%로 수수에서 가

장 많이 존재하는 class2 전이인자임을 확인되었으며, 전이인자 TIR을 이용하여 신규 

마커시스템에 사용될 5개의 primer를 제작하였음 (Fig. 1.10). 

Fig. 1.10 Distribution of sorghum class2 transposon superfamily.

 

- 각기 다른 선량이 조사된 수수 IS2868 품종의 21개체를 이용하여 세개의 마커시스

템(TE-TRAP, AFLP, Transposon display)을 적용하여 증폭하였을 때 TE-TRAP의 전

기영동 패턴이 낮은 size와 높은 size의 고른 amplicon들을 보임.

- TE-TRAP의 경우 총 31개의 조합을 이용하여 PCR 증폭시킨 결과, 50~1500bp의 범

위에서 총 1,133개의 fragment가 관찰 되었고, 이 중 421개(37.2%)의 fragment가 

monomorphic, 712개(62.8%)의 fragment가 polymorphic으로 확인됨.

- 이는 primer 조합 당 평균 37개의 amplicon을 보이는 것으로 확인되었으며, SbPIF3 

+ sa12에서 85.4%의 최댓값을, ZmPIF1 + sa12에서 43.2%로 최솟값을 나타냄.

- TE-TRAP에서 각각의 primer 조합에 의해 증폭된 밴드에 대한 다양성을 PIC값으로 

산출하였을 때 평균값은 0.172, 유전적 다양성의 값은 0.214로 나타남(Table 1.15).

- 본 과제에서 개발된 신규 마커시스템인 TE-TRAP의 경우 기존에 알려진 AFLP와 

Transposon Display보다 많은 수의 amplicon 및 polymorphic fragment를 보이는 것으로 

확인 되었으며, statistical genetic diversity에서도 유용한 마커시스템으로 확인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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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1.15 Comparison of the diversity and polymorphism at the three marker systems. 

　 TE TRAP T.D AFLP
SampleSize 21 21 21

Number of markers 31 16 21
Number of polymorphic 712 114 329 

Polymorphic (%) 63.0 50.8 58.4
Number of monomorphic 421 109 226 

Monomorphic (%) 37.0 49.2 41.6 
GeneDiversity 0.214 0.148 0.159 

PIC 0.172 0.122 0.132 

   

- 감마선 조사한 수수의 계통간의 차이를 phylogenetic tree와 PCA를 이용하여 확인

한 결과 TE-TRAP, TD, AFLP의 phylogenetic tree가 각각 3, 3, 2개의 group으로 나

누어지는 것을 확인함. 두 분석방법으로 비교하였을 때 TE-TRAP이 각각 비슷한 

패턴으로 분류됨을 알 수 있음과 더불어 낮은 선량과 높은 선량을 분별할 수 있는 

마커시스템임을 확인 (Fig. 1.11).

- control과 감마선을 조사한 개체와의 변이의 값을 비교하였을 때 TE-TRAP의 결과

가 가장 높은 수치 나타내었으며, 선량내에서의 개체 (within population)의 차이 및 

선량간(among population)의 차이의 값을 비교할 때 TE-TRAP의 수치가 가장 높음

을 확인 (Table 1.16). 

- TE-TRAP 마커시스템의 Genetic distance와 AMOVA의 수치가 가장 높게 나온 것이 

앞서 TE-TRAP 방법이 가장 분별성 있는 마커시스템인 것을 뒷받침함 (Table 1.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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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1.11 Genetic differentiation of the markersystems. a: Genetic differentiation of 

TE-TRAP marker system, b: Genetic differentiation of Transposon display, c: Genetic 

differentiation of AFLP.

Table 1.16 Comparison of the genetic distance and AMOVA at the three markersystems 

　 TE-TRAP AFLP TD
Gy Cont 100 200 300 400 Cont 100 200 300 400 Cont 100 200 300 400
Cont - 0.219 0.258 0.241 0.261 - 0.124 0.150 0.204 0.145 - 0.137 0.151 0.148 0.173 
100 0.447 - 0.252 0.228 0.228 0.562 - 0.143 0.201 0.128 0.194 - 0.156 0.157 0.171 
200 0.234 0.026 - 0.239 0.259 0.263 0.098 - 0.209 0.161 0.190 0.000 - 0.160 0.167 
300 0.369 0.000 0.000 - 0.211 0.186 0.174 0.051 - 0.204 0.168 0.000 0.000 - 0.173 
400 1.542 0.056 0.144 0.000 - 0.347 0.020 0.032 0.051 - 0.648 0.169 0.093 0.10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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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1.17 Comparison of the within population and among population at the three 

marker systems

　

TE TRAP AFLP TD

Est. Var.
Pecentage of 

variation (%)
Est. Var.

Pecentage of 

variation (%)
Est. Var.

Pecentage of 

variation (%)
Among 

Pops
21.48 9.2 5.32 10.2 1.77 7.9

Within 

Pops
212.61 90.8 46.74 89.8 20.67 92.1

Total 234.09 100.0 52.06 100.0 22.44 100.0

○ 감마선과 연관성 확인

- 신규 개발된 마커시스템 TE-TRAP과 감마선 선량과의 연관성을 활인하기 위해 총 

95선량별 방사선 조사된 개체에 TE-TRAP 방법 적용한 결과, 1452개 마커들의 높

은 재현성 확인하였다(Fig. 1.12).

- 마커들과 감마선 선량과 연관성 알기위해 tassel program으로 GLM, K+MLM의 

p-value와 R2 값을 확인한 결과 0.005이하의 p-value에서 2개의 마커 (Sb PIF1a + 

sa4_15와 Sb PIF4 + sa4_35) 확인되었다(Table 1.18).

- 이는 TE-TRAP 마커시스템에서 감마선 선량과 연관된 마커를 찾아냄으로 감마선 

조사한 수수의 finger printing에 적합한 방법임을 확인, 더불어 돌연변이 초기선발

에 이용될 수 있는 마커시스템임을 확인하였음.  

Fig. 1.12 Profile of TE-TRAP whole population.



- 76 -

Table 1.18 Significant marker association (SMA) in gamma-ray irradiated sorghum  

 

(3) 단수수 (sweet sorghum) 유전자원 pool 구축을 위한 품종 선발

○ 국내 환경적응성 시험 실시 

- ICRISAT에서 분양받은 245 품종과 농촌진흥청 유전자원센터에서 분양받은 5품종을 

포함한 총 250 품종을 대상으로 국내 기후적응성 시험을 2년간 (2015~2016년) 실시

(Fig. 13, Fig. 1.14)

- 생육조사 결과, 발아 후 1달이내 고사하는 5품종, 출수하지 않는 115개 품종을 제

외하고 130개 품종이 국내기후에서 종자번식이 가능하였으며, 초장은 최저 70 cm 

(SS. 22)에서 최고 430 cm (SS.99) 사이로 평균 259 cm였다 (Table 1.19).

○ 돌연변이 육종 소재 선발

- 국내채종이 가능하여 선발된 130개 품종의 당도를 종자완숙 후 측정한 결과, 즙이 

채취되지 않은 29 계통, 10 brix 이하 8계통, 10~14.9 brix 37 계통, 15~19.9 45 계통, 

20 brix 이상 6계통으로 분류되었다 (Table 1.20).

- 생육 및 당도 특성을 고려하여 국내 적응성이 우수한 8 품종을 선발하여 방사선 

(감마선) 조사를 실시하였다.  

Table 1.19  Growth characteristics and sugar content of sweet sorghum germplasms 

Markers
GLM K + MLM

Average P-value
Rsq (%) P- value Rsq (%) P- value

Sb PIF1axsa4_15 17.2 *** 14.6 *** ***

Sb PIF4xsa4_35 12.4 *** 12.0 ** ***
Sb PIF3xga3_38 13.9 *** 9.7 * **
Zm PIFxsa12_1 13.3 *** 9.1 * **

***P≤0.005,  **P≤0.01, *P≤0.05.

번호
초장
(cm)

수장
(cm)

경직경
(mm)

엽수
(ea)

엽폭
(cm)

엽장
(cm)

당도
(brix)

분얼수
(ea)

SS.1 200.0 40.0 18.9 14.0 5.0 80.0 10.7 2 
SS.2 165.0 28.5 15.2 6.0 6.0 66.0 13.4 1 
SS.3 245.0 21.0 15.5 7.0 5.5 67.0 13.8 1 
SS.4 225.0 35.0 23.0 7.0 10.0 68.0 16.0 3 
SS.5 230.0 20.0 23.8 8.0 9.0 70.0 17.8 2 
SS.6 228.0 22.0 21.6 11.0 7.0 72.0 18.8 2 
SS.7 315.0 30.0 34.5 19.0 11.0 90.0 21.5 1 
SS.8 265.0 39.0 20.3 17.0 8.0 60.0 무즙 3 
SS.9 210.0 21.0 16.3 9.0 6.0 70.0 무즙 1 
SS.10 250.0 30.0 14.2 9.0 4.0 73.0 무즙 2 
SS.11 325.3 21.7 23.9 9.3 7.2 72.7 17.0 3 
SS.12 281.5 28.3 26.4 15.5 10.0 82.8 19.0 1 
SS.13 249.8 15.0 20.7 11.0 8.6 79.3 11.2 1 
SS.14 260.0 30.0 22.6 10.0 8.0 65.0 무즙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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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S.15 171.0 20.0 24.0 17.0 8.0 70.0 9.1 4 
SS.16 274.0 55.8 22.9 12.3 10.3 91.3 9.0 1 
SS.17 280.0 30.0 28.7 14.0 10.0 80.0 17.3 3 
SS.18 143.0 32.0 23.8 8.0 9.0 93.0 19.4 1 
SS.19 150.0 20.0 23.8 15.0 8.0 65.0 9.0 3 
SS.21 230.0 40.0 15.6 25.0 4.0 80.0 무즙 3 
SS.22 70.0 27.0 23.6 5.0 8.5 70.0 11.0 1 
SS.24 318.7 23.0 20.7 11.0 8.0 81.7 18.0 1 
SS.25 345.0 27.0 26.3 13.0 10.0 87.0 18.6 1 
SS.28 194.0 25.0 22.5 10.0 6.5 68.0 14.3 1 
SS.29 277.0 7.3 23.6 11.7 9.7 76.3 18.9 3 
SS.31 283.0 13.0 26.9 16.0 10.5 79.0 18.8 2 
SS.34 305.0 10.0 22.7 12.0 9.0 65.0 무즙 2 
SS.37 285.0 35.0 24.4 10.0 8.0 54.0 11.3 1 
SS.39 400.0 33.0 28.7 11.0 9.0 80.0 14.1 1 
SS.43 360.0 37.0 34.8 16.0 10.0 74.0 10.2 1 
SS.50 367.0 47.0 30.3 12.0 8.0 82.0 무즙 1 
SS.51 244.0 20.7 21.3 8.3 5.0 52.0 무즙 1 
SS.52 235.5 24.5 20.3 14.0 8.3 63.5 14.4 4 
SS.53 240.3 29.3 25.3 10.0 9.5 72.0 14.0 1 
SS.55 340.0 20.0 35.3 15.0 11.0 82.0 14.7 3 
SS.56 370.0 22.0 31.9 13.0 9.0 70.0 무즙 3 
SS.59 352.0 35.0 28.1 13.0 7.5 85.0 16.6 1 
SS.62 415.0 40.0 25.2 14.0 10.5 88.0 무즙 2 
SS.67 297.0 24.0 22.4 13.0 8.5 64.0 무즙 1 
SS.68 136.0 30.0 23.5 6.0 14.0 89.0 20.1 2 
SS.70 235.0 23.0 19.2 8.0 8.0 65.0 17.0 1 
SS.71 295.0 30.0 28.8 12.0 9.0 82.0 14.8 2 
SS.72 318.7 51.3 20.3 12.0 7.2 66.3 무즙 3 
SS.73 314.0 18.0 23.0 13.0 6.0 84.0 무즙 2 
SS.74 407.0 21.0 23.2 10.0 9.0 67.0 무즙 1 
SS.75 276.0 26.0 28.2 13.0 8.0 54.0 16.4 3 
SS.76 165.3 23.0 22.9 9.3 10.3 77.7 12.8 4 
SS.79 149.3 24.7 28.7 9.7 8.0 56.7 12.1 3 
SS.80 273.0 22.0 20.1 9.0 8.0 82.0 14.5 1 
SS.81 220.0 30.0 27.1 11.0 8.0 72.0 14.3 4 
SS.82 264.3 26.7 27.4 11.7 8.8 68.7 18.5 2 
SS.83 208.0 27.0 19.6 18.0 6.0 54.0 무즙 5 
SS.84 147.0 16.0 28.4 13.7 8.3 58.0 12.3 3 
SS.85 342.0 28.0 28.2 12.0 11.0 83.0 18.3 2 
SS.94 254.3 28.3 19.8 18.0 7.7 62.7 16.0 4 
SS.97 147.0 12.0 12.7 9.0 5.0 62.0 4.5 1 
SS.98 382.0 17.0 34.2 17.0 9.0 96.0 19.4 1 
SS.99 430.0 30.0 28.1 14.0 8.5 85.0 18.2 1 
SS.100 235.0 21.0 22.0 18.0 8.0 70.0 13.0 3 
SS.101 234.0 19.0 22.2 21.0 6.5 63.0 11.5 4 
SS.102 90.0 18.0 12.2 12.0 5.0 43.0 무즙 6 
SS.103 192.0 22.0 17.4 9.0 5.0 58.0 18.7 1 
SS.105 206.5 26.5 25.7 15.0 7.5 62.0 16.9 6 
SS.107 388.0 33.0 35.8 13.0 11.0 92.0 10.1 1 
SS.113 375.0 30.0 30.7 12.0 10.0 96.0 17.2 1 
SS.114 185.0 20.0 23.8 9.0 9.5 82.0 12.7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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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S.115 175.0 30.0 34.8 10.0 10.5 96.0 7.7 1 
SS.116 252.5 31.0 17.2 12.0 7.0 62.0 15.0 4 
SS.117 280.0 38.7 22.3 8.7 9.5 102.3 13.5 1 
SS.118 378.0 33.0 16.0 10.0 6.0 78.0 13.9 1 
SS.119 185.0 35.0 20.2 14.0 5.0 60.0 10.4 4 
SS.120 274.0 23.0 24.4 15.0 7.0 75.0 18.7 1 
SS.122 258.0 23.0 21.1 18.0 8.0 73.0 12.9 3 
SS.123 320.0 38.0 27.5 11.0 7.0 73.0 16.1 1 
SS.124 199.0 18.0 31.0 24.0 7.5 50.0 9.0 10 
SS.125 295.0 22.0 21.2 9.0 9.0 64.0 16.5 4 
SS.126 273.0 27.0 28.5 8.0 10.0 74.0 무즙 4 
SS.128 285.0 28.3 23.5 8.0 8.3 75.7 18.9 2 
SS.129 379.0 31.0 34.6 12.0 10.5 90.0 11.3 1 
SS.130 387.7 9.3 23.9 17.3 9.7 80.0 15.0 2 
SS.131 268.0 29.0 24.5 12.0 8.0 77.0 14.3 2 
SS.133 228.0 20.3 28.8 11.0 11.5 88.3 17.7 1 
SS.134 216.0 24.0 27.3 9.0 11.0 121.0 20.0 1 
SS.135 255.0 26.3 26.5 17.7 10.3 88.7 20.7 4 
SS.136 293.0 35.0 23.2 13.0 10.0 96.0 19.3 1 
SS.137 324.3 23.3 37.6 13.0 11.3 92.3 21.3 1 
SS.141 253.3 39.7 21.0 7.3 70.3 7.3 11.3 1 
SS.145 151.0 21.0 19.8 7.0 7.0 42.0 무즙 1 
SS.146 245.7 27.3 25.5 9.7 9.3 59.7 14.2 1 
SS.148 257.0 20.0 20.5 12.0 10.0 70.0 무즙 6 
SS.149 286.0 22.0 21.2 8.0 9.5 67.0 15.6 4 
SS.166 266.0 25.0 26.2 17.3 8.7 71.3 18.3 3 
SS.167 253.0 28.0 32.4 7.0 11.0 76.0 18.7 6 
SS.168 240.0 28.0 23.6 7.0 10.0 71.0 16.2 5 
SS.169 134.0 21.0 22.8 14.0 8.0 66.0 13.5 4 
SS.173 205.0 18.0 17.6 14.0 8.0 59.0 13.1 2 
SS.174 307.0 27.7 38.4 11.3 10.0 80.3 17.2 1 
SS.175 191.0 17.0 25.4 14.0 9.5 50.0 9.6 4 
SS.177 367.7 24.7 20.9 15.7 8.0 86.3 18.7 1 
SS.178 337.0 28.0 17.9 12.0 6.0 84.0 무즙 1 
SS.179 318.0 23.0 19.9 15.0 5.0 71.0 무즙 2 
SS.180 282.0 20.0 11.6 9.0 5.0 65.0 18.1 1 
SS.181 278.0 7.0 19.3 22.0 7.0 52.0 무즙 3 
SS.182 292.0 22.0 20.0 8.0 8.0 62.0 16.0 5 
SS.183 274.0 40.0 29.0 11.0 10.0 74.0 무즙 1 
SS.186 282.3 35.7 32.2 12.3 9.5 70.7 15.6 2 
SS.187 150.0 25.0 25.1 15.0 9.0 55.0 12.1 4 
SS.188 220.0 32.0 25.0 8.0 7.0 65.0 14.7 7 
SS.189 271.7 25.7 23.6 9.3 8.2 56.7 16.2 3 
SS.190 226.0 38.0 28.0 11.0 11.0 67.0 17.2 3 
SS.191 290.0 33.0 22.7 10.0 9.0 80.0 16.0 4 
SS.192 252.0 21.0 33.0 8.0 10.0 80.0 무즙 2 
SS.193 210.0 24.0 28.9 8.0 10.0 75.0 20.1 5 
SS.194 239.0 22.0 19.6 13.0 8.0 62.0 16.5 2 
SS.195 198.0 22.0 22.1 13.0 8.0 57.0 무즙 2 
SS.196 237.0 13.0 24.0 10.0 10.0 77.0 무즙 6 
SS.197 200.0 20.0 23.4 13.0 9.0 50.0 15.5 4 
SS.198 244.0 15.0 26.8 13.0 10.0 55.0 10.0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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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1.20 Yield and morphological characteristics of selected sweet sorghum line

Cultivar

name

초장

(cm)

수장

(cm)

경직경

(mm)

엽수

(ea)

엽폭

(cm)

엽장

(cm)

당도

(brix)

분얼수 

(ea)

출수기 

(DAS)

종자

수량

(kg/ha)

종피색

단수수4호 397.7 38.7 28.7 9.3 9.5 81.3 15.5 3 72 1171 Black
SS.174 307.0 27.7 38.4 11.3 10.0 80.3 17.2 1 80 1089 Black
SS.113 375.0 30.0 30.7 12.0 10.0 96.0 17.2 1 80 1105 Black
SS.129 379.0 31.0 34.6 12.0 10.5 90.0 11.3 1 95 1001 White
SS.7 315.0 30.0 34.5 19.0 11.0 90.0 21.5 1 100 725 Black

SS.117 280.0 38.7 22.3 8.7 9.5 102.3 13.5 1 95 1082 Black
SS.74 407.0 21.0 23.2 10.0 9.0 67.0 무즙 1 95 1125 Brawn

단수수 2호 256.7 30.0 26.8 12.3 9.3 77.7 20.0 2 72 1252 Red

Fig. 1.13 Profile of panicle shape and 

cultivation. A: Broom, B: Gooseneck, C: 

Oblong.

Fig. 1.14 Profile of grain color in sweet 

sorghum cultivar 

- 단수수는 줄기의 당도가 20 brix 내외로 사탕수수가 재배되지 않는 국내기후에서 

식량소재, 조사료 및 바이오에너지 소재로 활용도가 높으며, 특히 바이오에너지의 

SS.199 242.0 20.0 25.4 14.0 10.0 57.0 13.4 5 
SS.201 237.0 30.0 19.7 9.0 5.5 62.0 13.6 3 
SS.202 142.0 28.0 31.9 17.0 10.0 64.0 13.5 7 
SS.203 288.0 24.0 28.1 11.0 7.0 40.0 무즙 2 
SS.204 248.0 31.0 23.0 8.0 9.0 67.0 17.3 4 
SS.205 284.0 29.0 22.5 6.0 9.0 65.0 무즙 1 
SS.206 265.0 30.0 28.9 16.0 8.0 75.0 무즙 6 

단수수4호 397.7 38.7 28.7 9.3 9.5 81.3 15.5 3
단수수3호 325.5 36.4 27.4 10.7 9.4 79.9 16.2 2

단수수2호 256.7 30.0 26.8 12.3 9.3 77.7 20.0 2
단수수1호 305.0 31.9 27.5 10.4 9.3 78.8 15.1 2
무안재래 312.3 31.8 28.7 12.1 9.4 80.2 17.8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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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우 당화발효 공정 효율이 높은 것이 장점이다.   

- 국내 기후적응성 시험을 2년간 (2015~2016년) 실시하여 선발한 8 품종에 방사선을 

조사한 M2 세대에서 돌연변이 24 계통 선발하였다 (Table 1.21).

- 감마선을 처리하여 육성한 M2 세대에서 현재까지 선발된 24 계통의 주요 특징은 

고수량 14 계통, 조생 8계통, 단간 1계통, 종피변이 1계통이다. 

Table 1.21 Growth characteristics and sugar content of selected sweet sorghum 

germplasms

 *DAS: Days after sowing

Lines
출수기
(DAS*)

초장
(cm)

수장
(cm)

경직경
(mm)

엽수
(ea)

당도
(brix)

분얼수
(ea) 비고

SS174 83 401.2 40.3 30.8 15.0 16.9 2
SS174 300Gy-1 89 490.0 30.4 36.3 18.0 18.1 1 고수량

SS174 400Gy-1 96 495.0 51.8 30.4 13.0 16.0 1 고수량

SS174 400Gy-2 93 450.5 42.4 31.1 24.0 17.1 2 고수량

SS174 400Gy-3 90 447.8 40.9 33.5 13.0 16.0 2 고수량

SS174 200Gy-1 88 418.5 42.7 29.0 17.0 14.6 1 고수량

SS117 109 394.1 40.7 28.9 19.0 17.8 2
SS117 100Gy-1 102 425.4 43.9 31.6 16.0 18.5 2 고수량
SS117 100Gy-2 105 428.3 41.3 30.1 19.0 16.1 2 고수량
SS117 200Gy-종피 108 451.8 32.7 24.8 13.0 9.6 1 적색종피
SS117 400Gy-수량 117 531.0 44.6 30.6 16.0 7.3 1 고수량

SS117 300Gy 조생-1 88 468.4 53.1 32.4 16.0 8.6 1 조생

SS117 300Gy 조생-2 90 584.0 41.9 34.6 17.0 15.1 1 조생

SS117 100Gy 9/14 84 493.0 48.0 31.3 24.0 13.1 1 조생

SS18 Cont 92 327.6 25.4 23.7 8.0 15.9 1
SS18 단간 77 153.5 24.2 23.4 7.5 14.8 1 단간
단수수2호 75 270.9 26.8 21.8 10.5 19.8 1

단수수2 200Gy-1 64 249.4 19.5 35.3 19.0 20.1 1 조생

단수수2 200Gy-2 65 229.7 22.8 28.1 25.0 18.6 1 조생

단수수2 조생-1 65 370.6 17.5 31.1 21.0 14.2 1 조생

단수수2 조생-2 63 380.4 18.2 37.5 25.0 17.6 1 조생

단수수2 100Gy-1 

9/14
110 420.1 41.8 30.7 17.0 17.9 2 고수량

단수수2 100Gy-2 

8/16
92 412.9 42.6 39.8 29.0 17.0 3 고수량

단수수2 100Gy 조생

1
67 391.4 36.4 37.2 12.0 16.8 2 조생

단수수2 100Gy-1 9/4 100 420.5 29.5 40.3 18.0 14.2 1 고수량

단수수2 100Gy-2 9/4 100 414.7 40.6 38.6 21.0 17.4 2 고수량

단수수4호 75 401.3 41.8 38.4 14.0 16.8 2

단수수4 300Gy-1 92 420.7 50.5 33.2 53.0 14.7 1 엽수

단수수4 300Gy-2 90 430.4 35.7 33.4 21.0 14.7 1 고수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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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선발 계통 종자 안토시아닌 분석 

- 국내 기후에서 수량성 (고바이오매스, 종자수량)과 당도가 높아 선발된 단수수 8개 

품종 (Table 1.3)을 대상으로 항산화, 항암, 항돌연변이 효과등이 보고된 수수류 안

토시아닌 (luteolinidin and apigeninidin과 이와 관련된 배당체)을 분석함.

- 종피색이 백색인 SS129 품종을 제외하고 모든 품종에서 Luteolinidin, Apigeninindin, 

Apigeninindin 배당체가 검출됨. Luteolinidin 함량은 검출된 7개 품종이 평균 3.7 

mg/100 g으로 단수수 2호에서 최고 5.5±1.1 mg/100 g, SS113에서 0.4±0.0으로 최

저값을 나타냄. Apigeninindin 함량은 SS113 품종에서 24.9±7.1 mg/100 g으로 가장 

높았으며, 단수수 4호 품종에서 1.6±0.2 mg/100 g으로 가장 낮게 나타남. 8개 품종 

평균 apigeninindin 함량은 6.9 mg/100 g으로 나타남. 총 3-deoxyanthocyanins 함량

은 최저 3.5 mg/100 g (단수수4호)에서 최고 34.3 mg/100 g (SS113) 사이로 8개 품

종 평균은 12.74 mg/100 g으로 나타났으며 특히 SS113 품종의 안토시아닌 함량은 

타 품종에 비해 3-9배 높은 수준임. 추후 SS113 품종은 고바이오매스 기능성 단수

수 품종육성의 원품종으로 활용이 가능할 것으로 판단됨 (Table 1.22; Fig. 1.15).

Table 1.22 3-deoxyanthocyanin levels in the whole grain of sweet Sorghum 

Cultivar

name

Luteolinidin 

(mg/100 g)

Apigeninidin 

(mg/100 g)

Glycosides of 

apigeninidin* 

(mg/100 g) 

Total

3-deoxyanthocyanin

s
단수수4호 1.4±0.2c 1.6±0.2b 0.5±0.1c 3.5
SS.174 3.7±0.8b 5.1±0.8b 0.8±0.1c 9.6
SS.113 0.4±0.0c 24.9±7.1a 9.1±1.7a 34.3
SS.129 - - - -
SS.7 1.4±0.2c 1.7±0.2b 0.5±0.1c 3.6

SS.117 5.6±1.2b 4.7±0.1b 1.1±0.0b 11.4
SS.74 8.2±1.9a 5.7±0.7b 1.4±0.1b 15.3

단수수 2호 5.5±1.1b 4.4±0.2b 1.1±0.0b 11.0
Mean 3.7 6.9 2.1 12.7

  *Tentatively identified as glycosides of apigeninidin (Awika et al. 2004; Dykes et al., 

2009), aSignificant difference at the 5% determined by Duncan’s test, values in each 

column represent the mean ± standard deviation (SD) (n=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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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1.15 High performance liquid chromatography (HPLC) 3D profiles of sweet sorghum 

3-deoxyanthocyanins detected at 480 nm. A. Dansusu4ho, B. SS174, C. SS113, D. SS7, E. 

SS117, F. SS74, G. Dansusu2ho

○ 총플라보노이드 및 탄닌 함량

- 수수 및 단수수 이삭의 탄닌은 가축에 있어 소화흡수율을 저해시키나 인체에는 다

이어트 및 항산화, 항당뇨 등 효과가 보고되어 있음. 플라보노이드는 대표적인 항

산화 물질로 항암, 항염, 항균 효능이 보고되어 있음

- 선발된 단수수 8개 품종의 종자에 주요 기능성 성분인 탄닌과 총플라보노이드 함

량을 완숙된 이삭 (whole grain)을 통째로 분쇄하여 실시함.   

- 총탄닌 함량은 SS174 품종에서 5.0 mg/g으로 가장 높고, SS7 품종에서 2.4 mg/g으

로 가장 낮음. 이는 고탄닌 분류기준 (Jambunathan and Mertz, 1973)인 10 mg/g 보

다 모든 품종에서 낮은 수준임 (Fig. 1.16-A).   

- 단수수 이삭의 총플라보노이드 함량을 분석한 결과(Fig. 1.21-B), SS129 품종에서 

7.52 mg/g으로 가장 높고 단수수 4호에서 1.84 mg/g으로 최저임. 8개 품종 평균 총

플라보노이드 함량은 4.9 mg/g으로 나타남. 수수의 플라보노이드 성분은 항산화 효

과가 높은 것으로 보고되어 있어 종자수량이 우수한 품종의 경우 수량성과 기능성

을 동시에 보유한 유망 품종으로 사료됨 (Fig. 1.16-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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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1.16 Tannin content and total flavonoid content in the germplasm of selected sweet 

sorghum. *Superscript letters indicate significant differences at the 5% level (Duncan’s 

multiple range tests). A. Tannin content (mg/g), B. total flavonoid content (mg/g). 

(4) 케나프 유전자원 확보를 위한 돌연변이 pool 구축

○ 케나프 교배 유전자원 집단 구축

- 고바오메스 유전자원 개발을 위한 장대×백마, 장대×적봉 교배 F3 120 계통을 전

개하여 초장이 300cm 이상인 적색줄기 및 흰꽃 고바이오메스 60 계통 선발 (적봉 

초장 255 cm, 백마 초장 288 cm)

- 해외유전자원과 장대, 백마, 적봉과 교배한 10 계통 F1 세대 전개한 결과 (Fig. 

1.17) 적봉과 홍마300 교배조합에서는 줄기색이 적색, 갈색, 청색으로 분리됨. 백마

와 홍마300교배조합에서는 모두 꽃의 색깔이 아이보리색 이였으며, 엽형은 장상엽

과 완전엽이 2:1비율로 분리되었고 1개체가 중간형태 (3개 열편)으로 나타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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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1.17 Morphological profile of kenaf cross line. A: Breeding farm, B: Stem color, 

Flower color, D: leaf shape. 

 

- 친환경 산업소재 케나프 품종 육성을 위해 방사선 조사유래 11계통, 방사선 돌연변

이 품종 (장대, 백마, 적봉)을 교배하여 육성한 43 계통, 해외 도입 유전자원 등 62 

계통을 식재하여 재배하였다 (Table 1.23).  

- 국내기후에서 채종이 가능하고 바이오매스 수량이 우수한 중만생 품종 육성을 위

해 2005~2007년 수집종 진주 종자에 감사선 조사하여 육성한 M8-10 세대 10 계통을 

대상으로 품종출원을 위한 재배평가를 실시한 결과, A12 계통이 안정성과 수량성이 

우수한 계통으로 품종출원 예정이다.     

- 개발된 조생종 케나프 품 종(적봉, 백마)의 바이오매스 향상을 위해 고바이오매스 

중만생종 품종 장대와 각각 교배한 5세대 (F5) 17 계통을 증식한 결과, 3계통에서 

병충해로피해로 바이오매스 생산량이 낮았으며, 적색줄기 중 초장이 크고 병충해에 

강한 장대X적봉 10 계통과 및 흰꽃 고바이오메스 장대X백마 10-1 계통을 내년부터 

품종출원을 위한 재배평가 실시 예정이다.   

- 국내기후에서 채종이 불가능한 보라, ACC2074, ACC4985, 홍마300 유전자원을 돌연

변이 육종 기술로 개발한 신품종 장대, 백마, 적봉과 교배하여 세대를 전개한 결과, 

보라와 장대교배조합에서 개화기와 화색의 분리가 관찰되었고, 일부 보라꽃 개체 

중 채종이 가능한 개체를 확인하였다. 백마와 적봉을 교배한 계통은 고바이오매스 

흰꽃과 적색줄기 계통 위주로 추후 선발 예정이다 (Fig. 1.18) 

- 사료용 옥수수 극동6호를 재배하여 비교해본 결과, 전초수량은 케나프와 유사하며 

잎의 비율이 높아 영양가치는 우수할 것으로 판단되나 생육속도가 늦고 채종이 되

지 않아 연속재배가 국내에서 어려울 것으로 판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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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1.23 Origin and growth characteristics of mutant kenaf lines

No. Lines Generations Origin Flowering
date

Plant
height
(cm)

비고

1 보라×장대1 F1 보라×장대 9.5 321.9
2 보라×장대2 F1 보라×장대 9.5 317.4
3 보라×장대3 F1 보라×장대 9.5~10.24 352.2 화색분리
4 보라×장대4 F1 보라×장대 9.5~10.24 363.5
5 보라×장대5 F1 보라×장대 9.5~10.24 350.5
6 보라×장대6 F1 보라×장대 9.5~10.24 336.8
7 보라×장대7 F1 보라×장대 9.5~10.24 368.7 화색분리
8 장대×보라1 F1 장대×보라 9.5~10.24 352.4
9 장대×보라2 F1 장대×보라 9.5~10.24 326.2
10 장대×보라3 F1 장대×보라 9.5 317.8
11 장대×보라4 F1 장대×보라 - - 병충해

12 장대×보라5 F1 장대×보라 9.5~10.24 371.8
개 화 기 분

리
13 장대×보라6 F1 장대×보라 - - 병충해
14 W2 F3 ACC2074×장대교배 9.1 325.1 
15 W6 F3 ACC2074×장대교배 9.5 329.5 
16 W8 F3 ACC2074×장대교배 9.1 329.1 
17 W8 F3 ACC2074×장대교배 9.1 365.6 
18 V3 흰 꽃 F3 ACC4985×백마교배 8.14 312.5 
19 T2 F3 ACC4985×장대교배 9.1 330.4 
20 T3 F3 ACC4985×장대교배 9.5 326.3 
21 T4 F3 ACC4985×장대교배 9.4 332.4 
22 T9 F3 ACC4985×장대교배 9.1 319.7 
23 T3 F3 ACC4985×장대교배 9.1 311.4 
24 장대X백마 10-1 F5 장대X백마 교배 9.5 381.8 
25 장대X백마 108 F5 장대X백마 교배 9.5 377.2 
26 장대X백마 2 F5 장대X백마 교배 9.5 377.1 
27 장대X백마 3 F5 장대X백마 교배 9.5 355.7 
28 장대X백마 31 F5 장대X백마 교배 9.6 352.1 
29 장대X백마 32 F5 장대X백마 교배 9.5 365.2 
30 장대X백마 5 F5 장대X백마 교배 8.24 333.0 
31 장대X백마 62 F5 장대X백마 교배 8.24 332.9 
32 장대X백마 7 F5 장대X백마 교배 9.5 354.8 
33 장대X백마 72 F5 장대X백마 교배 9.5 353.4 
34 장대X백마 8 F5 장대X백마 교배 8.24 337.5 
35 장대X적봉 10 F5 장대X적봉 교배 9.5 362.3 

36 장대X적봉 13 F5 장대X적봉 교배 9.4 312.9 
병 충 해 발

생
37 장대X적봉 14-1 F5 장대X적봉 교배 9.4 316.7 
38 장대X적봉 4 F5 장대X적봉 교배 8.16 309.5 

39 장대X적봉 6 F5 장대X적봉 교배 9.4 255.0 
병 충 해 발

생

40 장대X적봉 61 F5 장대X적봉 교배 8.16 310.0 
병 충 해 발

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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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1.18 Profile of selected kenaf lines. A:Bora, B: Jangdae, C: Baekma, D: Jeokbong, E: 

Jangdae×Jeokbong, F: Jangdae×Baekma.

41 Z1 F3 적봉*홍마300교배 9.4 336.4 
42 Z4 F3 적봉*홍마300교배 9.5 331.9 
43 Z1핑크줄기 F3 적봉*홍마300교배 9.1 342.2 
44 B1 도입품종 중국 9.15 375.3 
45 보라 유전자원 방글라데시 10.24 376.0 채종불가
46 진주 유전자원 유전자원 9.21 351.6 등숙율30%
47 홍마 300 도입품종 중국 - 390.6 채종불가
48 홍마 74-3 도입품종 중국 - 390.5 채종불가
49 장대 품종 돌연변이품종 8.26 339.7 

50 적봉 품종 돌연변이품종 7.29 268.3 
병 충 해 발

생
51 A1 M8 진주 9.4 331.9 
52 A11 M8 진주 9.1 361.8 
53 A7 M8 진주 8.3 324.7 
54 A8 M8 진주 9.4 339.2 
55 A19흰꽃 M10 진주 9.6 342.9 
56 A12 M10 진주 9.13 376.7 출원예정
57 A13 M8 진주 8.18 342.6 
58 A16 M8 진주 8.21 321.5 
59 A22-4 M8 진주 8.21 319.5 
60 A22-5 M8 진주 8.18 316.8 
61 김제진주 300-2 M7 진주 9.12 334.5 
62 극동 6호 옥수수 해외채종 - 330.5 채종불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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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 바이오매스 케나프 돌연변이 자원 선발 및 특성

- 2005년부터 육성한 A12 계통은 개화기는 파종 후 109일 내외로 원품종 보다 10일

이상 빠르고 기존 출원품종 “장대”보다 10일정도 늦다. 생육일수는 파종 후 150

일 내외로 원품종보다 30일 작고, 장대와 유사하다(11월말에서 12월초 채종이 가

능). 잎 모양이 둥근 완전잎으로 원품종과 같고 “장대”의 장상(손바닥 모양)의 모

양과 구별, 종자 발아율은 98%이상으로 원품종 30% 내외 보다 높다. 내습성과 내

도복성은 원품종 보다 강하고 장대와 유사하다. 채종량은 장대와 비교하여 등숙립

의 수량이 다소 낮으며 조생품종에 비해 높다(Table 1.24; Fig. 1.19). 

Table 1.24 Growth characteristics of mid-late maturing mutant A12 

조사항목
출원품종 대조품종

비고
A12 홍마74-3 장대

초장 (cm)

2014 340.5 375.4 338.2

11월 완숙기
2015 342.2 377.2 339.3
2016 319.6 346.7 317.4
2017 376.7 390.0 339.7
평균 344.75 372.33 333.65

주경 (cm)

2014 2.4 2.4 2.4

성숙기
2015 2.5 2.4 2.4
2016 2.4 2.3 2.4
2017 2.5 2.6 2.5
평균 2.45 2.42 2.42

줄기색 녹색 녹갈색 녹색
꽃받침의 색 녹색 녹색 녹색

개화기
(파종후)

2014 109 - 99
개화개체 

40～50%시기
2015 108 - 100
2016 112 - 103
2017 113 - 100
평균 110.5 - 100.5

생육기간

2014 154 182 146
파종 후 줄기가 

고사되기 
시작하는 기간 

2015 149 180 148
2016 156 183 152
2017 158 186 153
평균 154.25 182.75 149.75

엽형 완전엽 완전엽 장상엽
화색 아이보리 아이보리 아이보리

전초수량
(ton/ha)

2014 24.1 28.8 22.4

9월초 건물수량
(건물율 20%)

2015 25.5 29.1 22.5
2016 22.4 25.8 21.6
2017 26.1 29.0 23.4
평균 24.53 28.18 22.48

종자수량

(kg/ha)

2014 755.5 채종불가 835.3

완전등숙립수량
2015 753.1 채종불가 833.4
2016 737.9 채종불가 831.9
평균 748.8 - 83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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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1.19 Comparison of stem and plant height in kenaf ‘A12’(A) and commercial  

cultivar (Hongma74-3 and Jangdae).   

(5) 케나프 품종등록 작물 바이오복합소재 기능성 검정

○ 부위별 영양성분 분석

- 돌연변이 육종기술을 적용하여 육성한 케나프 등록품종 (장대, 백마, 적봉)의 부위

별 (잎, 줄기껍질, 꽃, 종자) 아미노산, 미네랄 (칼슘, 인, 칼륨, 마그네슘, 나트륨, 아

연, 철) 함량을 원품종 (진주, C14)과 비교하여 바이오 소재 활용 검정함.

- 돌연변이 품종과 원품종의 생육특성 및 형태학적 특성은 Table. 1.25와 같음. 장대와 

C14는 장상엽이며, 백마는 흰꽃, 적봉은 줄기가 진한 적보라색인 것이 특징임 (Fig. 

1.20).

Table 1.25 The growth characteristics and origin of kenaf cultivars 

Cultivar
Blooming

period

Maturity

type

Flower

color

Stem

color

Leaf

shape
Type Origin

Jangdae
Aug. 22

(97 DAS*)

Mid-late

maturity
Ivory Green Palmate

New cultivar

(No. 4560**).
Jinju

Jinju
Sep. 15

(120 DAS)

Late-

maturity
Ivory Green Entire Accession Korea

Baekma
Aug. 4

(80 DAS)

Early

maturity
White Green Entire

New cultivar

(No. 5285 **)
C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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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AS: Day after seeding 

** Korea seed and verity service grant number

Fig. 1.20 Morphological and silage profile of kenaf cultivars.

- 모든 품종별 개화기에 잎의 아미노산 함량을 분석한 결과(Table 1.26, Fig. 1.21), 잎

의 주요 아미노산은 phenylalanine, valine, Arginine 등이며 조생 품종인 백마와 

C14의 총아미노산 함량이 9000 mg/kg 이상으로 높았으며, 장대와 진주는 

1000-1295 mg/kg 함량을 나타냄. 줄기와 잎이 적색인 돌연변이 적봉 품종은 상대적

으로 타품종에 비하여 아미노산 함량이 낮게 나타남.

- 인체와 가축의 체내에서 합성되지 않는 필수아미노산은 돌연변이 품종 백마에서 

가장 높은 1337.4 mg/kg을 나타내어 기능성 조사료 및 식품으로 활용이 가능할 것

으로 판단되나, 아미노산 함량은 연차별, 수확시기별 변이가 크게 나타나므로 추가 

연구가 필요할 것으로 사료됨.

Table 1.26 Amino acid composition of kenaf leaves.      

Components Jangdae Jinju Jeokbong Baekma C14

Jeokbong
Jul. 24

(70 DAS)

Early

maturity
Ivory

Dark

purple
Entire

New cultivar

(No. 5286**)
C14

C14
Jul. 24

(70 DAS)

Early

maturity
Ivory Green Palmate

Introduced 

cultivar
Italy



- 90 -

*Essential amino acid, **TAA: Total amino acid content, ***EAA: Essential amino acid 

content

(㎎/㎏)
Phosphoserine 10.2 6.8 3.5 73.1 76.0 
Taurine 1.2 1.0 0.7 20.0 19.2 
Phospho ethanol amine 0.0 3.4 0.0 81.1 106.6 
Urea 16.0 22.4 3.4 302.7 331.7 
Aspartic acid 5.0 8.5 5.0 108.0 126.7 
Theonine 23.3 25.0 16.0 435.0 465.3 
Serine 12.8 18.4 8.5 154.6 209.3 
Glutamic acid 4.7 4.1 2.5 83.3 96.7 
α-aminoadipic acid 1.8 2.2 1.1 28.7 31.6
Hydroxy proline 0.9 1.4 0.4 5.2 4.4 
Proline 503.9 669.9 161.3 4145.4 3806.7 
Glycine 3.3 3.9 0.8 25.1 30.1 
Alanine 34.8 44.6 19.0 393.6 392.5 
Citrulline 0.0 0.0 0.0 0.0 0.0 
α-amino-n-butyric acid 0.7 0.7 0.0 7.2 5.6 
Valine* 53.5 60.2 32.2 489.9 488.2 
Methionine* 0.0 0.0 0.0 0.0 0.0 
Cystathionine 2.1 0.0 0.0 13.8 13.7 
Isoleucine* 14.1 15.4 12.4 135.3 119.2 
Leucine* 7.1 7.8 5.2 52.3 48.6 
Tyrosine 9.5 10.4 2.9 64.9 57.9 
Phenylalanine* 138.9 143.8 57.2 583.4 499.8 
β-Alanine 2.0 2.3 0.9 23.7 28.8 
β-Aminoisobutyric acid 0.0 0.0 0.0 0.0 0.0 
γ-Amino-n-butyric acid 30.2 34.6 26.0 487.5 450.1 
Ethanol amine 8.7 8.1 3.6 88.2 103.6 
Ammonia 144.3 164.4 68.6 988.9 1226.1 
Hydroxylysine 0.4 0.4 0.0 1.9 1.7 
Lysine* 2.2 3.2 1.0 25.3 41.9 
1-Methylhistidine 0.0 0.0 0.6 26.7 38.2 
Histidine* 6.5 8.0 1.6 51.3 81.4 
Arginine 18.6 25.3 3.8 129.5 224.1 
TAA** 1056.0 1295.0 438.0 9025.0 9125.0 
EAA*** 222.2 238.3 109.6 1337.4 1279.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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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1.21 Amino acid chromatogram of ethanol extract of leaves of kenaf. A: Jangdae, 

B: Jinju, C: Baekma, D: Jeokbong, E: C14

  

- 케나프 신품종의 줄기껍질 부위의 아미노산을 분석한 결과 (Table 1.27, Fig. 1.22), 

필수아미노산은 5종 (Threonine, Valine, Methionine, Isoleucine, Leucine)이 검출되

었다. 백마 줄기의 총아미노산 함량이 508.58 mg/kg으로 가장 높았으며, 장대가 

81.29로 가장 낮게 나타났다. 필수아미노산 함량도 백마가 103.48 mg/kg으로 타품종

의 2배이상 높았음. 일반적으로 케나프 줄기는 섬유로 이용되나, 조사료 이용시 전

초를 파쇄하므로 백마 품종의 경우 영양가치가 높을 것으로 판단됨. 그러나 단위면

적당 생산량은 장대와 진주에 비해 60% 이상 낮으므로 추후 백마품종의 바이오메

스 향상이 요구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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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1.27 Amino acid composition of kenaf b

Components
Jangdae Jinju Baekma Jeokbong C14

mg/kg

Phosphoserine 1.85 1.67 7 2.56 3.3

Taurine 0 0.12 1.18 0.11 0.28

Urea 0 2.67 47.59 0 10.85

Aspartic  acid 1.76 1.84 13.88 2.28 3.31

Threonine 1.67 3.02 16.69 4.09 6.59

Serine 3.31 4.56 20.23 5.95 9.17

Glutamic  acid 0 0 5.79 0 1.75

α-aminoadipicacid 0.48 0.44 2.25 0.39 0.61

Hydroxy  proline 0.19 0.95 0.57 0.71 1.07

Proline 31.39 29.33 153.1 93.67 96.81

Glycine 0.64 1.05 7.16 1.1 2.69

Alanine 2.95 2.16 16 4.6 7.83

Valine 7.49 8.62 31.62 9.02 17.86

Isoleucine 2.5 3.08 9.26 1.6 4.62

Leucine 1.84 1.97 5.78 0.93 3.25

Tyrosine 0 0.66 1.68 0 0

Phenylalanine 2.86 4.68 6.7 1.03 3.09

β-Alanine 0 0.71 4.96 0.27 1.43

γ-Amino-n-butyricacid 16.53 15.07 101.97 17.23 48.56

Ethanol  amine 2.04 1.64 9.8 2.65 6.02

Ammonia 1.65 5.36 11.94 3.97 12.19

Lysine 0 0.83 2.21 0 0.99

1-Methylhistidine 0 0.55 0 0 0

Histidine 0.83 1.51 12.42 1.68 1.97

Carnosine 0 2.83 0 0 0

Arginine 1.31 10.58 18.8 1.15 7.75

TAA* 81.29 105.9 508.58 154.99 251.99

EAA** 18.5 34.29 103.48 19.5 46.12

 *TAA: Total amino acid content, **EAA: Essential amino acid conten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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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1.22 Amino acid chromatogram of ethanol extract of bark of kenaf. A: Jangdae, B: 

Jinju, C: Baekma, D: Jeokbong, E: C14

- 케나프 종자의 아미노산을 분석한 결과 (Table 1.28, Fig. 1.23), 종자의 주요 아미노

산은 Aspartic acid, Glutamic acid, Alanine이며, 필수아미노산은 Valine, 

Phenylalanine, Threonine, Isoleucine, Leucine, Histidine, Lysine, Methionine이 검출

됨. 총아미노산과 함량은 C14, 백마, 장대, 진주, 적봉순으로 높았으며, 필수아미노

산은 품종 간 50 mg/kg 내외의 적은 차이를 나타내어 유사한 수준임.   

Table 1.28 Amino acid composition of kenaf seed

Compaunds
Jangdae Jinju Baekma Jeokbong C14

mg/kg
Phosphoserine 27.77 33.61 36.05 23.89 29.2
Taurine 0 1.89 3.93 7.05 3.65
Phospho  ethanol amine 0 0 0 1.68 4.88
Urea 4.31 0 0 0 3.76
Aspartic  acid 65.35 110.13 132.34 68.82 152.5
Threonine 25.23 26.51 26.4 20.08 28
Serine 28.18 14.77 15.68 26.08 22.06
Glutamic  acid 93.28 160.25 166.97 123.58 214.71
α-aminoadipicacid 1.67 0 0 1.57 2.2
Hydroxy  proline 0 0.66 1.03 1.63 0.34
Proline 11.09 8.83 15.46 18.23 13.32
Glycine 11.14 17.58 18.84 14.27 18.78
Alanine 144.39 94.16 140.62 108.99 87.43
α-amino-n-butyricacid 0.84 1.17 1.22 0 0
Valine 45.47 42.47 50.03 38.13 44.8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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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A: Total amino acid content, **EAA: Essential amino acid content 

Fig. 1.23 Amino acid chromatogram of ethanol extract of kenaf seed. A: Jangdae, B: 

Jinju, C: Baekma, D: Jeokbong, E: C14.

- 케나프 꽃의 아미노산 조성을 분석한 결과 (Table 1.29, Fig. 1.24), 총 28개 아미노

산 성분이 검출됨. 총아미노산 함량은 적봉에서 9471 mg/kg으로 타품종의 잎보다 

높은 수준이며, 흰꽃 변이 품종인 백마에서 274.8 mg/kg으로 가장 낮음. 

- 필수아미노산으로는 Valine, Isoleucine, Leucine, Phenylalanine 함량이 높았으며, 돌

Cystine 0 0 0 0 0
Methionine 1.49 2.58 4.28 3.91 3.96
Cystathionine 0 0 0 0 0
Isoleucine 30.01 14.01 13.99 13.02 16.02
Leucine 32.94 13.39 11.38 12.83 17.74
Tyrosine 17.08 27.16 30.58 25.87 28.75
Phenylalanine 44.47 32.22 37.69 31.79 38.2
β-Alanine 0 0 24.99 0 0.65
β-Aminoisobutyricacid 0 0 0 16.62 24.6
γ-Amino-n-butyricacid 33.82 13.3 10.83 11.04 25.67
Ethanol  amine 6.96 7.38 6.28 8.09 5.62
Ammonia 16.64 6.1 0 3.16 26.75
Hydroxylysine 0 0 0 0 0
Lysine 2.8 3.32 2.34 2.99 3.86
Histidine 6.03 8.92 11.06 10.11 15.7
Arginine 27.11 32.08 27.44 36.65 51.19
TAA* 678.07 672.49 789.43 630.08 884.41
EAA** 215.55 175.5 184.61 169.51 219.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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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변이 품종 장대에서 가장 높은 함량 (3696.6 mg/kg)을 나타냄. 따라서 필수아미노

산 함량이 높은 장대와 적봉 품종은 기능성 식품 소재로 유망하며, 특히 적봉은 꽃

잎에 안토시아닌 성분인 카나비니딘 함량이 높은 것으로 보고되어 활용 가치가 높

음.  

- 꽃의 필수아마노산 비율은 70%로 높으며, 또한 담즙 분비를 촉진하는 타우린 

(Taurine)은 Methionine과 cysteine으로부터 체내 합성되므로 인도 아유르베다에서 

꽃 주스를 담즙 분비이상증에 적용한다는 보고 (Monti and Alexopoulou, 2013)와도 

관련이 있을 것으로 사료된다.

Table 1.29 Amino acid composition of kenaf flower

*TAA: Total amino acid content, **EAA: Essential amino acid content 

　Compaunds
Jangdae Jinju Baekma Jeokbong C14

mg/kg
Phosphoserine 97.26 45.2 4.64 92.07 90.36

Taurine 34.36 19.09 1.4 35.52 33.72

Phospho  ethanol amine 0 0 7.85 778.2 780.32

Aspartic  acid 305.17 151.37 5.83 174.65 165.88

Threonine 621.65 412.36 15.38 623.97 630.17

Serine 812.54 577.4 23.69 899.45 902.41

Glutamic  acid 250.58 156.52 0 179.79 182.37
α-aminoadipicacid 35.69 23.03 0.96 34.08 30.22

Hydroxy  proline 16.21 4.92 0.77 7.39 6.88

Proline 541.23 337.61 27.34 861.43 827.56

Glycine 492.15 329.67 14.41 481.02 455.02

Alanine 1028.49 581.94 29.15 970.7 1001.3

Valine 1017.76 679.83 32.76 852.88 840.13

Cystine 0 17.13 0 0 0

Methionine 115.06 52.25 1.14 67.79 57.31

Isoleucine 520.1 362.38 17.31 466.74 465.27

Leucine 547.07 379.4 19.75 510.08 317.42

Tyrosine 281.65 157.82 7.33 306.63 402.19

Phenylalanine 607.79 444.61 22.95 579.87 503.58
β-Alanine 250.5 154 7.68 249.23 250.46
β-Aminoisobutyricacid 10.17 4.34 0 13.56 10.2
γ-Amino-n-butyricacid 486.06 255.57 12.18 426.37 375.38

Ethanol  amine 88.98 52.62 2.84 113.63 111.96

Ammonia 455.22 352.82 9.83 388.41 381.55

Hydroxylysine 1.93 1.92 0 2.09 1.63

Lysine 84.48 70.11 2.74 110.94 100.84

Histidine 117.4 88.93 5.55 164.5 159.62

Arginine 65.29 48.2 1.32 80.48 77.26

TAA* 8884.79 5761.04 274.8 9471.47 9161.01

EAA** 3696.6 2538.07 118.9 3457.25 315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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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1.24 Amino acid chromatogram of ethanol extract of kenaf flower. A: Jangdae, B: 

Jinju, C: Baekma, D: Jeokbong, E: C14.

  

- 영양소 가운데 중요요소인 미네랄 함량을 분석하고자 케나프 잎, 줄기껍질, 꽃, 종

자 부위별로 마쇄한 시료를 AOAC (1990) 방법으로 분석함.  

- 케나프 잎의 미네랄 성분은 칼슘과 칼륨으로 칼슘은 적봉, 칼륨은 진주에서 가장 

높음(Table 1.30). 이는 케나프 잎에 칼슘이 풍부하여 음식에 첨가제로 활용이 가능

하다는 보고 (Monti and Alexopoulou, 2013)와 일치함.  

- 케나프 줄기껍질의 미네랄 함량을 분석한 결과 (Table 1.31), 줄기껍질에는 칼륨이 

다량 함유되어 있으며, 장대에서 3.15%로 가장 높은 함량을 나타냄

- 케나프 꽃의 미네랄 함량은 칼륨이 다량 함유되어 있어 줄기껍질과 유사하였으며, 

조생 신품종 백마와 적봉에서 가장 높은 함량을 나타냄 (Table 1.32).    

- 케나프 종자의 미네랄 함량 또한 칼륨이 다량 함유되어 있으며 줄기껍질과 유사하

였으며, 품종간에 유의적 차이가 없음 (Table 1.33). 

Table 1.30 Mineral contents in leaves of kenaf      

Mineral Unit Jangdae Jinju Baekma Jeokbong C14
Ca % 1.94 1.60 1.82 2.22 2.17
P % 0.39 0.36 0.27 0.30 0.30
K % 1.57 2.93 1.39 1.41 1.57
Mg % 0.30 0.31 0.33 0.24 0.39
Na ppm 162.15 159.65 198.31 171.94 224.66
Zn ppm 33.95 21.24 54.11 33.15 26.42
Fe ppm 213.22 442.82 401.49 372.12 459.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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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1.31 Mineral contents in bark of kenaf  

Table 1.32 Mineral contents in flower of kenaf  

Table 1.33 Mineral contents in seed of kenaf  

○ 케나프 항균 성분 분석

- 케나프의 잎에는 항암, 항바이러스, 항균 작용이 우수하여 조사료로 활용할 경우 

현재 국내외적으로 문제되는 축산산업의 항생제 대체 기능성 사료 자원으로 활용이 

가능하다. phytol은 가축과 인체에 질병을 유발하는 살모넬라, 대장균 등에 탁월한 

항균 효과가 검증된 성분임. 

- 품종별 잎의 phytol 성분 함량의 차이를 구명하고자 본 연구팀에서 육성한 3개 품종

(장대, 적봉, 백마)와 해외 도입 유전자원 6개를 포함한 9개 품종을 대상으로 분석함

(Table 1.34).

- 각 품종별 잎의 에탄올 추출물을 GC-MS로 분석한 결과, 총 14개 성분이 검출됨

(Table 1.35).

Mineral Unit Jangdae Jinju Baekma Jeokbong C14
Ca % 0.89 0.70 0.87 0.59 0.64
P % 0.28 0.21 0.14 0.14 0.20
K % 3.15 2.53 3.08 2.92 2.75
Mg % 0.48 0.37 0.18 0.12 0.14
Na ppm 168.09 121.55 180.79 177.84 199.64
Zn ppm 13.39 5.26 19.18 28.44 10.81
Fe ppm 187.03 62.02 144.75 128.84 77.73

Mineral Unit Jangdae Jinju Baekma Jeokbong C14
Ca % 0.43 0.37 0.81 0.81 0.43
P % 0.44 0.47 0.52 0.52 0.47
K % 2.60 2.66 2.92 2.92 2.26
Mg % 0.34 0.40 0.41 0.41 0.39
Na ppm 243.96 198.74 246.86 246.86 235.81
Zn ppm 41.97 44.00 40.89 40.89 52.83
Fe ppm 39.72 75.53 100.80 100.80 87.56

Mineral Unit Jangdae Jinju Baekma Jeokbong C14
Ca % 0.21 0.27 0.26 0.27 0.33
P % 0.88 0.70 0.81 0.84 0.85
K % 1.53 1.41 1.50 1.53 1.55
Mg % 0.61 0.52 0.54 0.55 0.57
Na ppm 299.76 308.78 173.61 254.01 222.40
Zn ppm 69.71 76.10 58.26 61.67 60.13
Fe ppm 83.81 93.06 95.23 105.92 44.9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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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1.34 Growth characteristics of kenaf for phytol analysis   

    

Table 1.35 Components detected in ethanol extract of kenaf leaves

*RT: Retention time

○ 케나프 조사료 활용을 위한 사일리지 아미노산 및 발효 균주 동정

- 케나프는 단백질이 풍부하고, 수량이 타 작물과 비교하여 매우 높아 부족한 국내 조

사료 자원 대체다 기대된다. 특히 케나프 사일리지는 건초의 반추가축에 낮은 기호

성을 보완할 수 있는 방법이다. 이에 본 연구팀에서 개발한 신품종 장대를 대상으로 

사일리지 가공 전후 아미노산의 함량의 변화를 확인하였고, 돌연변이 육종기술로 육

성된 3개 품종 (장대, 백마, 적봉)과 원품종 (진주, C14)을 대상으로 주요 발효 균주

를 동정하였다 (Fig. 1.25).

Cultivar
Blooming

period

Maturity

type

Leaf

shape
Origin

Seed

harvest
Jangdae Late Aug. Mid-late Palmate Mutation breeding Nov.
Jinju Early Sep. Mid-late Entire Korea(Accession) Nov.
Auxu EarlySep. Mid-late Palmate China Nov.
Bakma EarlyAug. Early Entire Mutation breeding Sep.
Jukbong Late Jul. Early Entire Mutation breeding Sep.
C14 Late Jul. Early Palmate Italy Sep.

Hongma300 Early Oct. Late Palmate China None
Hongma74-3 Early Oct. Late Palmate China None
Master fiber Early Oct. Late Palmate U.S.A None

No. RT* Name of the compound
Molecular 

formula
MW

1 12.6 3,7,11,15 tetramethyl-2 hexadecen(Z-Phytol) C22H42O2 338

2 13.6 5,9-Undecadien-2-one, 6,10-dimethyl(Geranylacetate) C20H22O 194

3 13.9 Tetradecanoic acid (Myristic acid, ethyl ester) C16H32O2 256

4 15.0 6,10,14-Trimethyl-pentadecan-2-ol C18H38O 270

5 15.2 2-Pentadecanone, 6,10,14-trimethyl (Hexahydrofarnesyl acetone) C18H36O 268

6 15.5 Hexadecanoic acid, ethyl ester (Palmitic acid) C18H36O2 284

7 17.6 Heptadecanoic acid C19H38O2 298

8 18.2 3,7,11,15 Tetramethylhexadecyl acetate C22H44O2 340

9 18.6 Farnesylacetone(5,9,13-Pentadecatrien-2-one, 6,10,14-trimethyl) C18H30O 262

10 19.4 9,12-Octadecadienoic acid, ethyl ester (Linoleic acid) C19H34O2 294

11 20.0 E-Phytol C20H40O 296

12 20.7 9,12,15-Octadecatrienoic acid methyl ester (alpha-linolenic acid) C19H32O2 292

13 21.0 9,12,15-Octadecatrienoic acid ethyl ester(linolenic acid) C19H32O2 292

14 26.9 2,6,10,14,18,22-Tetracosahexaene (Squalene) C30H50 4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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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1.25 Schematic diagram of internal transcribed spacer (ITS) and 26S rRNA regions: 

Black arrows indicate positions and directions of two universal ITS and 26S rRNA 

sequence region primers 

- 케나프 돌연변이 품종으로 제조한 사일리지의 ITS 영역과 26S rDNA region 염기서

열을 분석한 결과 (Table 1.36, Table 1.37), 품종에 관계없이 모두 Pichia 

fermentans 종의 염기서열과 97% 이상 일치하였다. Pichia fermentans는 수분함량

이 높고, 11월에서 2월 사이에 환경에서 주로 발생한다. 이는 케나프를 9월초에 수

확하여 60일간 발효 후 11월에 분석한 계절적 요인과 케나프 식물체의 높은 수분함

량으로 인해 Pichia fermentans 가 우점하는 것으로 판단되며, 사탕수수, 옥수수, 알

팔파와 같은 작믈의 사일리지에서도 Pichia fermentans의 우점은 보고되어 있다. 그

러나 타 균주가 검출되지 않은 것은 케나프 사일리지 발효균주의 다양성이 매우 제

한적이고 낮은 것으로 양질의 케나프 사일리지를 생산하려면 추후 발효를 촉진할 

수 있는 첨가제 또는 수분함량을 낮출 수 있는 제조방법 등의 개발이 요구된다.    

        

Table 1.36 Amino acid composition of hay and ensiledKenaf (mg/kg)

Components Hay silage

Phosphoserine 63.84 43.76

Taurine 15.36 9.85

Phospho ethanol amine 169.32 62.75

Urea 379.92 -

Aspartic acid 91.08 195.58

Threonine 308.04 213.35

Serine 143.16 124.55

Glutamic acid 56.28 28.32

α-aminoadipic acid 10.08 49.9

Hydroxy proline 3.00 14.8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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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otal amino acid content, **: Total essential amino acid content  -not ditected    

Table 1.37 The length of ITS region and GenBank accession numbers of the sequences 

from Kenaf silage and its related species 

Proline 253.56 265.91

Glycine 43.20 121.24

Alanine 533.4 418.95

Citrulline 3.96 -

α-amino-n-butyric acid 11.64 15.46

Valine 530.76 394.56

Cystine 27.00 123.13

Methionine 12.12 109.53

Cystathionine 27.00 7.63

Isoleucine 192.36 289.75

Leucine 172.80 659.35

Tyrosine 166.56 47.72

Phenylalanine 900.6 369.91

β-Alanine 33.24 17.45

β-Aminoisobutyric acid 4.44 21.80

γ-Amino-n-butyric acid 358.56 743.06

Ethanol amine 63.72 26.54

Hydroxylysine 0.96 1.46

Ornithine - 51.61

Lysine 62.76 126.64

Histidine 79.68 20.32

Arginine 369.48 -

TAA* 5087.88 4574.94

TEAA** 2565.84 2056.77

Cloned sequence Blast analysis

Cultivar

name

Contig
length
(bp)

GenBank

number

GenBank

number
Coverage

Identity

(%)
Description

Jangdae 383 KU820958 KR089901 100 99

Pichia   

fermentans 

strain ATCC 

10651

Jinju 411 KU820960 KR089901 100 100

Auxu 422 KU820955 KR089901 100 99

Baekma 411 KU820966 KR089901 100 100

Jeokbong 409 KU820959 KR089901 100 100

C14 414 KU820957 KR089901 100 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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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1.38 The length of 26S rDNA region and GenBank accession numbers of the 

sequences from Kenaf silage and its related species 

○ 부위별 기능성 성분 함량 분석 및 적정 추출 용매 선발   

- 케나프는 인도와 아프리카에서 부위별로 약용작물로 이용되고 있음. 잎에는 단백질

이 단백질과 미네랄, 플라보노이드 성분이 풍부하고, 종자 기름에는 불포화지방산

이 다량 함유되어 기능성 오일로 활용됨. 인도 전통의학인 아유르베다 (Ayurveda)

에서는 케나프의 잎을 기침, 설사, 인후통 등 치료에 적용하며, 꽃은 후추를 가미한 

주스로 만들어 담즙 분비이상에 적용함. 줄기껍질(Bark)은 물에 달여 빈혈 치료에 

사용하고 종자는 가루와 종자유를 활용하여 성욕증진 및 폐렴등에 적용. 국내에서 

재배된 케나프의 기능성 성분과 활성에 관한 연구는 잎과 종자에 관련된 연구만 수

행되었으며, 줄기껍질과 꽃에 관한 연구는 전무한 실정이다. 

- 국내에서 재배한 케나프의 기능성 성분 (총 페놀함량, 총플라보노이드) 함량을 부위

별로 분석하고 항산화 활성을 비교하여 국내 새로운 기능성 자원식물로 활용가치를 

평가하고자 하였다.

- 총페놀 함량은 잎의 물 추출물에서 555.9 mg/100 g으로 함량이 가장 높았고, 꽃 물 

추출물 (308.5 mg/100 g), 꽃 메탄올 추출물 (298.6 mg/100 g), 꽃 에탄올 추출물  

(183.4 mg/100 g), 잎 메탄올 추출물 (178.1 mg/100 g), 종자 물 추출물 (162.7 

mg/100 g), 잎 에탄올 추출물 (119.1 mg/100 g), 종자 클로로폼 추출물 (107.0 

mg/100 g), 줄기껍질 물 추출물 (84.2 mg/100 g), 종자 에탄올 추출물 (83.7 mg/100 

g), 종자 메탄올 추출물 (52.6 mg/100 g), 잎 클롤로폼 추출물 (28.1 mg/100 g), 줄기

껍질 에탄올 추출물 (24.8 mg/100 g), 줄기껍질 메탄올 (23.2 mg/100 g), 줄기껍질 

클로로폼 (5.6 mg/100 g), 꽃 클로로폼 (2.9 mg/100 g) 순으로 낮게 나타났다.

- 총플라보노이드 함량은 모든 부위에서 물 추출물의 함량이 다른 용매와 비교하여 

높은 경향이었고, 꽃 물 추출물의 총플라보노이드 함량이 755.2 mg/100 g으로 가장 

높았고, 꽃 메탄올 추출물 (620.0 mg/100 g); 잎 물 추출물 (563.7 mg/100 g), 종자 

Cloned sequence Blast analysis

Cultivar

name

Contig
length
(bp)

GenBank

number

GenBank

number
Coverage

Identity

(%)
Description

Jangdae 935 KU820952 GQ458040 100 99

Pichia   

fermentans 

strain YH003 

Jinju 925 KU820954 GQ458040 100 99

Auxu 944 KU820951 GQ458040 100 99

Baekma 914 KU820949 GQ458040 100 99

Jeokbong 928 KU820953 GQ458040 99 98

C14 926 KU820950 GQ458040 100 9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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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 추출물 (331.1 mg/100 g), 줄기껍질 물 추출물 (299.3 mg/100 g), 종자 클로로폼 

추출물 (154.2 mg/100 g); 잎 메탄올 추출물 (126.7 mg/100 g); 꽃 에탄올 추출물 

(126.4 mg/100 g), 종자 에탄올 추출물 (98.9 mg/100 g), 줄기껍질 메탄올 추출물 

(70.2 mg/100 g); 잎 에탄올 추출물 (40.2 mg/100 g) 줄기껍질 에탄올 추출물 (38.0 

mg/100 g), 종자 메탄올 추출물 (17.5 mg/100 g), 꽃과 줄기껍질 클로로폼 추출물 

(8.7 mg/100 g), 잎 클로로폼추출물 (4.8 mg/100 g) 순으로 낮았다.

- 부위별로 메탄올, 물, 에탄올 클로로폼으로 추출하여 UPLC로 기능성 성분을 분석

한결과 (Table 39), 모든 부위에서 물 추출물의 유용 성분 함량이 높아 총페놀과 총

플라보노이드 성분과 유사한 경향이었다. 검출된 유용성분은 부위별로 잎 9개성분, 

꽃 5개성분, 종자 12개 성분이 검출되었다.    

Table 1.39 Phytochemical contents in various solvent in different part of kenaf by UPLC 

(mg/100 g)

No. Name of the compound Methanol Water Ethanol Chloroform

Leaf   (Methanol extract)
1 Chlorogenic   acid 2.6b 23.4a 0.4c 0.5c
2 Caffeic acid 7.9b 76.4a 1.3c -d
3 Kaempferol   glycoside 7.0b 59.2a 2.2c -d
4 Afzelin 5.9b 38.5a 1.9b -d
5 Isoquercitrin   2.5b 18.0a 0.8c -d
6 Kaempferitrin 29.6b 178.2a 10.0c 0.1d
7 Unknown -b -b 8.0a -b
8 Naringin -b -b 7.6a -b
9 Naringin isomer -b -b 5.1a -b

Stem bark
1 Gallic acid 1.5b 4.7a -c -c
2 p-Hydroxybenzoic   acid 1.0b 15.9a -c -c
3 Vanillin 2.1b 19.9a -c -c
4 Caffeic acid isomer 1.5a 18.9a -c -c
5 Caffeic acid 5.2a 51.3a -c -c
6 Kaempferol   glycoside 2.9b 10.0a 4.2b -c
7 Afzelin 4.9b 13.7a 4.5b -c
8 Isoquercitrin 2.8b 9.5a 1.1b -c
9 Kaempferitrin 17.5b 25.0a 24.1c -d

Flower

1 p-Hydroxybenzoic   acid 9.1b 36.0a -c -c
2 Anthocyanin   (520 nm) 14.8b 41.4a 1.5c -
3 Caffeic acid 5.2b 17.7a 3.5b -c
4 Unknown compound 3.8b 11.8a 2.5b -c
5 Myricetin glycoside 162.5a 142.5b 44.7c -d

Seed

1 Gallic acid 1.1b 6.7a 1.3b -c
2 p-Hydroxybenzoic   acid 3.0b 95.5a -c -c
3 syringic acid 0.8b 13.5a -c -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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zThe letters above each point indicate a significant difference at the 5% level (Duncan’s 

multiple range tests)  

       

(6) 케나프 품종 RNA sequencing 분석 

○ 분석방법

- Denovo RNA-sequencing을 이용한 전사체 발현 분석은 돌연변이 등록품종 (장대, 

백마, 적봉)과 원품종 (진주, C14) 해외유전자원 (홍마300)을 대상으로 수행하였다. 

  ○ 분석 결과    

- 분석에 사용된 샘플 정보는 Table 1.40에 나타냈으며, 6개 케나프 품종의 전사체 

분석을 통해서 gene expression level에서 54,443개의 알려진 유전자 (expressed 

genes)와 76,037개의 새로운 신규 유전자 (novel genes)의 발현을 확인하였다 (Table 

1.41). 

- 원품종과 돌연변이 품종간 유전자 발현양상으로 원품종인 진주와 돌연변이 품종인 

장대사이에서 각각 1461개, 1338개의 유전자가 과발현 되었으며, 이중 진주에만 발

현된 유전자가 610, 장대에만 발현된 유전자는 625개였다. 

- C14와 백마 품종 사이에는 C14 1,372개, 백마 1,174개 유전자가 과발현 되었으며, 

이 중 540개가 C14에서만 발현되었고, 510개 유전자는 백마에서만 발현되었다. 

- C14와 적봉간에는 각각 1,399개, 988개 유전자가 과발현 되었으며 이 중 C14에서 

464개, 적봉에서 988개 유전자가 단일 품종에서만 발현되었다. 

- 형태적 돌연변이 품종간인 백마와 적봉 사이에는 각각 1,206개, 1226개 유전자가 과

발현 되었으며, 이중 백마에만 발현된 유전자는 416개, 적봉에만 발현된 유전자 556

개였다. 

- 만생종 특성을 가진 진주와 홍마300간에는 각각 1,662개, 1598개 유전자가 과발현 

되었으며, 이 중 737개는 진주에서만, 883개는 홍마300에서만 발현된 유전자였다. 

- 장상엽 특성을 가지며, 개화시기의 차이를 나타내는 돌연변이 품종 장대와 중국유

전자원 홍마300간에는 각각 1,255개, 1454개의 유전자가 과발현 되었으며, 이중 548

개는 장대에서만 발현되고, 665개는 홍마300 품종에서만 발현되었다 (Table 1.42, 

Fig. 1.39).  

4 p-coumaric acid -b 26.7a -b -b
5 Vanillin 0.6b 44.3a -c -c
6 Tannic acid 1.3c -d 9.7b 14.0a
7 Tannic acid isomer 1.5c -d 7.7b 11.1a
8 Proanthocyanidin -c -c 8.0b 13.2a
9 Proanthocyanidin isomer -c -c 8.7b 12.4a
10 Unknown -b -b 5.1a 5.8a
11 Naringin -b -b 4.3a 6.5a
12 Naringin isomer -b -b 4.1a 6.7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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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1.40 The growth characteristics and origin of kenaf cultivars used for 

transcriptome and expression profiling analysis 

Cultivar
Blooming

period

Maturity

type

Flower

color

Stem

color

Leaf

shape
Type Origin

Jangdae
Aug. 22

(97 DAS*)

Mid-late

maturity
Ivory Green Palmate New cultivar Jinju

Jinju
Sep. 15

(120 DAS)

Late-

maturity
Ivory Green Entire Accession Korea

Jeokbong
Jul. 24

(70 DAS)

Early

maturity
Ivory

Dark

purple
Entire New cultivar C14

Baekma
Aug. 4

(80 DAS)

Early

maturity
White Green Entire New cultivar C14

C14
Jul. 24

(70 DAS)

Early

maturity
Ivory Green Palmate

Introduced 

cultivar
Italy

Hongma 

300

Oct. 15

(150 DAS)

Late 

maturity
Ivory Green Palmate

Introduced 

cultivar
China

*DAS: Day after sowing.

Table 1.41 Genes expression of keanf cultivars. 

Unigenes

Sum Known Novel

130,480 54,443 76,037

Gene (〉fpkm 1.0)

Cultivar name Expressed Known Novel Unexpressed

Jinju 93,262 45,220 48,042 19,429

Jeokbong 86,681 43,768 42,913 26,010

C14 87,160 44,082 43,078 25,531

Hongma300 84,809 43,431 41,378 27,882

Baekma 91,676 44,999 46,677 21,0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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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1.42 Distribution of up- and down-regulated DEGs among cultivars

Group 1 (G1) Group 2 (G2)
Genes

Sum Up (G2 only) Down (G1 only)

Jinju Jangdae 2,799 1,461 (610) 1,338 (625)

C14 Baekma 2,546 1,372 (540) 1,174 (510)

C14 Jeokbong 2,387 1,399 (464) 988 (540)

Baekma Jeokbong 2,432 1,206 (416) 1,226 (556)

Jinju Hongma300 3,260 1,662 (737) 1,598 (883)

Jangdae Hongma300 2,709 1,255 (548) 1,454 (665)

- 품종간 gene ontology 분석 결과는 Table 1.43과 같으며, 품종간의 Molecular 

function 은 22개 category로 나뉘었으며, 이중 주요 annotated contig는 binding과 

catalytic activity이며, biological process의 26개의 category 중에 cellular process, 

metabolic process, single-organism process가 주요 annotated contig였다. 품종간의 

cellular component의 23개의 category 중에 cell, cell part가 주요 annotated contig

로 나타났다 (Fig. 1.26). 

          

Table 1.43 Categories of three gene ontology classes in the up and down-regulated 

DEGs between cultivars.

Name DEG Go
Molecular

function

Biological

process

Celluar

component

Jinju and Jangdae 1936 1981 26/613 40/1121 17/247

C14 and Baekma 1793 1984 23/626 47/1111 6/245

C14 and Jeokbong 1655 1963 14/622 23/1091 5/250

Baekma and Jeokbong 1723 1921 13/595 23/1083 2/243

Jinju and Hongma300 2199 2165 29/705 28/1199 14/261

Jangdae and Hongma300 1882 1992 32/652 36/1116 3/2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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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1.26 Categories of three gene ontology classes in level 2 of the the up and 

down-regulated DEGs between cultivars.

(7) 케나프 신규 EST-SSR 마커 개발

○ 케나프 6개의 품종 장대, 진주, 백마, 적봉, C14, 홍마300의 RNA-sequencing을 통해 

상호 비교한 결과 6개의 품종 130,480 unigene에서 발견된 공통 SSR 5,619개를 발견

하였고, 이중 SSR 길이 차이를 보이는 것 515개의 케나프 EST 서열 중 반복 모티프

를 가지는 EST-서열을 선별하였다. 선별된 반복 모티프를 가진 EST-서열로부터 최

종 탐색된 EST 유래 SSR에 대하여 Primer3 프로그램을 이용하여 총 102개 쌍의 프

라이머를 디자인하였다(Fig. 1.27, Table 1.44).

○ 102개의 EST-SSR 프라이머쌍 중 45종의 케나프 식물에서 DNA 다형성을 검출하고 

유전적 다양성을 분석하는데 유용하게 사용될 수 있는 마커로써의 유용한지에 대해 

PCR 증폭을 실시하여 자동 전기영동 분석 장치 Caliper Labchip GX II를 통해 확인

한 결과 102개의 EST-SSR 프라이머 세트 중 67개의 프라이머에서 적어도 하나 이상

의 종에서 증폭된 산물의 다양성을 확인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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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1.44 Characteristics of 67 EST-SSR markers selected for identification of kenaf 

varieties

Marker Primer sequences (5'-3')
Repeat

Motif

PCR

Product(bp)

Allele

No

Primer1
CCGAAGCTCCTGCTTTTATC

(AG)6 151 3
GTCTCAGATGAAGCCACCAC

Primer4
GAAGAAACGGGTCATTCCTC

(GA)9 161 3
GTAGTCGTAGTCATCCTCTGCTC

Primer5
GTGATATCCGAGCACCTTTG

(GA)8 121 2
GCGATGATATCAGAACCTCGTC

Primer6
GGTTTTCGGCTCTTGGTT

(GA)8 128 3
CTGGACAATTGCGAGAAGAG

Primer7
GCTGAGCAGAGGAGTAGAAGAA

(TA)6 168 2
TTCAGCTCAAGCAGTATCCC

Primer8
ATCCTAGTGGATCCCTGAACTC

(TA)6 165 2
GACGATGAGGAGCAGAAAGA

Primer9
GCTGCCATGCTCATGATT

(TC)9 170 2
AGCTCACCCTCCACTTCTCTAT

Primer10
ACAGCTTTGACTGTCGTCACTG

(TG)9 150 2
AAGTATCTTGTGGGCTGTGG

Primer11
GCCTTCGGAGTAAATGGGT

(AAG)5 170 7
CACCCAAACATTCTCTCTGG

Primer12
GTTGGTCGTAAAAGCCGAG

(ACG)4 169 2
AACCCCGTCTTTAACCTCAG

Primer13
GAAACGAAGGGTAGAGTACGGT

(AGC)7 126 3
GCAGTGTAAACAAACAGCCC

Primer14
AGATTGATCTCGTCACCCCT

(ATA)5 119 2
CCAAACTGGATCGTAATCCG

Primer15
CAGAAAAGTAGCGGGATGAG

(ATA)6 157 2
CCACTCGACATTAAACCCAC

Primer19
TACTGGATGAAGGAGTAGCAGC

(ATG)5 163 2
CTTGATAGGCATCCCTTACCC

Primer21
CCATATAGTTTGGGGGAAGG

(ATT)4 167 2
CAGTGAGAAGTGAGTGGCTACA

Primer23
AGCCTGTGCTGAAAGCTAGA

(CAC)4 167 3
GGAGGGAGCATAAGTGAGTTTG

Primer28
GATGGTTTCTCCCAACAACC

(CCG)4 155 2
CAACGACATCGTCGTCTTC

Primer29
GTCGTCATCATCGTCCAATC

(CCT)4 156 4
AGATCTCTCTTCACAGTGTCCC

Primer30
CAGTCTGCATCGTCCAATC

(CCT)4 155 3
AGATCTCTCTTCACAGTGTCCC

Primer31
GCCTTCAGAGAATAGATGTGGG

(CCT)4 167 3
CAGTTCATCGACTTGGCTTG

Primer32
CTAACACGTCCGGCAACA

(CGC)4 154 3
GGAGTTCAAGAGGACGTAGTTG

Primer33
CCTCAAGCTCCTCGTAATACAC

(CGG)4 149 2
GGGTACCAGTGAAGAGAACAAG

Primer34
GTACTTGACGTAGGAAAGGCAG

(CGT)6 170 3
TTATACGACTCCCCACGGA

Primer35
GTTCCTATGAAGAATCCGGC

(CTC)8 152 2
ACTTTGAGAGGTTGCAAGGG

Primer36
GTAATCGTTGTTGGCGTTGG

(CTC)8 156 7
GTCAAACACAAGCTCCAGTCC

Primer41
CCCTCTACCTCTAGGATGATTCTC

(CTT)5 170 2
ACTAGGTTTCTCTTCAGCGGC

Primer42
GTTCCTTGAGAGAAAGGAGAGG

(CTT)9 168 3
GTGTTAGTGAGGAGAAGCAAGG

Primer43 GGTAAACTGTTGAAGCGGGT (GAA)10 159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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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CAGAGCATTTCAACCAG

Primer44
CCCCTTTTGATCTCTTGC

(GAA)8 164 2
AGGAGGGAGAGAGAGCTTCA

Primer46
GGCTGCCCTTGCTAATAAGT

(GAA)4 127 2
ACTCGCTTCTTCATGCTCC

Primer47
GGTGGTTTAAACGAGCACC

(GAC)5 151 3
GTCTCCCCATTGTTCCTGA

Primer48
CATCCCGTCTAACACTACATCC

(GAC)5 126 2
GCACCGAGTATATCCTTCCAC

Primer50
GGAGTCGTATAATGGGGTGA

(GAG)4 139 3
CTCCCTCTCGAAAATACGTAGC

Primer51
GGTATGGCAGACGAGATGTT

(GAG)4 170 2
GTGTTAGTAGGCACTGGTGAAG

Primer52
GCTCCTGCACTGTTTGTTGT

(GAT)6 168 2
CTAGGCTTATGTGTGGACCG

Primer53
GGAGTGTCTTGTAATAGCCCAC

(GAT)5 159 4
CTCCAACCTCCCATTGTTC

Primer54
GATCCGAAGGTAAATGGGTC

(GAT)6 158 2
CAGACACCTTTAGCCCCAC

Primer55
AATCCAGGGAAGCAGCTC

(GAT)9 149 4
GCATATCTCTGAAGTGTCTCCG

Primer58
CACTAAGAGCCCAGAAAGAAGC

(GCA)6 168 2
GAGACTCTTGTGGAGTTTCTGC

Primer59
GTAGTCACCGCCGTCACAATAG

(GCG)5 163 2
CTATTCTGGCTCTCCCAACA

Primer60
CGGCTGTTACTCCATCAAAG

(GCG)6 158 3
GGTCGTCTTACAATGGTTCC

Primer62
ATTCAGAAACCGATGCCC

(GCT)6 146 3
GGAATGTCACTGGTCCGAG

Primer63
AGCTCCGGGGATAAGTTAAG

(GGC)4 152 3
GCCTTCTCTCCTTGACCAGTA

Primer64
GGCACAATAGAAGAGGCAGACT

(GGC)4 147 3
CTTCGAATTTCAGCGTCG

Primer65
GAGATGTTTGATGCTCCAGG

(GGC)6 168 2
TCACGAAACCAAAGCAGC

Primer66
CACAGTTTCACGAGGCTAACTC

(GGT)5 165 8
GAGAAGAGCTTCCAACCAGG

Primer67
GTACACAAAGTGCAACCTCTCC

(GGT)6 166 2
TTCTCCCCTAATTCCTCACC

Primer68
CGTTCAACATCTCCAGAACC

(GTG)5 139 2
GAGTACGAGTTCAGCTGTAGCA

Primer71
GGTGATCAGCTCGAGTCC

(TCT)5 165 3
AAATCCACCTCATCTCCAGC

Primer73
CTCCTCAATCTAAGCCGTCC

(TCT)5 133 3
ACGATCACGACTTGCTCTTC

Primer76
TTCACTTCAGCAGACTTCCC

(TCT)7 167 3
GATGCTCCTGGGTTGTTAGA

Primer78
GCTTGGCTTCAACTCATCTC

(TGA)14 170 4
CGGCGGCTTTTATAAGGA

Primer79
GGAGTGTCTTGTAATAGCCCAC

(TGC)5 159 6
CTCCAACCTCCCATTGTTC

Primer80
GAAACCGTGTTGGTCTTGTC

(TGC)4 156 3
AAAGGCCCGATCCAAATC

Primer81
GACCACCTCGAGAATAAGCA

(TGC)4 169 2
CTCCCAGGTAACGTCGAAT

Primer82
CTCTGGAGAAGCTAAGGAGTGA

(TGG)6 158 2
CCATGTTCTCAAACCCTTCC

Primer83
ACAGCGTGTGGAGGTTCATA

(TGG)6 167 2
AGCAGCCACCGTCTAAAAG

Primer85
GGCAGGATATTCGACGGT

(TGT)6 122 3
GGAGATGGTTCTCCTGTTAAG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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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rimer86
CAAGGCTTAGGTCGTAGGTATC

(TGT)5 124 4
AAGAGAAGCCAAGATCAGCC

Primer87
CCATGGTCATATTGCTCTCC

(TTA)4 121 7
TGTACTACTCTCTCTCTGCTCTCC

Primer88
CCAGGAATCTATTGTCGGG

(TTC)6 138 2
CAATAATTCAGCCCTCCCTC

Primer92
CGGGTCTTACGTTCCCTAGTA

(TTG)4 158 3
CCAGCTCCATTGATCTTTCC

Primer95
GGATCGAAACAACCCAGTC

(AATA)4 170 3
TCAACCAAACCCAACTCC

Primer97
ATCGCAGGATCTCTCCAAG

(GTGA)4 166 2
GATGGATTACTTCCCCTAGGAC

Primer100
CTCTCTTCTCCTCAAACACCC

(CTTTT)4 163 4
GGGTAAGAAAAGGGCAGACA

Primer101
CTCATCCTCTGCACTTCCAT

(TCGTG)4 147 2
GGCAATTGCATCGTCAAG

Primer102
GTCTTGGGAGTGGCTTTTGT

(TGGTT)4 155 2
CTCATCATTTACCTCCGAC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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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1.27 Caliper Labchip GX II of PCR amplification for 67 EST-SSR markers in 45 

kenaf varieties.

○ 45개 accessions에 대해 67개의 EST-SSR를 분석한 결과, 총 190개 대립유전자가 탐

색되었으며, 각각의 EST-SSR 마커에서 대립유전자의 수는 2∼8개, 평균 2.87개로 나

타났다. 마커 별 유전적 다양성은 0.08에서 0.82의 범위로 나타났고, 평균 0.43 수준 

이였다. 이형접합 기대치 및 각 마커의 유용성을 나타내는 다형성 정보

(polymorphism information content. PIC)의 값은 각각 0∼0.62 및 0.08∼0.79 (Primer 

58과 Primer 87) 범위로 조사되었고, 평균은 각각 0.06 및 0.36 이였다(Table 1.45). 

Table 1.45 Repeat motifs, no of alleles, and PIC of 67 EST-SSR markers selected for 

genetic characterization of 45 kenaf varieties

  Marker Allele.
Frquency

Geno
typeNo

No. of 
obs. AlleleNo Availability Gene

Diversity
Heterozy
-gosity PIC

Primer1 0.51 4.00 45.00 3.00 1.00 0.52 0.40 0.41 

Primer4 0.58 3.00 45.00 3.00 1.00 0.52 0.09 0.42 
Primer5 0.81 3.00 45.00 2.00 1.00 0.31 0.07 0.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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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rimer6 0.60 3.00 45.00 3.00 1.00 0.52 0.00 0.44 
Primer7 0.73 2.00 45.00 2.00 1.00 0.39 0.00 0.31 

Primer8 0.64 3.00 45.00 2.00 1.00 0.46 0.09 0.35 
Primer9 0.71 2.00 45.00 2.00 1.00 0.41 0.00 0.33 

Primer10 0.70 2.00 20.00 2.00 0.44 0.42 0.00 0.33 
Primer11 0.40 8.00 45.00 7.00 1.00 0.76 0.07 0.73 

Primer12 0.84 2.00 45.00 2.00 1.00 0.26 0.00 0.23 
Primer13 0.62 4.00 45.00 3.00 1.00 0.48 0.62 0.37 

Primer14 0.75 2.00 44.00 2.00 0.98 0.38 0.00 0.30 
Primer15 0.75 2.00 44.00 2.00 0.98 0.38 0.00 0.30 

Primer19 0.91 3.00 45.00 2.00 1.00 0.16 0.04 0.15 
Primer21 0.73 2.00 44.00 2.00 0.98 0.40 0.00 0.32 

Primer23 0.67 3.00 45.00 3.00 1.00 0.50 0.00 0.44 
Primer28 0.67 3.00 44.00 2.00 0.98 0.44 0.02 0.34 

Primer29 0.40 4.00 45.00 4.00 1.00 0.67 0.00 0.61 
Primer30 0.68 3.00 44.00 3.00 0.98 0.48 0.00 0.44 

Primer31 0.89 3.00 45.00 3.00 1.00 0.20 0.00 0.19 
Primer32 0.70 3.00 45.00 3.00 1.00 0.43 0.02 0.34 

Primer33 0.91 2.00 45.00 2.00 1.00 0.16 0.00 0.15 
Primer34 0.58 3.00 45.00 3.00 1.00 0.54 0.00 0.45 

Primer35 0.73 2.00 45.00 2.00 1.00 0.39 0.00 0.31 
Primer36 0.37 12.00 41.00 7.00 0.91 0.78 0.34 0.75 

Primer41 0.89 2.00 38.00 2.00 0.84 0.19 0.00 0.17 
Primer42 0.42 5.00 45.00 3.00 1.00 0.65 0.18 0.57 

Primer43 0.88 3.00 45.00 2.00 1.00 0.21 0.07 0.19 
Primer44 0.76 3.00 45.00 2.00 1.00 0.37 0.04 0.30 

Primer46 0.76 2.00 45.00 2.00 1.00 0.37 0.00 0.30 
Primer47 0.91 3.00 45.00 3.00 1.00 0.17 0.00 0.16 

Primer48 0.63 3.00 45.00 2.00 1.00 0.46 0.02 0.36 
Primer50 0.76 5.00 45.00 3.00 1.00 0.40 0.09 0.36 

Primer51 0.84 2.00 45.00 2.00 1.00 0.26 0.00 0.23 
Primer52 0.80 2.00 45.00 2.00 1.00 0.32 0.00 0.27 

Primer53 0.44 5.00 45.00 4.00 1.00 0.69 0.04 0.63 
Primer54 0.91 2.00 44.00 2.00 0.98 0.17 0.00 0.15 

Primer55 0.56 6.00 45.00 4.00 1.00 0.60 0.31 0.54 
Primer58 0.96 2.00 45.00 2.00 1.00 0.08 0.00 0.08 

Primer59 0.84 2.00 45.00 2.00 1.00 0.26 0.00 0.23 
Primer60 0.73 3.00 45.00 3.00 1.00 0.41 0.00 0.36 

Primer62 0.46 4.00 45.00 3.00 1.00 0.63 0.47 0.55 
Primer63 0.72 4.00 45.00 3.00 1.00 0.41 0.02 0.34 

Primer64 0.71 3.00 45.00 3.00 1.00 0.45 0.00 0.41 
Primer65 0.78 3.00 45.00 2.00 1.00 0.35 0.36 0.29 

Primer66 0.44 8.00 45.00 8.00 1.00 0.71 0.00 0.67 
Primer67 0.62 2.00 45.00 2.00 1.00 0.47 0.00 0.36 

Primer68 0.69 2.00 39.00 2.00 0.87 0.43 0.00 0.34 
Primer71 0.58 3.00 45.00 3.00 1.00 0.52 0.00 0.42 

Primer73 0.64 3.00 45.00 3.00 1.00 0.49 0.00 0.40 
Primer76 0.89 3.00 44.00 3.00 0.98 0.21 0.00 0.19 

Primer78 0.67 6.00 45.00 4.00 1.00 0.50 0.04 0.46 
Primer79 0.49 7.00 45.00 6.00 1.00 0.69 0.04 0.66 

Primer80 0.58 3.00 45.00 3.00 1.00 0.51 0.00 0.40 
Primer81 0.76 2.00 45.00 2.00 1.00 0.37 0.00 0.30 

Primer82 0.76 2.00 45.00 2.00 1.00 0.37 0.00 0.30 
Primer83 0.82 3.00 45.00 2.00 1.00 0.29 0.04 0.25 

Primer85 0.44 3.00 45.00 3.00 1.00 0.65 0.00 0.57 
Primer86 0.58 4.00 45.00 4.00 1.00 0.52 0.00 0.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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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규 개발한 67개의 케나프 EST-SSR 마커의 품종감별 유용성에 대한 평가 및 45 

accessions 사이의 유전적 다양성을 연구하기 위해서 Power marker와 MEGA6 

software를 사용하여 UPGMA tree를 작성하였다. 케나프 45개 accessions 간의 유전

적 유사도를 확인한 결과 3개의 그룹 조생종, 중만생종, 만생종으로 구분 되는 것을 

확인하였다.

○ 67개의 EST-SSR 마커에 의한 dendrogram을 작성한 결과 3개의 그룹으로 구분이 

되었다. 제 Ⅰ그룹에서는 중만생종 품종들이 그룹화 되었는데“진주”와 “장대”가 

같은 그룹으로 형성된 것은 원품종인 “진주”에 방사선 육종 기술을 통해 육성한 

“장대”가 유전적으로도 유사도가 높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고, 제 Ⅱ그룹에서는 

조생종 품종들로 그룹화 되었는데 원품종인 "C14"에서 나온 “백마”와 “적봉”이 

서로 유전적 유사도가 높이 나타났으며, 제 Ⅲ그룹에서는 “홍마300”을 포함한 만

생종 품종들이 유전적 유사도가 높이 그룹을 형성한 것을 확인하였다. 이 결과 67개

의 EST-SSR 마커를 통해 45개의 케나프 accessions간 Ⅰ, Ⅱ, Ⅲ 그룹으로 각각 확연

하게 구분되는 것을 확인하였으며, 육종품종인 "장대”, “적봉”과“백마”가 원품

종인 "진주”와"C14”와 정확하게 구분되고 파생되는 것을 dendrogram을 통해 확인 

할 수 있었다. 따라서 신규 개발된 67개의 EST-SSR 마커는 케나프 품종감별에 직접

적으로 활용 할 수 있을 것으로 생각되며, 또한 이를 통해 개발된 EST-SSR 마커는 

케나프의 유전자지도 작성 (mapping), 형태적 특성과 연관된 마커의 개발 및 분자육

종 분야에 유용한 정보로 활용 될 것으로 기대된다 (Fig. 1.28).

Primer87 0.31 8.00 45.00 7.00 1.00 0.82 0.02 0.79 
Primer88 0.74 3.00 45.00 2.00 1.00 0.38 0.07 0.31 

Primer92 0.62 3.00 45.00 3.00 1.00 0.54 0.00 0.48 
Primer95 0.61 4.00 45.00 3.00 1.00 0.48 0.04 0.38 

Primer97 0.71 3.00 45.00 2.00 1.00 0.41 0.04 0.33 
Primer100 0.82 5.00 45.00 4.00 1.00 0.30 0.09 0.27 

Primer101 0.84 3.00 45.00 2.00 1.00 0.26 0.04 0.23 
Primer102 0.70 3.00 44.00 2.00 0.98 0.42 0.05 0.33 

Mean 0.69 3.40 44.26 2.87 0.98 0.42 0.06 0.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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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1.28. Phylogenetic tree and population structure based on genotypes of 70 EST-SSR 

markers, origin, and days to flowering (DTF) information of 45 kenaf accessions in this 

study. 

   

(8) 케나프 기능성 물질 생합성 관련 유전자 연구 

○ 안토시아닌 생합성 관련 유전자 발현의 변화

- 케나프는 인도와 아프리카에서 오랜기간 약용으로 활용하였으며, 특히 잎에는 다량

의 플라보노이드 (flavonoid)계의 물질을 함유하고 있다. 그 중 캠페리트린 

(Kaemperitrin)은 잎에 다량으로 존재한다. 이러한 플라보노이드 화합물은 강한 항

산화 활성, 항염효과, 항당뇨효과, 항균 및 주름억제효과 등이 연구되었다. 

- 안토시아닌 (anthocyanin)은 식용 작물에 널리 분포되어 있는 폴리페놀 계열 중의 

하나로 색이 진한 보라색, 적색, 청색을 띠는 색소 성분이다. 안토시아닌은 뛰어난 

항산화 활성을 갖고 있을 뿐만 아니라, 항바이러스, 항염증, 항암 등에 효과가 있다

고 보고되어 있다. 안토시아닌의 일종인 델피니딘 (delphinidin)은 무궁화속 

(Hibiscus) 식물에 보고된 대표적인 안토시아닌으로 블루베리, 체리, 적포도, 적자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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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자, 적자색 양배추 등에도 함유되어 있으며, 산화방지제로 사용되고 있다. 또한, 

델피니딘은 관절염, DNA 손상보호, 당뇨병, 항염증에 우수한 효과가 보고되어 있

다. 특히 개발 품종 중 적봉은 적보라색 잎과 줄기 색을 나타내어 다량의 안토시아

닌이 함유되어 있다.

- 케나프의 등록품종의 특이 형질 중 기능성 물질 생산에 관여하는 변이 유전자를 

탐색하기 위해 개발된 3개 품종 (장대, 백마, 적봉)과 원품종 (진주, C14), 국내 채종

이 불가능한 해외유전자원 (홍마300)을 대상으로 RNA-Seq을 이용한 전사체 발현 

분석을 실시하고 케나프의 주요 기능성 물질인 캠페리트린과 안토시아닌 함량을 분

석하였다.  

- 캠페리트린 함량은 적봉>홍마300≥ C14≥ 백마 > 진주≥장대 순으로 진주에서 최

저값인 18.3 mg/g 적봉에서 최대 값인 28.7 mg/g을 나타내었다 (Fig. 1.29 A). 

- 안토시아닌 분석결과, 적봉에서 4개의 안토시아닌 (delphinidin-3-O-β-D-galactoside, 

delphinidin-3-O-β-D-glucoside, unknow compound and cyanidin-3-glucoside)가 검출되었으며, 

적봉 잎에 안토시아닌 함량은 15.23 mg/100 g이었다. 적봉의 원품종인 C14에서도 동일한 4개

의 안토시아닌이 검출되었는데 함량은 3.07 mg/100 g이다. 장대, 백마, 홍마300은 안토시아닌

이 검출되지 않았다 (Fig. 1.29 B).  

- RNA-Seq 결과, 현재 플라보노이드와 안토시아닌의 주요 생합성 경로로 밝혀져 있

는 페닐프로파노이드 경로에 관련된 총 208개 candidate genes이 확인되었다 (Fig. 

1.30). 이 중 안토시아닌 생합성 경로에서 적봉잎에 과발현 되는 유전자는 9개 

unigenes (Table 1.46)이 확인되었다.  

- 캠페리트린 성분 함량과 유전자 발현량 (FBKM)간에 상관관계를 분석한 결과, 6개 

유전자(CHS, F3H, FLS, GSTF12, 3GGT, OMT)에서 유의성 (p ≤ 0.05)이 인정되었다. 

이 중 CHS, FLS, GSTF12 유전자는 정의 상관, F3H, OMT 부의 상관관계를 나타내

었다. 안토시아닌 함량과 유전자 발현량간에는 5개 유전자(CHS, CHI, GSTF12, 

UFGT, 3GGT)에서 정의 상관관계 인정되었다. 유의성은 CHS, CHI 유전자는 P≤0.05 

수준이고, GSTF12, UFGT, 3GGT는 P≤0.01 수준에 높은 유의성을 나타내었다 

(Table 1.47). 

- 플라보노이드의 수송기전 (flavonoid transport)에는 세포 내에서 일어나는 소포체 

매개 수송과 세포막 및 소기관 표면 단백질에 의한 막 수송체 매개 수송이 있다. 

이와 관련된 후보 유전자로 ATP-binding cassette (ABC) transporter 372 unigenes, 

Multidrug and toxic compound extrusion (MATE) 11 unigenes, H+-ATPases 18 

unigenes, H+-PPases 24 unigenes, Glutathione S-transferase (GST) 81 unigenes, 

Vacuolar sorting receptor (VSR) 16 unigenes, attachment protein receptors 

(SNARE) 28 unigenes이 확인되었다 (Table 1.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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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플라보노이드 생합성 및 수송기전에 관련된 유전자의 전사 조절 부위 DNA에 특이

적으로 결합하여 그 유전자의 전사를 활성화시키거나 억제하는 전사 조절 단백질인 

RNA 중합효소의 활성을 제어함으로써 유전자 전사를 조절하는 전사인자 

(transcription factors)는 총 69개 subclass, 2175개 unigenes이 확인되었으며, bHLH 

(354 unigenes), WRKY (253 unigenes), MYB (153 unigenes), RNA polymereaseⅡ 

(142 unigenes), GATA (126 unigenes)가 케나프 잎의 주요 플라보노이드 생합성 및 

수송기전에 전사인자였다 (Table 1.49).   

        

 Fig. 29. Kaemperitrin and anthocyanin content in kenaf leaf. a The letters on top 

each point indicate significantly different at the 5% level (Duncan’s multiple 

range tests). A:  Kaemperitrin content (mg/g), B: Anthocyanin content (mg/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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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1.30 A schematic representation of the flavonoid biosynthetic pathway emphasizing 

the anthocyanins and flavonols found in kenaf leaf transcriptome.

Table 1.46 Contigs related to anthocyanin among the DEGs between Jeokbong and other 

cultivars

Gene
Id

Gene
name

Length
(bp)

Description

TBIU082373 CHS1 2077 Chalcone synthase 1

TBIU010368 CHI 482 Chalcone--flavonone isomerase

TBIU012225 DFR 1478 Dihydroflavonol-4-reductase

TBIU012226 DFR 1713 Dihydroflavonol-4-reductase

TBIU034973 ANS 476 Leucoanthocyanidin dioxygenase

TBIU042429 GSTF12 2714 Glutathione S-transferase F12

TBIU007120 ALL12 265 Isoflavone reductase-like protein

TBIU015477 UFGT 276 Anthocyanidin 3-O-glucosyltransferase   2

TBIU091312 3GGT 2452 Anthocyanidin 3-O-glucoside 2''-O-glucosyltransferas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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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1.47 Correlation coefficients between gene expression level (FBKM) and the 

chemical contents for kenaf leaf

a*: p ≤ 0.05, **: p ≤ 0.01,
  

Table 1.48 The number of cadidate genes involved in flavonoid transport in the kenaf 

leaf transcriptome

Family
Number of   annotated 

sequences

ATP-binding cassette (ABC)   transporter 372
Glutathione S-transferase (GST) 81

Soluble N-ethylmaleimide-sensitive   factor
attachment protein receptors (SNARE)

28

H+-PPases 24
H+-ATPases(V-ATPases) 18
Vacuolar sorting receptor (VSR) 16
Multidrug and toxic compound   extrusion (MATE) 11

Trait p-valuea R2

Kaemperitrin and CHS * 0.870
Kaemperitrin and F3H * -0.854
Kaemperitrin and FLS * 0.850
Kaemperitrin and GSTF12 * 0.837
Kaemperitrin and 3GGT * 0.835
Kaemperitrin and OMT * -0.883
Del3-O-β-D-gal and CHS * 0.878
Del3-O-β-D-gul and CHS * 0.879
Unknow compound and CHS * 0.881
C3G and CHS * 0.878
Del3-O-β-D-gal and CHI * 0.840
Del3-O-β-D-gul and CHI * 0.847
Unknow compound and CHI * 0.864
C3G and CHI * 0.841
Del3-O-β-D-gal and GSTF12 ** 0.976
Del3-O-β-D-gul and GSTF12 ** 0.980
Unknow and GSTF12 ** 0.988
C3G and GSTF12 ** 0.977
Del3-O-β-D-gal and UFGT ** 0.969
Del3-O-β-D-gul and UFGT ** 0.972
Unknow compound and UFGT ** 0.977
C3G and UFGT ** 0.969
Del3-O-β-D-gal and 3GGT ** 0.974
Del3-O-β-D-gul and 3GGT ** 0.978
Unknow   compound and 3GGT ** 0.986
C3G and   3GGT ** 0.97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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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1.49 The number of transcription factors involved in flavonoid biosynthetic and  

transport in the kenaf leaf transcriptome

   

○ 카르테노이드 생합성 관련 유전자 발현의 변화

- 기존에 알려진 안토시아닌 합성 관련 8개 유전자 (CCD, CCD1, NCED1, NCED3, 

NCED5, PSY, PSY1) 중 적색줄기 변이체인 적봉품종에서 3개 유전자 (NCED3, PSY, 

PSY1) 유전자의 발현이 타 품종에 비해 유의적으로 높았으며, NCED 유전자의 경우 

적봉 품종에서만 발현되지 않았다 (Table 1.50).

Family
Number of   

annotated squences
Family

Number of   annotated 
squences

bHLH 354 LHW 13
WRKY 253 SHINE 12
MYB 153 BOA 11
RNA polymereaseⅡ 142 CPC 11
GATA 126 GLABRA 11
nuclear TF 90 GTL 11
TCP 77 HBI 10
trihelix 74 DPB 9
ERF 71 BEE 8
RAP 56 PTL 8
AP2 53 WIN 8
B3 49 PRE 7
E2F 34 SPATULA 7
VRN 34 IIIB 6
GTE 31 PCL 6
DIVARICATA 30 scarecrow 6
ASIL 27 Speechless 5
VOZ 26 VIP 5
CRF 23 WRI 5
TGA 23 BTF 4
MYC 22 GRAS 4
NAC 22 HY5 4
BIM 21 NAM 3
general 21 ORG 3
PIF 20 Pur-alpha 3
RAX 20 MUTE 2
UNE 20 TINY 2
MADS-box 18 bZIP 1
RF 17 ccaat-binding 1
ILR 16 IBH 1
HSF 15 RAV 1
HBP 13 UPBEAT 1
ICE 13 WER 1
KAN 13 others 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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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1.50 Gene related to carotenoid among the kenaf cultivars  

-: not expression

○ 엽형 관련 유전자 발현의 변화

- 기존에 알려진 엽형 관련 유전자 8개 중 장상엽 품종인 장대와 홍마300 품종에서 

BAM 유전자의 발현이 완전엽 품종에 비해 높은 것으로 확인되었다 (Table 51). 

Table 1.51 Gene related to leaf shape among the kenaf cultivars

Gene name Description

ALE2 Receptor like serine/threonine-protein kinase
At1g03010 BTB/POZ domain-containing protein
BAM3 Beta-amylase 3, chloroplastic 
JAG Zinc finger protein
PIN1 Auxin efflux carrier component 1
PPD1 PsbP domain-containing protein 1, chloroplastic

RHM1
Trifunctional UDP-glucose 4,6-dehydratase/UDP-4-keto-6-deoxy 

-D-glucose 3,5-epimerase/UDP-4-keto-L-rhamnose-reductase

Gene name Description

CCD Carotenoid 9,10(9',10')cleavage dioxygenase

CCD1 Carotenoid 9,10(9',10')cleavage dioxygenase

CCD4 Probable carotenoid cleavage dioxygenase 4, chloroplastic

NCED1 9-cis-epoxycarotenoid dioxygenase NCED1, chloroplastic

NCED3 9-cis-epoxycarotenoid dioxygenase NCED3, chloroplastic

NCED5 Probable 9-cis-epoxycarotenoid dioxygenase NCED5, chloroplastic

PSY Phytoene synthase, chloroplastic

PSY1 Phytoene synthase, chloroplastic

Expression level (FPKM)

Gene name Jinju
Jeokbon

g
C14

Jangda

e

Hongma30

0
Baekma

CCD 0.070 0.240 - 0.120 0.740 0.520

CCD1 0.570 0.990 0.550 0.170 0.710 0.390

CCD4 6.900 10.090 10.720 10.010 13.240 12.610

NCED1 - 0.760 0.270 - 0.530 0.480

NCED3 - 1.780 - - - 0.770

NCED5 0.280 - 0.410 0.410 1.970 0.360

PSY 22.370 84.400 16.540 36.850 31.760 22.690

PSY1 0.190 94.790 0.960 0.480 - 0.800



- 121 -

-: not expression

(9) 케나프 유전자원 육성 및 유전자지도 구축

○ 형태학적 특성 분석

- 2015년에 RNA sequencing을 통해 개발된 신규 EST-SSR 마커를 활용한 유전자지도 

구축을 위한 유전자원 육성은 농촌진흥청 유전자원센터에서 분양받은 13개 조생품

종 (C9, C10, C11, C12, C13, C14, C15, C16, C17, C18, C19, C20, C22), C14에 감마

선을 조사하여 육성한 적색줄기 변이 품종 (적봉) 및 계통 (RS1, RS2), 흰꽃변이 품

종 (백마) 및 계통 (WFM1-2), 국내채종이 가능한 고바이오매스 중만생 품종 장대와 

장대의 원품종 진주, 방글라데시황마협회에서 분양받은 9개 만생품종 (ACC4111, 

ACC4139, ACC4153, ACC4985, ACC5072, ACC5014, ACC4443, and ACC4751), 중국에

서 수입한 2개만생 품종 (홍마300, 홍마74-3), 미국에서 수입한 만생품종 

(Everglades41)을 포함한 총 32개 유전자원을 포장에 증식하여 형태학적 특성 분석, 

EST-SSR 및 genomic SSR마커 분석, 기능성성분 함량분석의 재료로 사용하였다. 

 - 형태학적 특성으로 엽형은 11개 품종이 완전엽, 나머지 21개 품종은 장상엽 형태

임. 엽색은 적봉만 보라색이고, 타 품종은 모두 녹색이며, 가지색과 줄기색은 녹색, 

갈색, 보라색으로 다양함. 잎맥, 배축, 화관의 색은 보라색과 녹색으로 구분됨. 화피

색은 18개 품종이 아이보리색, 2개 품종은 백색, 12개 품종은 미개화 (Table 1.52; 

Fig. 1.31).

Table 1.52 The origin and morphological characteristics of kenaf cultivars used in this 

study  

UBP15 Ubiquitin carboxyl-terminal hydrolase 15

Expression level (FPKM)

Gene name Jinju Jeokbong C14 Jangdae Hongma300 Baekma

ALE2 - 9.040 12.420 - 10.110 13.670

At1g03010 1.240 0.120 0.500 - 0.290 1.000

BAM3 8.890 12.910 15.050 29.180 19.560 12.820

JAG 1.660 - 1.050 - - 1.930

PIN1 3.020 0.160 1.390 0.450 0.960 2.360

PPD1 174.350 260.400 200.290 285.830 294.070 189.720

RHM1 35.010 15.860 43.730 8.300 19.670 36.510

UBP15 1.730 0.760 0.800 - 0.610 0.600

Name Origin
Source 

(cultivar or 
accession number)

개화기 엽형 엽색 가지색 잎맥색 배축색 줄기색 화관색 화피색

C-9 Russia RDA* (202789) Early Palmate Green Green Green Purple Brown Green Ivo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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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DA: Rural development administration, **MBC: Mutation breeding cultivar *** Korea 
seed and verity service grant numbers, -:****non-flowering, 

C-10 India RDA (202790) Early Palmate Green Green Green Purple Brown Green Ivory

C-11 Iran RDA (202791) Early Entire Green Brown Green Purple Brown Green Ivory

C-12 Italy RDA (202792) Early Palmate Green Brown Green Purple Brown Green Ivory

C-13 Russia RDA (202793) Early Palmate Green Brown Green Purple Brown Green Ivory

C-14 Italy RDA (202794) Early Palmate Green Brown Green Purple Brown Green Ivory

C-15 Africa RDA (202795) Early Palmate Green Green Green Purple Brown Green Ivory

C-16 China RDA (202796) Early Palmate Green Green Green Purple Brown Green Ivory

C-17 China RDA (202797) Early Palmate Green Green Green Purple Brown Green Ivory

C-18 China RDA (202798) Early Palmate Green Brown Green Purple Brown Green Ivory

C-19 India RDA (202799) Early Palmate Green Brown Green Purple Brown Green Ivory

C-20 India RDA (202800) Early Palmate Green Brown Green Purple Brown Green Ivory

C-22 Russia RDA (202802) Early Palmate Green Brown Green Purple Brown Green Ivory

C14-RS1 C14 Mutation breeding Early Entire Green Purple Purple Purple Puple Purple Ivory

C14-RS2 C14 Mutation breeding Early Palmate Green Purple Purple Purple Puple Purple Ivory

Jeokbong C14
Mutation breeding 

(No.5286***)
Early Entire Purple Purple Purple Purple Puple Purple Ivory

Baekma C14
Mutation breeding 

(No.5285***)
Early Entire Green Green Green Green Green Green White

WFM1-2 C14 Mutation breeding Early Entire Green Brown Green Purple Brown Green White

Jangdae Jinju
Mutation breeding 

(No.4560***) 
Mid-late Palmate Green Green Green Green Green Green Ivory

Jinju Unknown Accession Mid-late Entire Green Green Green Green Green Green Ivory

Hongma300 China Cultivar (Import) Late Palmate Green Brown Green Green Brown -**** Ivory

Hongma74-3 China Cultivar (Import) Late Palmate Green Green Green Green Green - Ivory

Everglades41 USA Cultivar (Import) Late Palmate Green Brown Green Green Brown - Ivory

ACC3748 Unknown 방글라데시황마협회 Late Entire Green Brown Green Green Brown - Ivory

ACC4111 Unknown 방글라데시황마협회 Late Entire Green Brown Green Green Brown - Ivory

ACC4153 Unknown 방글라데시황마협회 Late Entire Green Brown Green Green Brown - Ivory

ACC4139 Unknown 방글라데시황마협회 Late Palmate Green Brown Green Green Brown - Ivory

ACC4443 Unknown 방글라데시황마협회 Late Palmate Green Purple Purple Purple Purple - Ivory

ACC4751 Unknown 방글라데시황마협회 Late Entire Green Brown Green Green Brown - Ivory

ACC4985 Unknown 방글라데시황마협회 Late Palmate Green Green Green Green Green - Ivory

ACC5014 Unknown 방글라데시황마협회 Late Palmate Green Green Green Green Green - Ivory

ACC5072 Unknown 방글라데시황마협회 Late Entire Green Green Green Green Green - Ivo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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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1.31 Morphological characteristics of kenaf cultivars. A: Entire leaf, B: palmate 

leaf, C: Green-purple leaf color(Jeokbong), D: Ivory flower, E: White flower, F: purple 

branch, G: Brown branch, H: Green branch, I: Green hypocotyl, J: purple hypocotyl, 

K: Green stem, L: Brown stem, M: Purple stem.       

○ 유전적 다양성 분석  

- 개발된 70개 EST-SSR 마커와 NCBI에 등록되어 있는 10개 케나프 genomic SSR 마

커를 32개 유전자원을 대상으로 유전적 다양성을 분석함. 80개 SSR 마커로 분석한 

결과, 유전좌위(loci)는 2~8개 사이로 총 246개 유전좌위가 검출되어 프라이머별 평

균 유전좌위는 3.11개였다. 이 중 225개 유전좌위가 다형성(polymorphic loci)을 나

타내어 91.5%의 다형성 비율을 나타내었고 프라이머별 다형성 유전좌위는 2.85개였

다. Fraction of polymorphic marker 계수는 최저 0.4에서 최고 1.0 사이로 프라이머

당 평균 0.93을 나타내었다. 유전적다양도지수 (gene diversity; GD)는 최저 0.12에서 

최고 0.83 사이로 평균 0.43을 나타내었고, polymorphism information content (PIC)

는 최저 0.11, 최고 0.79, 평균 0.37을 나타내었다. Shannon's Information index (SI)

는 0.22~0.66 사이로 평균 0.46을 나타내었다. GD와 PIC 계수는 개발된 EST-marker 

중 RBRC_Hc_ES_59 마커에서 최대값을 나타내었고, RBRC_Hc_ES_88 primer에서 최

소값을 나타내었다. SI 계수  RBRC_Hc_ES_08에서  최대값을 나타내었다. GD, PIC, 

SI 값이 높은 프라이머는 개체 또는 품종간 분별 및 분류에 활용이 가능함 (Table 

1.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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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1.53 Characteristics of SSR markers for the identification of kenaf gemplasms 

Marker Genbank 
ID Primer   sequences (5'-3') NLa NPLb FPMc GDd PICe SIf

HCM30 DQ068360
F CTAGTTTTTGCAGAGGCCAAGT

7 7 1.00 0.80 0.77 0.46
R AGAAGAATTGTTGGCCATGTCT

HCM31 DQ068361
F ACTAGTTTTTGCAGAGGCCAAG

3 2 0.67 0.73 0.68 0.39
R GATTACTCATTTGGCCATGTCTC

HCM32 DQ068362
F TTACTACCGTTTGAGCGGAGA

5 3 0.60 0.23 0.22 0.22
R CGAATGCCAAGAAAGTTTCAG

HCM34 DQ068364
F GAGGCACTTCAGTGTCGTAGC

7 6 0.86 0.53 0.50 0.22
R CCAATAGGCAGGTTTTTCCTC

HCM36 DQ068366
F TGCCCATTTTTGAGTTTTCAC

5 2 0.40 0.73 0.68 0.32
R TCCTCGAGAAAAAGGATTGTG

HCM43 DQ068373
F ACTAGTTTTTGCAGAGGCCAAG

3 2 0.67 0.63 0.56 0.48
R GAGTGTTGTGCATGAAAGGAAA

HCM44 DQ068374
F CACTCCAATCACCATTCACG

5 3 0.60 0.60 0.56 0.47
R CTGATCGAATCCAACCCCTA

HCM46 DQ068376
F CAGTAGCGGACCGTTATTTGA

4 2 0.50 0.48 0.44 0.25
R TTACAGCCTTGGGACTTCAGA

HCM47 DQ068377
F GAATGCAACATTTTTAAATGCAA

4 2 0.50 0.44 0.39 0.45
R GTCTACAAAAGCCAAAGCATACC

RBRC_Hc_ES_1 KU896377
F CCGAAGCTCCTGCTTTTATC

3 3 1.00 0.56 0.50 0.47
R GTCTCAGATGAAGCCACCAC

RBRC_Hc_ES_4 KU896380
F GAAGAAACGGGTCATTCCTC

3 2 0.67 0.53 0.42 0.65
R GTAGTCGTAGTCATCCTCTGCTC

RBRC_Hc_ES_5 KU896381
F GTGATATCCGAGCACCTTTG

2 2 1.00 0.50 0.37 0.58
R GCGATGATATCAGAACCTCGTC

RBRC_Hc_ES_6 KU896382
F GGTTTTCGGCTCTTGGTT

3 3 1.00 0.36 0.29 0.48
R CTGGACAATTGCGAGAAGAG

RBRC_Hc_ES_7 KU896383
F GCTGAGCAGAGGAGTAGAAGAA

2 2 1.00 0.58 0.49 0.60
R TTCAGCTCAAGCAGTATCCC

RBRC_Hc_ES_8 KU896384
F ATCCTAGTGGATCCCTGAACTC

2 2 1.00 0.43 0.34 0.66
R GACGATGAGGAGCAGAAAGA

RBRC_Hc_ES_9 KU896385
F GCTGCCATGCTCATGATT

2 2 1.00 0.48 0.37 0.63
R AGCTCACCCTCCACTTCTCTAT

RBRC_Hc_ES_10 KU896386
F ACAGCTTTGACTGTCGTCACTG

2 2 1.00 0.45 0.35 0.41
R AAGTATCTTGTGGGCTGTGG

RBRC_Hc_ES_11 KU896387
F GCCTTCGGAGTAAATGGGT

7 7 1.00 0.32 0.27 0.27
R CACCCAAACATTCTCTCTGG

RBRC_Hc_ES_12 KU896388
F GTTGGTCGTAAAAGCCGAG

2 2 1.00 0.74 0.72 0.35
R AACCCCGTCTTTAACCTCAG

RBRC_Hc_ES_13 KU896389
F GAAACGAAGGGTAGAGTACGGT

3 3 1.00 0.17 0.16 0.44
R GCAGTGTAAACAAACAGCCC

RBRC_Hc_ES_14 KU896390
F AGATTGATCTCGTCACCCCT

2 2 1.00 0.49 0.38 0.55
R CCAAACTGGATCGTAATCCG

RBRC_Hc_ES_15 KU896391
F CAGAAAAGTAGCGGGATGAG

2 2 1.00 0.41 0.33 0.54
R CCACTCGACATTAAACCCAC

RBRC_Hc_ES_19 KU896395
F TACTGGATGAAGGAGTAGCAGC

2 2 1.00 0.38 0.31 0.36
R CTTGATAGGCATCCCTTACCC

RBRC_Hc_ES_21 KU896397
F CCATATAGTTTGGGGGAAGG

2 2 1.00 0.19 0.18 0.61
R CAGTGAGAAGTGAGTGGCTACA

RBRC_Hc_ES_23 KU896399
F AGCCTGTGCTGAAAGCTAGA

3 3 1.00 0.46 0.35 0.38
R GGAGGGAGCATAAGTGAGTTTG

RBRC_Hc_ES_24 KU896400
F CCGACAAGAACAAGTCCA

3 3 1.00 0.42 0.35 0.41
R CAACCCGTGTGCATTGAG

RBRC_Hc_ES_28 KU896404
F GATGGTTTCTCCCAACAACC

2 2 1.00 0.52 0.41 0.62
R CAACGACATCGTCGTCTTC

RBRC_Hc_ES_29 KU896405
F GTCGTCATCATCGTCCAATC

4 4 1.00 0.47 0.36 0.39
R AGATCTCTCTTCACAGTGTCCC

RBRC_Hc_ES_30 KU896406
F CAGTCTGCATCGTCCAATC

3 3 1.00 0.66 0.61 0.33
R AGATCTCTCTTCACAGTGTCCC

RBRC_Hc_ES_31 KU896407
F GCCTTCAGAGAATAGATGTGGG

3 2 0.67 0.33 0.30 0.49
R CAGTTCATCGACTTGGCTTG

RBRC_Hc_ES_32 KU896408
F CTAACACGTCCGGCAACA

3 2 0.67 0.22 0.19 0.62
R GGAGTTCAAGAGGACGTAGTT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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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BRC_Hc_ES_33 KU896409
F CCTCAAGCTCCTCGTAATACAC

2 2 1.00 0.47 0.36 0.49
R GGGTACCAGTGAAGAGAACAAG

RBRC_Hc_ES_34 KU896410
F GTACTTGACGTAGGAAAGGCAG

3 3 1.00 0.22 0.19 0.42
R TTATACGACTCCCCACGGA

RBRC_Hc_ES_35 KU896411
F GTTCCTATGAAGAATCCGGC

2 2 1.00 0.52 0.45 0.56
R ACTTTGAGAGGTTGCAAGGG

RBRC_Hc_ES_36 KU896412
F GTAATCGTTGTTGGCGTTGG

7 7 1.00 0.40 0.32 0.31
R GTCAAACACAAGCTCCAGTCC

RBRC_Hc_ES_41 KU896417
F CCCTCTACCTCTAGGATGATTCTC

2 2 1.00 0.79 0.76 0.43
R ACTAGGTTTCTCTTCAGCGGC

RBRC_Hc_ES_42 KU896418
F GTTCCTTGAGAGAAAGGAGAGG

3 3 1.00 0.20 0.18 0.55
R GTGTTAGTGAGGAGAAGCAAGG

RBRC_Hc_ES_43 KU896419
F GGTAAACTGTTGAAGCGGGT

2 2 1.00 0.65 0.58 0.42
R GCAGAGCATTTCAACCAG

RBRC_Hc_ES_44 KU896420
F CCCCTTTTGATCTCTTGC

2 2 1.00 0.26 0.23 0.52
R AGGAGGGAGAGAGAGCTTCA

RBRC_Hc_ES_46 KU896422
F GGCTGCCCTTGCTAATAAGT

2 2 1.00 0.38 0.30 0.59
R ACTCGCTTCTTCATGCTCC

RBRC_Hc_ES_47 KU896423
F GGTGGTTTAAACGAGCACC

3 3 1.00 0.43 0.34 0.27
R GTCTCCCCATTGTTCCTGA

RBRC_Hc_ES_48 KU896424
F CATCCCGTCTAACACTACATCC

2 2 1.00 0.17 0.17 0.66
R GCACCGAGTATATCCTTCCAC

RBRC_Hc_ES_50 KU896426
F GGAGTCGTATAATGGGGTGA

3 3 1.00 0.50 0.37 0.44
R CTCCCTCTCGAAAATACGTAGC

RBRC_Hc_ES_51 KU896427
F GGTATGGCAGACGAGATGTT

2 2 1.00 0.44 0.40 0.39
R GTGTTAGTAGGCACTGGTGAAG

RBRC_Hc_ES_52 KU896428
F GCTCCTGCACTGTTTGTTGT

2 2 1.00 0.22 0.19 0.45
R CTAGGCTTATGTGTGGACCG

RBRC_Hc_ES_53 KU896429
F GGAGTGTCTTGTAATAGCCCAC

4 4 1.00 0.30 0.26 0.39
R CTCCAACCTCCCATTGTTC

RBRC_Hc_ES_54 KU896430
F GATCCGAAGGTAAATGGGTC

2 2 1.00 0.64 0.60 0.40
R CAGACACCTTTAGCCCCAC

RBRC_Hc_ES_55 KU896431
F AATCCAGGGAAGCAGCTC

4 4 1.00 0.22 0.20 0.39
R GCATATCTCTGAAGTGTCTCCG

RBRC_Hc_ES_58 KU896434
F CACTAAGAGCCCAGAAAGAAGC

2 2 1.00 0.61 0.55 0.27
R GAGACTCTTGTGGAGTTTCTGC

RBRC_Hc_ES_59 KU896435
F GTAGTCACCGCCGTCACAATAG

2 2 1.00 0.12 0.11 0.44
R CTATTCTGGCTCTCCCAACA

RBRC_Hc_ES_60 KU896436
F CGGCTGTTACTCCATCAAAG

3 3 1.00 0.22 0.19 0.44
R GGTCGTCTTACAATGGTTCC

RBRC_Hc_ES_62 KU896438
F ATTCAGAAACCGATGCCC

3 3 1.00 0.49 0.41 0.59
R GGAATGTCACTGGTCCGAG

RBRC_Hc_ES_63 KU896439
F AGCTCCGGGGATAAGTTAAG

3 3 1.00 0.61 0.53 0.42
R GCCTTCTCTCCTTGACCAGTA

RBRC_Hc_ES_64 KU896440
F GGCACAATAGAAGAGGCAGACT

3 3 1.00 0.48 0.39 0.43
R CTTCGAATTTCAGCGTCG

RBRC_Hc_ES_65 KU896441
F GAGATGTTTGATGCTCCAGG

2 2 1.00 0.39 0.33 0.46
R TCACGAAACCAAAGCAGC

RBRC_Hc_ES_66 KU896442
F CACAGTTTCACGAGGCTAACTC

8 8 1.00 0.28 0.24 0.22
R GAGAAGAGCTTCCAACCAGG

RBRC_Hc_ES_67 KU896443
F GTACACAAAGTGCAACCTCTCC

2 2 1.00 0.73 0.69 0.60
R TTCTCCCCTAATTCCTCACC

RBRC_Hc_ES_68 KU896444
F CGTTCAACATCTCCAGAACC

2 2 1.00 0.43 0.34 0.61
R GAGTACGAGTTCAGCTGTAGCA

RBRC_Hc_ES_69 KU896445
F AACGTCGGCTGCAACTTT

2 2 1.00 0.48 0.36 0.51
R GGGCTTGAAAGTGTCGAGAA

RBRC_Hc_ES_71 KU896447
F GGTGATCAGCTCGAGTCC

3 3 1.00 0.50 0.37 0.46
R AAATCCACCTCATCTCCAGC

RBRC_Hc_ES_73 KU896449
F CTCCTCAATCTAAGCCGTCC

3 2 0.67 0.53 0.44 0.66
R ACGATCACGACTTGCTCTTC

RBRC_Hc_ES_76 KU896452
F TTCACTTCAGCAGACTTCCC

3 3 1.00 0.48 0.37 0.38
R GATGCTCCTGGGTTGTTAGA

RBRC_Hc_ES_78 KU896454
F GCTTGGCTTCAACTCATCTC

4 4 1.00 0.28 0.25 0.37
R CGGCGGCTTTTATAAGGA

RBRC_Hc_ES_79 KU896455
F GGAGTGTCTTGTAATAGCCCAC

6 6 1.00 0.57 0.52 0.30
R CTCCAACCTCCCATTGTTC

RBRC_Hc_ES_80 KU896456
F GAAACCGTGTTGGTCTTGTC

3 2 0.67 0.69 0.66 0.63
R AAAGGCCCGATCCAAAT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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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NL: Number of loci, bNPL: Number of polymorphic loci, cFPM: Fraction of polymorphic 

marker, dGD: Gene diversity, ePIC: Polymorphic information content, fSI: Shannon's 

information index.

 

- EST-SSR마커와 genomic SSR 마커로 분석한 결과를 평균연결법 (average linkage 

method)으로 군집분석을 실시한 결과 32개 유전자원은 유전적 유사도 0.255에서 크게 

조생종 (Jeokbong, Baekma, RS1, RS2, WFM1-2, C9, C10, C11, C12, C13, C15, C16, 

C17, C18, C19, C20, C22), 중만생종 (Jangdae, Jinju) 만생종 (ACC4111, ACC4139, 

ACC4153, ACC4985, ACC5072, ACC5014, ACC4443, ACC4751, Everglades41, 

Hongma74-3, Hongma300)으로 분류됨.  

- 유전적 유사도 0.460에서 5개 소그룹으로 분류되었다. 그룹Ⅰ은 농촌진흥청에서 분

양받은 12개 해외 유전자원 (C9, C10, C11, C12, C13, C15, C16, C17, C18, C19, 

C20, C22)과 2개 감마선 유래 적색줄기 육성 계통 (RS1, RS2), 1개 흰꽃 육성계통이 

유집되었다. 그룹Ⅱ에는 감마선 조사유래 적색줄기 품종 적봉과 흰꽃변이 품종 백

마 그리고 백마와 적봉의 원품종 C14가 유집되었다. 그룹Ⅲ에는 중국에서 도입한 

만생품종 (홍마300, 홍마74-3)이 유집되었으며, 그룹Ⅳ에는 방글라데시황마협회에서 

분양받은 9개 유전자원 (ACC4111, ACC4139, ACC4153, ACC4985, ACC5072, 

ACC5014, ACC4443, and ACC4751)과 미국에서 도입한 품종 (Everglades41)이 유집

되었다. 그룹Ⅴ에는 중만생 품종 장대와 장대의 원품종 진주가 유집되었다 (Fig. 

1.32).  

RBRC_Hc_ES_81 KU896457
F GACCACCTCGAGAATAAGCA

2 2 1.00 0.50 0.37 0.53
R CTCCCAGGTAACGTCGAAT

RBRC_Hc_ES_82 KU896458
F CTCTGGAGAAGCTAAGGAGTGA

2 2 1.00 0.40 0.32 0.54
R CCATGTTCTCAAACCCTTCC

RBRC_Hc_ES_83 KU896459
F ACAGCGTGTGGAGGTTCATA

2 2 1.00 0.40 0.32 0.51
R AGCAGCCACCGTCTAAAAG

RBRC_Hc_ES_85 KU896461
F GGCAGGATATTCGACGGT

3 3 1.00 0.36 0.29 0.49
R GGAGATGGTTCTCCTGTTAAGG

RBRC_Hc_ES_86 KU896462
F CAAGGCTTAGGTCGTAGGTATC

4 3 0.75 0.62 0.54 0.45
R AAGAGAAGCCAAGATCAGCC

RBRC_Hc_ES_87 KU896463
F CCATGGTCATATTGCTCTCC

7 7 1.00 0.52 0.41 0.28
R TGTACTACTCTCTCTCTGCTCTCC

RBRC_Hc_ES_88 KU896464
F CCAGGAATCTATTGTCGGG

2 2 1.00 0.83 0.81 0.56
R CAATAATTCAGCCCTCCCTC

RBRC_Hc_ES_90 KU896466
F GCTGTTTCTTAACAGGAGCAGG

4 4 1.00 0.40 0.32 0.35
R GGTGTAGCTCAGGCTGTTGTA

RBRC_Hc_ES_92 KU896468
F CGGGTCTTACGTTCCCTAGTA

3 3 1.00 0.33 0.31 0.48
R CCAGCTCCATTGATCTTTCC

RBRC_Hc_ES_95 KU896471
F GGATCGAAACAACCCAGTC

3 2 0.67 0.59 0.52 0.60
R TCAACCAAACCCAACTCC

RBRC_Hc_ES_97 KU896473
F ATCGCAGGATCTCTCCAAG

2 2 1.00 0.50 0.39 0.59
R GATGGATTACTTCCCCTAGGAC

RBRC_Hc_ES_100 KU896476
F CTCTCTTCTCCTCAAACACCC

4 4 1.00 0.46 0.35 0.34
R GGGTAAGAAAAGGGCAGACA

RBRC_Hc_ES_101 KU896477
F CTCATCCTCTGCACTTCCAT

2 2 1.00 0.38 0.33 0.46
R GGCAATTGCATCGTCAAG

RBRC_Hc_ES_102 KU896478
F GTCTTGGGAGTGGCTTTTGT

2 2 1.00 0.28 0.24 0.58
R CTCATCATTTACCTCCGACG

Mean 3.11 2.85 0.93 0.46 0.39 0.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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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1.32 Dendrogram illustrating genetic relationships among kenaf cultivar generated 

by cluster analysis with average linkage method.

○ 케나프 잎의 기능성 성분 분석

- EST-SSR 마커를 활용한 케나프의 유전자지도 구축을 위해 케나프 잎의 주요 기능

성 성분으로 알려진 플라보노이드 (Kaempferitrin, afzelin)를 분석하였고, 보라색 잎

으로 변이된 돌연변이 품종 적봉을 대상으로 안토시아닌 함량을 분석하였다. 

- 32개 유전자원의 플라보노이드 함량을 분석한 결과 (Table 1.54), kaempferitrin 함

량은 97.8 mg/100-1에서 306.1 mg/100g-1 사이로 32개 유전자원 평균 165.2 

mg/100g-1을 나타내었다. 품종별 kaempferitrin 함량은 C22 품종에서 최고값을 C9 

품종에서 최저값을 나타내었다. Afzelin 함량은 최저 15.3 mg/100g-1 (C9품종)에서 

55.6 mg/100g-1 (ACC3748 품종) 사이로 평균 31.4 mg/100g-1를 나타내었다. 총폴리페

놀 함량은 kaempferitrin과 유사한 경향으로 C22 품종에서 766.8 mg/100g-1으로 최

고값을 나타내었고, C9 품종에서 최저값을 나타내었다 (317.0 mg/100g-1).  

- 잎에 함유된 안토시아닌을 UPLC로 분석한 결과 적봉에서만 1개의 안토시아닌 피크

가 검출되었고 31개 품종에서는 안토시아닌이 검출되지 않았다. 적봉에 함유된 안토

시아닌은 Delphinidin-3-O-β-D-galactoside, Delphinidin-3-O-β-D-glucoside, 

Cyanidin-3-glucoside, Delphinidin chloride와 비교해본 결과 Delphinidin-3-O-β

-D-galactoside와 일치하였다. 그러나 보다 정확한 분석을 위해서는 추후 LC-MS/M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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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는 NMR 분석이 요구된다. 적봉에 함유된 Delphinidin-3-O-β-D-galactoside 함량은 

건조중량 대비 101.0 mg/100g-1 함유되어 있었다.  

Table 1.54 Flavonoid and total polyphenol content of leaf in keanf 

aThe letters above each point indicate a significant difference at the 5% level 

(Duncan’s multiple range tests) and values in each column represent the mean ± 

standard deviation (n=3).

    

○ Marker trait associations mapping 분석

- 케나프 품종육성을 위한 목적 형질 선발에 이용하고자 32개 유전자원의 형태적 특

성, 기능성 성분함량과 EST-SSR마커와 genomic SSR 마커간에 Marker trait 

associations 분석을 Q GLM과 Q+K MLM 방법으로 실시한 결과 (Table 1.55), 11개 

No. Lines Kaemperitrin Afzelin
Total polyphenol   

content

1 C-9 97.8±1.7t 15.3±1.2m 317.0±18.8l
2 C-10 152.1±2.5l 23.1±1.5h 451.6±28.1e
3 C-11 136.4±2.0p 21.1±1.7h 387.9±20.5i
4 C-12 180.9±0.9i 35.8±2.8e 531.9±22.2d
5 C-13 140.6±1.8o 25.1±2.0h 411.2±19.3h
6 C-14 146.0±2.5m 23.2±1.4h 409.4±21.2h
7 C-15 127.3±0.9q 24.1±1.9h 387.7±13.5i
8 C-16 112.4±0.8r 17.3±1.3k 332.0±16.3k
9 C-17 100.6±0.1t 18.1±1.4j 330.3±13.0k
10 C-18 123.8±1.3q 20.0±1.5i 376.1±18.3j
11 C-19 150.8±1.2l 22.3±1.4 410.8±19.7h
12 C-20 106.2±0.5s 16.8±1.3l 318.8±13.3l
13 C-22 306.1±1.1a 50.7±4.5b 766.8±47.9a
14 C14-RS1 98.7±3.0t 18.9±1.9j 364.8±16.8j
15 C14-RS2 113.4±0.6r 22.2±1.6h 280.4±8.3m
16 Jeokbong 139.1±5.3o 17.1±2.0k 371.8±9.5j
17 Baekma 146.2±2.9m 38.8±2.7e 364.2±1.0j
18 WFM1-2 194.6±2.6h 38.9±3.5e 441.3±4.8f
19 Jangdae 145.1±4.0m 44.3±2.7c 504.5±11.4d
20 Jinju 191.0±2.8h 39.0±2.5e 546.5±11.1d
21 Hongma300 146.6±2.4m 40.6±2.9d 444.2±8.5f
22 Hongma74-3 174.7±3.4j 18.9±1.7j 492.3±8.8d
23 Everglades41 182.1±2.3i 55.2±3.3a 729.5±8.1a
24 ACC3748 241.4±0.5d 55.6±5.1a 672.2±25.7b
25 ACC4111 263.9±2.8b 32.5±2.6g 694.8±15.6a
26 ACC4153 217.5±0.0f 44.2±3.3c 517.4±7.3d
27 ACC4139 164.2±0.0k 35.9±2.9e 571.5±19.2c
28 ACC4443 165.7±0.5k 44.5±3.9c 482.5±1.8d
29 ACC4751 229.0±0.5e 31.7±2.0g 571.0±3.6c
30 ACC4985 142.1±0.3n 45.6±4.7c 421.0±1.1g
31 ACC5014 246.7±4.9c 35.0±3.0e 647.2±8.2b
32 ACC5072 202.8±4.0g 34.4±1.6f 707.1±17.5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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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질과 15개 EST-SSR마커간에 유의성이 있었으며, 10개 genomic SSR마커에서는 유

의적 연관이 검출되지 않았다. 

- 안토시아닌 함량과 관련된 엽색은 4개 마커 (RBRC_Hc_ES_11, RBRC_Hc_ES_23, 

RBRC_Hc_ES_65, and RBRC_Hc_ES_73)에서 유의적 연관이 있으며, RBRC_Hc_ES_73 마커에

서 가장 낮은 P-value 값 (P = 2.34E 204, R2 = 0.974)을 나타내었다. 

- 화색은 3개 마커 (RBRC_Hc_ES_08, RBRC_Hc_ES_62, RBRC_Hc_ES_64)에서 유의성

을 나타내었고, RBRC_Hc_ES_64 마커의 QMLM 분석 P-value (P = 1.36E-07, 

R2=0.206)가 가장 낮게 나타났다. 

- 각 유전자원의 기원과는 RBRC_Hc_ES_28, RBRC_Hc_ES_71, RBRC_Hc_ES_79 마커에서 

유의성이 있었으며, RBRC_Hc_ES_71 마커의 Q+K MLM 분석 P-value (P = 0.006, 

R2=0.316)가 가장 낮았다. 엽맥의 색은 RBRC_Hc_ES_01 마커와 RBRC_Hc_ES_47 마커에

서 유의성이 인정되었다.

- 줄기색은 RBRC_Hc_ES_32 마커와 RBRC_Hc_ES_73 마커와 높은 유의성을 나타내었

고,  RBRC_Hc_ES_32 마커에서 낮은 P-value (P = 0.001, R2=0.166; Q MLM) 값을 

나타내었다. RBRC_Hc_ES_50와 RBRC_Hc_ES_73 마커는 각각 배축색과 화관색과 유

의성이 인정되었다 

- 기능성 성분과 연관성은 afzelin 함량과 RBRC_Hc_ES_50 마커에서 유의성이 있었으

며, 총폴리페놀 함량과는 RBRC_Hc_ES_06 마커와 유의적 연관이 있었다. 본 연구 

결과 선발된 15개 EST-SSR마커는 추후 케나프 육종에 유전자원 선발에 활용이 기

대된다. 

Table 1.55 Association analyses between SSR markers and morphological characteristics, 

origin, and chemical content of the kenaf germplasm

Marker Trait
Q GML

P-value
R2 Q+K MLM

P-value
R2

RBRC_Hc_ES_01 Vein color * 0.266 * 0.248
RBRC_Hc_ES_06 Total polyphenol * 0.123 * 0.131
RBRC_Hc_ES_08 Petal color *** 0.142 * 0.363
RBRC_Hc_ES_11 Leaf color *** 0.303 * 0.247
RBRC_Hc_ES_23 Leaf color * 0.203 * 0.231
RBRC_Hc_ES_28 Origin ** 0.199 * 0.364
RBRC_Hc_ES_32 Stem color * 0.166 * 0.187
RBRC_Hc_ES_47 Vein color * 0.258 * 0.233
RBRC_Hc_ES_50 Hypocotyl color * 0.041 * 0.235
RBRC_Hc_ES_50 Afzelin ** 0.159 * 0.160
RBRC_Hc_ES_62 Petal color *** 0.14 * 0.309
RBRC_Hc_ES_64 Petal color *** 0.206 * 0.246
RBRC_Hc_ES_65 Leaf color *** 0.973 ** 0.999
RBRC_Hc_ES_71 Leaf shape ** 0.235 * 0.18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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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0.005,  **P≤0.01, *P≤0.05. 

 

(10) Hibiscus genus내의 gene transferability 분석을 통한 신규 산업소재용 자원 발굴

○ 국내기후 적응성 평가

- 무궁화속은 전세계 온대와 아열대 등 다양한 기후에 서식하며, 꽃이 아름다워 관상

가치가 높고, 잎과 꽃은 약용으로 사용되는 식물이 많다. 국내에 재배되는 주요 무

궁화속 식물은 무궁화, 수박풀, 부용, 케나프 등이 있다.

- 본 연구팀은 2015년 미국 농무성 유전자원센터 (USDA-ARS National Plant 

Germplasm System)에서 무궁화속 13개종, 136 계통을 분양받아 2년간 국내 적응성 

평가를 실시한 결과 (Table 56), 국내기후에서 발아가 가능한 88 계통(Hibiscus 

sabdariffa, 50 계통, Hibiscus acetosella 18 계통, Hibiscus calyphyllus, Hibiscus 

nigricaulis, Hibiscus physaloides 각각 2계통,  Hibiscus engleri, Hibiscus ponticus, 

Hibiscus radiatus, Hibiscus mechowii, Hibiscus trionum, Hibiscus surattensis, 

Hibiscus striatus, Hibiscus spp. 각각  1계통, Hibiscus laevis 3계통) 중 6계통은 발아

이후 고사되어 생장이 불가능 하였다 (Fig. 1.33, Fig. 1.34, Fig. 1.35). 

- 무궁화속 유전자원 중 1년차 (2016년)에는 42계통에서 채종이 가능하였으나, 2년차 

(2017년)에는 10 계통만이 개화하여 채종됨. 추후 국내 기후에서 안정적으로 무궁화

속 유전자원을 재배하려면 파종시기, 토양관리 등 재배법 확립 연구가 선행되어야 

할 것으로 판단된다.   

Table 1.56 The origin and growth characteristics of genus Hibiscus accessions

　No. ID Origen Species
발아가능

여부

초장

(cm)
1 PI 500707 Zambia Hibiscus acetosella 가능 215.7 
2 PI 500730 Zambia Hibiscus acetosella 가능 203.3 

3 PI 500744 Zambia Hibiscus acetosella 가능 246.0 
4 PI 500749 Zambia Hibiscus acetosella 가능 215.7 

5 PI 500755 Zambia Hibiscus acetosella 가능 224.7 
6 PI 500756 Zambia Hibiscus acetosella 가능 212.7 

7 PI 500758 Zambia Hibiscus acetosella 가능 231.7 
8 PI 500761 Zambia Hibiscus acetosella 가능 214.0 

9 PI 500764 Zambia Hibiscus acetosella 가능 190.0 
10 PI 500765 Zambia Hibiscus acetosella 가능 203.5 

11 PI 500766 Zambia Hibiscus acetosella 가능 200.0 

RBRC_Hc_ES_71 Origin * 0.111 ** 0.316
RBRC_Hc_ES_73 Leaf color *** 0.974 *** 0.999
RBRC_Hc_ES_73 Corolla color *** 0.172 * 0.289
RBRC_Hc_ES_73 Stem color * 0.219 * 0.248
RBRC_Hc_ES_79 Origin * 0.079 * 0.16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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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 PI 500777 Zambia Hibiscus acetosella 가능 254.3 

13 PI 500778 Zambia Hibiscus acetosella 가능 203.7 
14 PI 500794 Zambia Hibiscus acetosella 가능 215.0 

15 PI 500801 Zambia Hibiscus acetosella 가능 244.7 
16 PI 500804 Zambia Hibiscus acetosella 가능 195.7 

17 PI 500805 Zambia Hibiscus acetosella 가능 252.0 
18 PI 591552 Zambia Hibiscus acetosella 가능 197.3 

19 PI 364895 South Africa Hibiscus calyphyllus 가능 생육불가
20 PI 364897 South Africa Hibiscus calyphyllus 가능 생육불가

21 PI 500702 Zambia Hibiscus cannabinus 가능 141.3 
22 PI 500771 Zambia Hibiscus cannabinus 가능 165.0 

23 W6 48351 U.S.A Hibiscus denudatus 불가 -
24 PI 364899 South Africa Hibiscus dongolensis 가능 생육불가

25 PI 364900 South Africa Hibiscus dongolensis 불가 -
26 PI 196179 Zimbabwe Hibiscus engleri 가능 162.0 

27 PI 364901 South Africa Hibiscus engleri 불가 -
28 PI 364902 South Africa Hibiscus engleri 불가 -

29 PI 355907 U.S.A Hibiscus laevis 가능 188.0 
30 PI 643083 U.S.A Hibiscus laevis 가능 170.0 

31 PI 643084 U.S.A Hibiscus laevis 가능  86.7 
32 PI 323935 U.S.A Hibiscus lasiocarpos 가능 생육불가

33 PI 533008 Uganda Hibiscus ludwigii 불가 -
34 PI 364905 South Africa Hibiscus  lunariifolius 불가 -

35 PI 369345 Uganda Hibiscus  lunariifolius 가능 생육불가
36 PI 196178 Zambia Hibiscus mastersianus 불가 -

37 PI 405508 Tanzania Hibiscus mastersianus 불가 -
38 PI 405509 Tanzania Hibiscus mastersianus 불가 -

39 PI 500704 Zambia Hibiscus mechowii 불가 -
40 PI 500708 Zambia Hibiscus mechowii 불가 -

41 PI 500722 Zambia Hibiscus mechowii 불가 -
42 PI 500773 Zambia Hibiscus mechowii 불가 -

43 PI 500775 Zambia Hibiscus mechowii 불가 -
44 PI 500776 Zambia Hibiscus mechowii 불가 -

45 PI 500782 Zambia Hibiscus mechowii 불가 -
46 PI 500790 Zambia Hibiscus mechowii 불가 -

47 PI 500795 Zambia Hibiscus mechowii 불가 -
48 PI 500797 Zambia Hibiscus mechowii 불가 -

49 PI 500798 Zambia Hibiscus mechowii 불가 -
50 PI 500800 Zambia Hibiscus mechowii 불가 -

51 PI 500802 Zambia Hibiscus mechowii 불가 -
52 PI 591550 Zambia Hibiscus mechowii 가능 76.0 

53 PI 316935 Japan Hibiscus mutabilis 불가 -
54 PI 358782 Nigeria Hibiscus mutabilis 불가 -

55 PI 196180 Zambia Hibiscus nigricaulis 가능 178.5 
56 PI 500700 Zambia Hibiscus nigricaulis 가능 182.0 

57 PI 500703 Zambia Hibiscus nigricaulis 가능 생육불가
58 PI 500712 Zambia Hibiscus nigricaulis 불가 -

59 PI 500753 Zambia Hibiscus nigricaulis 불가 -
60 PI 500754 Zambia Hibiscus nigricaulis 불가 -

61 PI 500759 Zambia Hibiscus nigricaulis 불가 -
62 PI 500768 Zambia Hibiscus nigricaulis 불가 -

63 PI 500770 Zambia Hibiscus nigricaulis 불가 -
64 PI 500779 Zambia Hibiscus nigricaulis 불가 -

65 PI 500783 Zambia Hibiscus nigricaulis 불가 -
66 PI 500785 Zambia Hibiscus nigricaulis 불가 -

67 PI 500791 Zambia Hibiscus nigricaulis 불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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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8 PI 500792 Zambia Hibiscus nigricaulis 불가 -

69 PI 500796 Zambia Hibiscus nigricaulis 불가 -
70 PI 364903 South Africa Hibiscus pedunculatus 불가 -

71 PI 364904 South Africa Hibiscus physaloides 가능 218.3 
72 PI 533007 Uganda Hibiscus physaloides 가능 125.0 

73 PI 643460 Georgia Hibiscus ponticus 가능 241.3 
74 PI 406855 Honduras Hibiscus radiatus 가능 206.7 

75 PI 180026 India Hibiscus sabdariffa 가능 177.3 
76 PI 207920 Cuba Hibiscus sabdariffa 가능 231.7 

77 PI 256038 Bangladesh Hibiscus sabdariffa 가능 274.0 
78 PI 256039 Bangladesh Hibiscus sabdariffa 가능 231.0 

79 PI 263224 Zambia Hibiscus sabdariffa 가능 181.0 
80 PI 265319 Cuba Hibiscus sabdariffa 가능 229.3 

81 PI 267778 Sudan Hibiscus sabdariffa 가능 135.0 
82 PI 268100 Nigeria Hibiscus sabdariffa 가능 176.0 

83 PI 273388 Taiwan Hibiscus sabdariffa 가능 236.7 
84 PI 273391 Taiwan Hibiscus sabdariffa 가능 139.3 

85 PI 273459 South Africa Hibiscus sabdariffa 가능 187.0 
86 PI 274245 Nigeria Hibiscus sabdariffa 가능 161.7 

87 PI 274247 Poland Hibiscus sabdariffa 가능 177.7 
88 PI 275413 Senegal Hibiscus sabdariffa 가능 176.0 

89 PI 286312 Ghana Hibiscus sabdariffa 가능 179.0 
90 PI 286316 Ghana Hibiscus sabdariffa 가능 122.0 

91 PI 291128 Ghana Hibiscus sabdariffa 가능 164.0 
92 PI 295592 Niger Hibiscus sabdariffa 가능 239.0 

93 PI 365477 Thailand Hibiscus sabdariffa 가능 238.7 
94 PI 468409 U.S.A Hibiscus sabdariffa 가능 192.0 

95 PI 468411 U.S.A Hibiscus sabdariffa 불가 -
96 PI 468412 U.S.A Hibiscus sabdariffa 가능 260.3 

97 PI 468413 U.S.A Hibiscus sabdariffa 가능 163.3 
98 PI 496938 Sudan Hibiscus sabdariffa 가능 156.0 

99 PI 500698 Zambia Hibiscus sabdariffa 가능 153.3 
100 PI 500699 Zambia Hibiscus sabdariffa 가능 172.0 

101 PI 500701 Zambia Hibiscus sabdariffa 가능 187.0 
102 PI 500705 Zambia Hibiscus sabdariffa 가능 202.3 

103 PI 500706 Zambia Hibiscus sabdariffa 가능 193.3 
104 PI 500713 Zambia Hibiscus sabdariffa 가능 188.3 

105 PI 500719 Zambia Hibiscus sabdariffa 가능 189.3 
106 PI 500720 Zambia Hibiscus sabdariffa 가능 192.3 

107 PI 500721 Zambia Hibiscus sabdariffa 가능 158.3 
108 PI 500723 Zambia Hibiscus sabdariffa 가능 168.3 

109 PI 500724 Zambia Hibiscus sabdariffa 가능 152.7 
110 PI 500725 Zambia Hibiscus sabdariffa 가능 155.3 

111 PI 500727 Zambia Hibiscus sabdariffa 가능 162.3 
112 PI 500729 Zambia Hibiscus sabdariffa 가능 169.3 

113 PI 500731 Zambia Hibiscus sabdariffa 가능 173.0 
114 PI 500732 Zambia Hibiscus sabdariffa 가능 168.7 

115 PI 500734 Zambia Hibiscus sabdariffa 가능 165.7 
116 PI 500736 Zambia Hibiscus sabdariffa 가능 202.3 

117 PI 500737 Zambia Hibiscus sabdariffa 가능 168.7 
118 PI 500740 Zambia Hibiscus sabdariffa 가능 173.7 

119 PI 500747 Zambia Hibiscus sabdariffa 가능 188.0 
120 PI 500752 Zambia Hibiscus sabdariffa 가능 160.7 

121 PI 591549 Zambia Hibiscus sabdariffa 가능 148.3 
122 PI 591551 Zambia Hibiscus sabdariffa 가능 146.0 

123 PI 638933 South Africa Hibiscus sabdariffa 가능 158.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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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4 PI 669506 Tanzania Hibiscus sabdariffa 가능 205.0 

125 PI 275767 Indonesia Hibiscus sabdariffa  불가 -
126 PI 364906 South Africa Hibiscus schinzii 불가 -

127 PI 500714 Zambia Hibiscus schinzii 불가 -
128 PI 500733 Zambia Hibiscus schinzii 불가 -

129 NA 61908 Korea, South Hibiscus spp. 가능 275.7 
130 PI 669502 U.S.A Hibiscus spp. 가능 생육불가

131 PI 669504 U.S.A Hibiscus spp. 불가 -
132 PI 669505 U.S.A Hibiscus spp. 불가 -

133 PI 372212 Uruguay Hibiscus striatus  가능 100.0 
134 PI 405511 Tanzania Hibiscus surattensis 가능 95.3 

135 PI 525448 Sri Lanka Hibiscus surattensis 불가 -
136 PI 364345 Lesotho Hibiscus trionum 가능 96.7 

137 PI 500697 Zambia Hibiscus trionum 불가 -
138 PI 639186 Mongolia Hibiscus trionum 불가 -

Fig. 1.33 Profile of Hibiscus sabdariffa 

cultivation. 

Fig. 1.34 Profile of Hibiscus flower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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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1.35 Profile of Hibiscus leaves.

○ gene transferability 분석

- 본 연구팀은 케나프 돌연변이 품종의 RNA sequencing을 통해 개발된 24개 

EST-SSR 마커를 활용하여 무궁화속 88 계통과 3개 케나프 돌연변이 품종 (장대, 백

마, 적봉), 원품종 유전자원 (진주, C14, 홍마300)을 포함한 94 계통을 대상으로 

cross-species amplification을 3반복 분석하여 종간 마커 적용 가능 여부와 유연관계

를 분석하여 방사선 육종을 위한 신규 산업소재용 유용 자원의 효과적인 조기 선발

을 하고자 함.

- 케나프 돌연변이 품종에서 개발된 EST-SSR 마커의 무궁화속 각 종별 

transferability 를 산출한 결과 (Table 1.57),  Hibiscus acetosella 76.6%, Hibiscus 

calyphyllus 73.3%, 잠비아 케나프 계통 90.0%, Hibiscus dongolensis 70.0%,  Hibiscus 

engleri 73.3%, Hibiscus laevis 60.0%,  Hibiscus nigricaulis 73.3%, Hibiscus 

physaloides 70.0%, Hibiscus ponticus 80.0%, Hibiscus radiatus 83.3%,  Hibiscus 

sabdariffa 90.0%, Hibiscus spp. 83.3%, Hibiscus striatus 90.0%, Hibiscus surattensis 

73.3%,  Hibiscus trionum 56.7%로 나타남 (Fig. 1.54). 

- Allele 수는 최소 5 (KU896414,  KU896416)에서 최대 14(KU896377, KU896383, 

KU896387) 사이로 평균 9.19개의 allele이 검출됨. Availability 계수는 최소 0.14 

(KU896379)에서 최대 1.00(KU896383, KU896388, KU896389, KU896390, KU896410, 

KU896418)으로 평균 0.89를 나타냄. Polymorphic Information Content (PIC) 값은 

0.40∼0.81로 평균 0.61이었다 (Table 1.58).    

- 유연관계분석 결과 (Fig. 1.36), 케나프 6계통, 을 포함한 총 94 계통이 크게 9개 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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룹과 유집되지 않은 1계통으로 나뉘었음. 그룹1에는  Hibiscus sabdariffa 50 계통이 

포함되었고, 그룹2에는 케나프 5계통 (장대, 진주, 홍마300, 적봉, 백마)과 Hibiscus 

spp. 2계통이 포함되었다.  그룹3에는 잠비아 케나프 계통과 Hibiscus surattensis 계

통이 유집되었다. 그룹4에는 Hibiscus acetosella 18계통이 유집되었고, 그룹5에는 

Hibiscus ponticus와 Hibiscus striatus 계통이 유집되었다. 그룹6에는 Hibiscus 

trionum과 Hibiscus engleri 종이 유집되었고, 그룹7에는 Hibiscus physaloides 2계통

과 Hibiscus lasiocarpos 그리고 Hibiscus mechowii종을 포함한 4계통이 유집되었다. 

그룹8에는 Hibiscus dongolensis와 Hibiscus calyphyllus, Hibiscus laevis 3계통을 포함

하는 5계통이 유집되었다. 9그룹에는 Hibiscus nigricaulis 3계통이 유집되었다. 돌연

변이 케나프 품종 적봉과 백마의 원품종C14 품종은 유집되지 않고 독립적으로 존

재하였다. 이러한 연구결과는 무궁화속 유전자원의 교배육종소재 선발에 기초자료

로 활용이 가능함. 

Table 1.57 Transferability rate of genus Hibiscus species by EST-SSR markers

Species transferability rate (%)

Hibiscus acetosella 76.6

Hibiscus calyphyllus 73.3

Hibiscus cannabinus 90

Hibiscus dongolensis 70

Hibiscus engleri 73.3

Hibiscus laevis 60

Hibiscus lasiocarpos 64.4

Hibiscus lunariifolius 63.3

Hibiscus mechowii 66.6

Hibiscus nigricaulis 73.3

Hibiscus physaloides 70

Hibiscus ponticus 80

Hibiscus radiatus 83.3

Hibiscus sabdariffa 90

Hibiscus spp. 83.3

Hibiscus striatus subsp.   striatus 90

Hibiscus surattensis 73.3

Hibiscus trionum 56.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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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1.58 Characteristics of SSR markers for the identification of Hibiscus

Genbank 

ID
Primer sequences (5’-3’)

Repeat

Motif

Size

(bp)

Allele 

No.
Availability PIC

KU896377 F: CCGAAGCTCCTGCTTTTACTC (AG)6 151 14 0.97 0.67 R: GTCTCAGATGAAGCCACCAC

KU896379 F: ATTAGCATGCTGCTGCTGG (AT)11 140 9 0.14 0.73 R: CCGGAAACATTAACCACC

KU896380 F: GAAGAAACGGGTCATTCCTC (GA)9 161 9 0.98 0.77 R: GTAGTCGTAGTCATCCTCTGCTC

KU896381 F: GTGATATCCGAGCACCTTTG (GA)8 121 9 0.99 0.67 R: GCGATGATATCAGAACCTCGTC

KU896382 F: GGTTTTCGGCTCTTGGTT (GA)8 128 13 0.91 0.75 R: CTGGACAATTGCGAGAAGAG

KU896383 F: GCTGAGCAGAGGAGTAGAAGAA (TA)6 168 14 1.00 0.76 R: TTCAGCTCAAGCAGTATCCC

KU896384 F: ATCCTAGTGGATCCCTGAACTC (TA)6 165 8 0.66 0.59 R: GACGATGAGGAGCAGAAAGA

KU896385 F: GCTGCCATGCTCATGATT (TC)9 170 11 0.99 0.59 R: AGCTCACCCTCCACTTCTCTAT

KU896387 F: GCCTTCGGAGTAAATGGGT (AAG)5 170 14 0.97 0.81 R: CACCCAAACATTCTCTCTGG

KU896388 F: GTTGTCGTAAAAGCCGAG (ACG)4 169 7 1.00 0.57 R: AACCCCGTCTTTAACCTCAG

KU896389 F: GAAACGAAGGGTAGAGTACGGT (AGC)7 126 6 1.00 0.40 R: GCAGTGTAAACAAACAGCCC

KU896390 F: AGATTGATCTCGTCACCCCT (ATA)5 119 8 1.00 0.55 R: CCAAACTGGATCGTAATCCG

KU896391 F: CAGAAAAGTAGCGGGATGAG (ATA)6 157 11 0.45 0.79 R: CCACTCGACATTAAACCCAC

KU896407 F: GCCTTCAGAGAATAGATGTGGG (CCT)4 167 6 0.99 0.62 R: CAGTTCATCGACTTGGCTTG

KU896408 F: CTAACACGTCCGGCAACA (CGC)4 154 12 0.85 0.42 R: GGAGTTCAAGAGGACGTAGTTG

KU896409 F: CCTCAAGCTCCTCGTAATACAC (CGG)4 149 7 0.95 0.70 R: GGGTACCAGTGAAGAGAACAAG

KU896410 F: GTACTTGACGTAGGAAAGGCAG (CGT)6 170 8 1.00 0.52 R: TTATACGACTCCCCACGGA

KU896412 F: GTAATCGTTGTTGGCGTTGG (CTC)8 156 9 0.99 0.63 R: GTCAAACACAAGCTCCAGTCC

KU896413 F: GAGGAGATTTTGAGGGAGAGG (CTC)6 149 12 0.74 0.67 R: CTACCACTAGCTTCAACAGGACC

KU896414 F: CTCGAATTCCTCGTACTCCA (CTC)5 141 5 0.84 0.49 R: AGCAGGGAAGATTTGAGGAG

KU896415 F: CACCAGGATTCAAGACCATC (CTG)4 168 8 0.98 0.45 R: CGGCATACGAACGTGGATA

KU896416 F: GACTCTGAGTAGTGGTCCGTTC (CTG)4 167 5 0.99 0.45 R: CACCAGGACCATTATTTCCC

KU896417

F : 

CCCTCTACCTCTAGGATGATTCTC (CTT)5 170 11 0.93 0.56 

R: ACTAGGTTTCTCTTCAGCGGC

KU896418 F: GTTCCTTGAGAGAAAGGAGAGG (CTT)9 168 8 1.00 0.61 R: GTGTTAGTGAGGAGAAGCAAGG

KU896419 F: GGTAAACTGTTGAAGCGGGT (GAA)10 159 7 0.70 0.61 R: GCAGAGCATTTCAACCAG

KU896420 F: CCCCTTTTGATCTCTTGC (GAA)8 164 9 0.91 0.44 R: AGGAGGGAGAGAGAGCTTCA

KU896421 F: CACTTCAGAGTCGAGAAAACGG (GAA)5 133 8 0.99 0.61 R: GCTCAAAATCTCCTCCCC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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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1.36 Phylogenetic tree based on Hibiscus species of EST-SSR markers

(11) 고 지방산 유채 교배 계통 선발

○ F3 세대 지방산 검정

- 일반적으로 유채유 (油 油)를 바이오 디젤로 활용할 경우 87% 내외의 생산수율을 

나타내며, 이 중 Erucic acid는 바이오디젤로 전환이 용이한 lubricant의 전구물질로 

고 Erucic acid 함유 계통은 바이오디젤 추출효율을 높일 수 있다. 또한 식물성 바

이오디젤은 대부분 저온에서 유동성이 떨어지는 단점이 있지만 올레인산 (oleic 

acid)이 높게 함유되어 있는 종자유는 저온유동성이 향상되어 상업화에 용이하다.  

- 방사선 조사 유래 지방산 변이 계통간 9조합으로 교배한 F3세대 증식 및 지방산 특

성 검정을 검정함

- 9개 조합 계통 중 4개 계통의 oleic acid 함량이 크게 증가하여 추후 유망 계통으로 

선발 (Table 1.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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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1.59 Fatty acid composition in mutants derived from the Youngsan cultivar

* 1: 영산 10-1(M4)×한라 6-1(M5), 2: 영산 10-3(M4)×한라 6-1(M5), 3: 영산 6-2 (M4)×

한라 6-1(M5), 4: 영산 10-1(M4)×한라 8-1(M5), 5: 영산 10-3(M4)×한라 8-1(M5), 6: 영산 

6-2 (M4)×한라 8-1(M5), 7: 영산 10-1(M4)×탐미 10-2(M5)  8: 영산 10-3(M4)×한라 

8-1(M5), 9:영산 6-2 (M4)×탐미 10-2(M5).    

○ F4세대 지방산 검정

- oleic acid, erucic acid 고함유 계통을 육성하고자 방사선 조사 유래 지방산 변이 계

통 간 7조합으로 교배한 F4세대 (Table 1.60) 증식 및 지방산 특성 검정 결과, 총 10

개 지방산이 검출되었으며 (Table 1.61), 4개 계통을 유망 계통으로 선발하였다 

(Table 1.62).

- 바이오에너지용 유채유에 산화안정성에 중요한 요소인 Linolenic acid 함량의 경우 

모든 계통에서 기준치인 10%이하로 함유하고 있어 바이오에너지 소재 활용이 가능

할 것으로 판단된다.

- 현재 육성중인 유채 돌연변이 계통이 국내 유채 품종에 비해 바이오에너지 소재로 

유망하나, 세계적인 바이오에너지 유채품종의 지방산 함량인 oleic acid 80%, erucic 

acid 40%에는 미치지 못한다. 따라서 세계적 수준에 부합하는 새로운 계통 육성이 필

요할 것으로 판단된다. 

Table 1.60 Lines name and generation in rapeseed for fatty acid analysis

Line Name. Cross line Generation

YH1 영산 10-1(M4)× 한라 6-1(M5) F4

YH6 영산 6-2 (M4)× 한라 6-1(M5) F4

YH8 영산 10-1(M4)× 한라 8-1(M5) F4

No. C16:0 C18:0 C18:1 18:2 18:3 20:0 20:1

1 5.22±0.72 0.20±0.02 68.80±1.77 17.63±0.68 7.08±0.10 0.68±0.03 0.39±0.07

2 4.85±0.31 2.18±0.06 69.63±0.23 16.39±0.28 6.28±0.32 0.47±0.00 0.20±0.01

3 5.22±0.50 2.35±0.14 65.04±0.65 17.32±0.18 8.69±0.20 0.76±0.02 0.62±0.00

4 4.76±0.28 2.12±0.05 72.86±0.21 14.20±0.23 5.24±0.26 0.52±0.01 0.30±0.03

5 4.21±0.39 0.37±0.05 77.27±0.62 11.00±0.12 6.50±0.21 0.35±0.05 0.31±0.00

6 5.50±0.34 2.21±0.05 63.68±0.23 16.52±0.22 11.00±0.39 0.69±0.01 0.35±0.05

7 4.49±0.35 1.72±0.06 71.17±0.12 15.36±0.02 6.49±0.27 0.55±0.00 0.23±0.01

8 4.54±0.43 1.91±0.10 72.98±0.59 13.07±0.17 6.59±0.13 0.64±0.01 0.28±0.01

9 3.14±0.59 0.38±0.01 66.85±4.50 16.76±2.10 13.59±1.1 0.28±0.0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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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1.61 Components detected in fatty acid of rapeseed   

Table 1.62 Fatty acid composition of rapeseed oil 

C16:0-palmitic acid, C16:1-palmitoleic acid, C18:0-stearic acid, C18:1-oleic acid, 

C18:2-linoleic acid, C20:0-arachidic acid, C18:3-linolenic acid, C20:1-cis-11-Eicosenoic 

acid, C20:2-cis-11,14-Eicosadienoic acid, C22:1-erucic acid

나. 산업소재 미세조류/균류 유전자원 개발

(1) 전분/지방산 고함유 미세조류 선발 및 특성 분석

○ 감마선 변이체 생산을 위한 미세조류 감마선 반응 기초 연구, 감마선에 의한 미세

조류 C. reinhardtii의 DNA damage 관련 gene cloning

- Proteomic 2D 분석을 통해 선별된 protein annotation, 미세조류 C. reinhardtii에서 

YH10 영산 10-3(M4)× 한라 8-1(M5) F4

YH7 영산 6-2 (M4)× 한라 8-1(M5) F4

YT10 영산 10-1(M4)× 탐미 10-2(M5) F4

YT6  영산 6-2 (M4)× 탐미 10-2(M5) F4

No RT Name of the compound
Molecular 

formula
MW

1 13.9 Hexadecanoic acid (Palmitic acid, C16:0) C16H32O2 256
2 14.4 9-Hexadecenoic acid (palmitoleic acid, C16:1) C16H30O2 254
3 15.7 Methyl stearate (stearic acid, C18:0) C18H36O2 284
4 16.3 9-Octadecenoic acid (Oleic acid, C18:1) C18H34O2 282
5 17.3 9,12-Octadecadienoic acid (Linoleic acid, C18:2) C18H32O2 280
6 18.2 Eicosanoic acid (Arachidic acid, C20:0) C20H40O2 312
7 18.6 9,12,15-Octadecatrienoic acid (linolenic acid, C18:3) C18H30O2 278
8 18.9 cis-11-Eicosenoic acid (C20:1) C20H38O2 310
9 20.0 cis-11,14-Eicosadienoic acid (C20:2) C20H36O2 309
10 22.5 cis-13-Docosenoic  acid (Erucic acid, C22:1) C22H42O2 338

Line C16:0 C16:1 C18:0 C18:1 C18:2 C20:0 C18:3 C20:1 C20:2 C22:1

YH1 3.8 0.1 2.0 70.2 15.7 0.5 6.5 1.2 - -

YH6 3.8 0.2 1.7 67.5 17.7 0.5 7.2 1.4 - -

YH8 5.2 0.2 2.2 65.9 19.6 0.7 5.3 1.1 - -

YH10 3.3 - 1.6 46.7 15.9 0.7 5.5 12.0 - 14.3

YH7 3.7 0.1 1.6 68.9 16.8 0.5 7.2 1.2 - -

YT10 3.2 - 1.5 71.8 14.5 0.4 7.0 1.4 - -

YT6 3.2 - 1.2 31.2 13.3 0.7 6.7 14.3 0.3 29.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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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사선 반응 유전자 검정을 위해 TAP 배지에서 배양된 세포를 harvest한 후, 80Gy 

감마선을 조사함. 샘플로부터 단백질을 추출하여 2D 분석을 한 후, 대조구 (cc124)

와 비교하여 단백질 발현의 증가, 감소, 정성증가, 정성감소를 확인하였음. 확인된 

spot은 GC-MS 분석과 NCBI BLAST검색을 통해 protein annotation되었고, 이 결과

를 통해 DNA damage 관련 gene들을 선별하였음 (Tables 1.63, 1.64).

Table 1.63 Proteins were differentially up-regulated in response to gamma- radiation in 

C. reinhardtii

Table 1.64 Proteins were differentially down-regulated in response to gamma- radiation 

in C. reinhardtii

Protein   name Gene   bank ID species

adenosinetriphosphatase gi|1334356 Chlamydomonas reinhardtii

phosphoglycerate   kinase gi|159482940 Chlamydomonas reinhardtii

ubiquinol:cytochrome   c oxidoreductase 50 kDa 

core 1 subunit
gi|159477849 Chlamydomonas reinhardti

adenosinetriphosphatase gi|1334356 Chlamydomonas reinhardtii

mitochondrial   F1F0 ATP synthase associated 

45.5 kDa protein
gi|159477287 Chlamydomonas reinhardtii

Glyceraldehyde-3-phosphate   dehydrogenase, 

cytosolic
gi|1346064 Chlamydomonas reinhardtii

UDP-Glucose:protein   transglucosylase gi|159471081 Chlamydomonas reinhardtii

ribose-phosphate   pyrophosphokinase gi|159472701 Chlamydomonas reinhardtii

thylakoid   lumenal protein gi|159477050 Chlamydomonas reinhardtii

NADH:ubiquinone   oxidoreductase

22 kDa   subunit
gi|159483537 Chlamydomonas reinhardtii

Protein name Gene bank ID Species

ATP synthase beta chain, partial   (chloroplast) gi|1934682 [Selaginella apoda]

mitochondrial NADH:ubiquinone   oxidoreductase 17 
kDa subunit precursor

gi|44888963 [Chlamydomonas reinhardti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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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JI : 방사선 조사 후 발현이 정성적으로 증가한 단백질 (총 3개)

- JD : 방사선 조사 후 발현이 정성적으로 감소한 단백질 (총 8개)

- IN : 방사선 조사 후 발현이 정량적으로 증가한 단백질 (총 10개)

- DE : 방사선 조사 후 발현이 정량적으로 감소한 단백질  (총 8개)

○ DNA damage responses (DDR) gene cloning

- Protein ID를 이용하여 NCBI BLAST와 C. reingardtii data base 

(http://genome.jgi.doe.gov) 검색을 통해  DDR gene sequence를 비교·확인하여 총 

18개의 candidate gene을 최종적으로 선발하였음. Gene cloning을 수행하기 위해 

gene specific primer를 design함 (Table 1.65). 배양된 C. reinhardtii는 0, 80, 150, 

200, 300 Gy 감마선을 조사한 후 세포들을 harvest하였음. 각 샘플로부터 추출한 

RNA를 주형으로 하여 cDNA를 합성한 후, PCR을 통해 cDNA 합성 여부를 확인함 

(Fig. 1.37). Restriction enzyme site (HindIII-EcoRI) 가 결합된 gene specific primer

를 이용하여 cDNA로부터 DDR gene들을 분리하였음 (Fig. 1.38). 

Table 1.65 Gene specific primer sequences with restriction enzyme site.

photosystem II protein D2 gi|225115

photosystem II protein D2 gi|254798649 [Parachlorella kessleri]

thioredoxin Ch2 gi|18241 [Chlamydomonas reinhardtii]

minor chlorophyll a-b binding   protein of 

photosystem II
gi|159475641 [Chlamydomonas reinhardtii]

peroxiredoxin gi|11995220 [Chlamydomonas reinhardtii]

ATP synthase beta chain,   mitochondrial precursor gi|119416492 [Polytomella sp. Pringsheim 198.80]

FKBP-type peptidyl-prolyl cis-trans   isomerase gi|159475463 [Chlamydomonas reinhardtii]

acidic ribosomal protein P2 gi|159473469 [Chlamydomonas reinhardtii]

Name Primer   Sequence

1. Phosphoglycerate kinase (CrPGK)

5'- ATC AAG CTT ATG GCC CTC TCT ATG AAG

5'- ATC GAA TTC TTA CTT CTC GTC CAG GGC

5'- GTG TTC GAG TTC CCC AAG TTC

2. Peroxiredoxin (CrPrx)

5'- ATC AAG CTT ATG GCC GCT CTG CAG TCT

5'- ATC GAA TTC TTA CAC GGC AGA GAA GTA

5'- ATC TCC CTG CGC GGC CTG TTC

3. Superoxide dismutase precursor (CrSOD)

5'- ATC AAG CTT ATG GCC CTC GCG ATG AAG

5'- ATC GAA TTC TGT GAC CAA TTA CTT GGT GGC

5'- TGG GCC TGG CTG AAC GCC GAC

4. Mitochondrial NADH ubiquinone oxidoreductase 5'- ATC AAG CTT ATG TCA AAC GCC CTG CG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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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1.37 Confirmation of cDNA synthesis by PCR.

(CrmUOR)
5'- ATC GAA TTC TTA CGC CTC CAG CTC CTC

5'- CCG CGC GCG GCC AAG GAG CTA

5. Translational inhibitor protein (CrTIP)

5'- ATC AAG CTT ATG TCG GCC AAG GAG GTC

5'- ATC GAA TTC TCA GGG CAG CAC AGC CAC

5'- GTG CTG AAG AAC ATG GGC GCC

6. Acidic ribosomal protein P0 (CrARP0)

5'- ATC AAG CTT ATG GTG GCT GAG GAG CGC

5'- ATC GAA TTC TTA GTC GAA CAG GGA GAA

5'- CCC CAC GTC ATC ATC GAC GGC

7. Thioredoxin Ch2 (CrTCh2)

5'- ATC AAG CTT ATG GCC CTC GTT GCT CGC

5'- ATC GAA TTC TTA GTT CAG GTA CTT CTC

5'- CCT TGC CGC ATC ATC GCC CCC

8. Ubiquinol-cytochrome C oxidoreductase 

(CrUOR)

5'- ATC AAG CTT ATG CGG TCG CTG AAG CAA

5'- ATC GAA TTC TTA GTA GCG CAG CCA GTA

5'- ACG CAC CAC GTG GCC GAG TCC

9. Mitochondrial F1F0 ATP synthase (CrmATPs)

5'- ATC AAG CTT ATG AGG AGC GCT GCT GTG

5'- ATC GAA TTC TCA CAG CTC CCG GCT CAG

5'- CTG GGC GTG GAG GCG GAG GCG

10. UDP-glucose protein transglucosylase (CrUGT)

5'- ATC AAG CTT ATG GCC GCT CCT CTC GCT

5'- ATC GAA TTC TTA CGC AGT CTT GGC AGG

5'- CTG CGC AAG GAG TAC AAG GGC

11. Ribose-phosphate pyrophosphokinase 

(CrRPPK)

5'- ATC AAG CTT ATG GCT GCT CAA AAC CTT

3'- ATC GAA TTC CTA GAT CTG CAG CGC GGC

5'- TTG GCG TCG CTC GGC GCC AAG

12. Thylakoid lumenal protein (CrTLP)

5'- ATC AAG CTT ATG GCC CTC ATG ATG CAG

5'- ATC GAA TTC TTA CAG GCC CTT CAG GCT

5'- GCG GCC AGC ACC CTG TCC GAG

13. NADH-ubiquinone oxidoreductase 22KDa 

(CrNUOR)

5'- ATC AAG CTT ATG GCG CTA CGC GCG TTG

5'- ATC GAA TTC TCA CCC CCA AAT CTC CAC

5'- GAC GAC GGC CTC GCG GTG AAG

14. Minor chlorophyll a-b binding protein (CrCBP)

5'- ATC AAG CTT ATG CAG ATC CAG GCT CTG

5'- ATC GAA TTC TTA CAG GGT GGG GGT GCG

5'- CCC TTC GAC CCC CTG GGC CTG

15. Light harvesting complex protein I-20 (CrLHC)

5'- ATC AAG CTT ATG GCC CTG TCG ATG CGC

5'- ATC GAA TTC TTA GAA GAA GGG GAC GGA

5'- CCC GGC GGT GCC TTC GAC CCC

16. CF0 ATP synthase subunit II precursor (CrCATPs)

5'- ATC AAG CTT ATG CCT GCT GCC GCC GAG

5'- ATC GAA TTC TTA CAC GCG CAC GCC CTC

5'- GCG CGC AGC GAC GTG AGC GCC

17. FKBP-type peptidyl-prolyl cis-trans isomerase

(PPlase)

5'- ATC AAG CTT ATG AGC ACC TCT TCG TCC

5'- ATC GAA TTC TTA CTT GCG CGG CAG CAG

5'- GGC AAG GTG TTT GAC TCC TCT

18. Acidic ribosomal protein P2 (CrARP2)

5'- ATC AAG CTT ATG CGT GTG GTC TCC GCT

5'- ATC GAA TTC TTA GTC GAA CAG GGA GAA

5'- GAG GCC GAG AAG GTG AAC AA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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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1.38 Isolation of DDR genes from C. reinhardtii cDNA by PCR.

- 총 18개의 candidate genes 중 14개를 분리하였고, database의 original sequence와 

alignment를 통해 sequence가 일치하는 9개의 gene을 우선적으로 선택하였음

- C. reinhardtii transformation을 위해 9개의 gene은 cloning vector (pGEM 

T-vector)에서 overexpression vector (pCr102)로 transfer 됨 (Fig. 1.39). Restrict 

enzyme (BamHi-EcoRI)을 이용하여 완성된 construct에서 gene insertion을 

확인하였음. C. reinhardtii transformation은 CC620과 CC621를 이용하여 제조된 

autolysin을 이용하여 수행함.

Fig. 1.39 Schematic diagram of the construct used to overexpress the target genes.

○ DNA damage response (DDR) 유전자 과발현 변이체 제작 및 선발

- 전체 11개의 DDR 유전자 중 5개 (10. UDP-glucose protein transglucosylase; 

CrUGT, 11. ribose-phosphate pyrophosphokinase; CrRPPK, 12. thylakoid lumenal 

protein; CrTLP, 15. Light harvesting complex protein I-20; CrLHC, 16. CF0 ATP 

synthase subunit II precursor; CrCATPs) 유전자가 과발현된 각각의 cell line에서 

wild type control에 비해 일관되게 유전자의 발현량이 증가하는 cell line을 우선적

으로 선별함. 

- 우선적으로 선별된 2개의 유전자 (10. UDP-glucose protein transglucosylase; 

CrUGT, 11. ribose-phosphate pyrophosphokinase; CrRPPK)가 각각 과발현 변이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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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ell line 중 두드러지게 발현율이 증가한 cell line (10-24, 10-25, 10-26, 10-27, 

10-28, 11-3, 11-4, 11-6, 11-9)을 골라 quantitative RT-PCR (qRT-PCR)로 재확인함 

(Fig. 1.40).

Fig. 1.40 Expression levels of DDR genes (CrUGT and CrRPPK) in C. reinhardtii mutants 

by quantitative RT-PCR analysis.

- 감마선에 대한 C. reinhardtii mutants의 cell survival rate을 확인하기 위해 TAP 배

지에서 진탕배양한 후, 다양한 감마선량 (0, 80, 150, 200Gy)을 조사하여 TAP agar 

pate에 도포함. 10일간 배양 후 colony counting을 통해 측정함. 그 결과 전반적으로 

LD50인 80Gy에서 wild type cc-125 control에 비해 survival rate이 높은 것을 확인

함 (Fig. 1.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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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1.41 Cell survival rate of C. reinhardtii mutants (CrUGT and CrRPPK) after various 

gamma-irradiation.

- CrRPPK가 과발현된 변이체를 TAP 배지에 진탕배양한 후 spot assay를 통해 다양

한 감마선량에 대한 변이체의 반응을 cell density로 측정 (Fig. 2.1.3). 그 결과 

Fig.2.1.2와 동일하게 LD50인 80Gy에서 cc-125 control에 비해 높은 cell density를 

나타내는 것을 확인함 (Fig. 1.42).

- 이 결과 CrRPPk가 과발현된 변이체는 cc-125 control에 비해 감마선에 대한 저항성

이 높은 것으로 생각됨.

 



- 146 -

Fig. 1.42 Response of CrRPPK mutants to various gamma ray dose using spot assay.

(2) 방사선 반응 유전자 Ribose-phosphate pyrophosphokinase (CrRPPK)의 기능 및 변이

체 특이성 연구

○ 다양한 RPPK 유전자 간 염기서열 비교분석

- CrRPPK의 유전자 기능을 분석하기 위해 담배식물, 애기장대, 벼, 옥수수에서 분리

된 RPPK 유전자 sequence와 비교하여 phylogenetic tree를 이용해 계통발생분석을 

수행 (Fig. 1.43). 또한 각 유전자의 multiple sequence alignment를 통해 homology 

확인함 (Fig. 1.44).

 

Fig. 1.43 Phylogenetic analysis of RPPK gene from Nicotiana tabacum, Arabidopsis 

thatiana, Oryza sativa, and Zea may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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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1.44 Multiple sequence alignment of RPPK proteins.

○ CrRPPK 과발현 변이체 특이성 분석

- CrRPPK 변이체가 방사선 이외의 스트레스에 반응하는지 확인하기 위해 영양결핍, 

염 (salt), 이온 스트레스를 처리하여 CrRPPK 변이체의 growth pattern을 측정함 

(Fig. 1.45). 일반 TAP 배지와 영양결핍배지 nitrogen-deficient TAP (N-TAP) 배지에

서 cc-125 control과 CrRPPK 변이체는 비슷한 growth pattern을 나타냄. Salt 스트

레스는 NaCl를 100 mM, 150 mM, 200 mM 농도로 TAP 배지에 처리. 150 mM NaCl

을 처리했을 때까지 cc-125와 CrRPPK 변이체는 비슷한 pattern을 나타냈지만 200 

mM NaCl을 처리했을 경우 시간이 경과할수록 cc-125의 growth rate이 저하되며 

11-3 line이 가장 잘 생장하는 것을 확인. 이온 스트레스는 LiCl를 농도별 (10 mM, 

20 mM, 30 mM)로 처리하여 측정하였고, 10 mM까지 cc-125와 CrRPPK 변이체의 

growth pattern은 비슷했지만 20 mM에서 cc-125의 growth가 현저하게 저하함을 확

인.

- 이 결과 CrRPPk가 과발현된 변이체는 질소영향결핍 스트레스로부터 크게 영향을 

받지 않지만 salt 또는 ion 스트레스에 대한 내성은 cc-125에 비해 높은 것으로 생

각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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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1.45 Response of CrRPPK mutants to various gamma ray dose using spot assa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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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cc-125에 다양한 스트레스 (방사선 조사, 영양결핍, 염, 이온 스트레스)를 처리한 후 

대표적인 스트레스 관련 유전자 (RAD1, RAD51a, RPA70a, LIG1, Ku70)들의 발현 패

턴을 확인함 (Fig. 1.46). 감마선을 조사한 CrRPPK 과발현 변이체로부터 각각의 유

전자들의 발현 레벨을 측정한 결과, CrRPPK, RAD1, LIG1의 경우 조사선량이 증가

할수록 발현 레벨이 증가하였고, RAD51a, RPA70a, Ku70은 80Gy에서 높은 발현 레

벨을 보임. 질소 영양결핍 스트레스를 주었을 경우 LIG1 이외의 유전자 모두 발현 

레벨이 감소함. Salt와 이온 스트레스 하에서 농도에 따라 각 유전자의 발현 레벨이 

상이함을 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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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1.46 Expression levels of stress response genes in cc-125 under various stress 

condition

- 선행연구와 마찬가지로 CrRPPK 과발현 변이체에도 다양한 스트레스 처리를 한 후 

스트레스 관련 유전자들의 발현량을 확인 (Fig. 1.47). 그 결과 cc-125와 다르게 

CrRPPK 과발현 변이체에서 CrRPPK 유전자는 80Gy에서 가장 많이 발현되었고 

200Gy에서 감소함. RAD1과 LIG1, Ku70 유전자의 경우 cc-125와 반대되는 발현 패

턴을 나타내었고, RPA70a, RAD51a 유전자는 cc-125와 유사한 발현 패턴을 나타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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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Fig. 1.47 Expression levels of stress response genes in CrRPPK mutants under various 

stress conditions.

○ 미세조류 방사선 변이체 pool 구축 

- 바이오소재용 변이체 개발 및 유전자원 pool 구축을 위하여 다양한 감마선 dose를 

이용하여 변이체 선발 연구를 수행하였음(Fig. 1.48). 방사선 조사를 통해 얻어진 변

이체의 생장특성을 기반으로 변이체를 선발하고 새로운 배지로 계대 배양하여 변이

체 pool을 구축함 (Fig. 1.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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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방사선 조사를 통해 얻어진 변이체의 생장특성을 기반으로 200개 이상의 변이체를 

선발하고 새로운 배지로 계대 배양하여 변이체 pool을 구축함 (Fig. 1.48, 1.49).

Fig. 1.48 Generation of genetic pool of C. reinhardtii mutants using gamma irradiation.

Fig. 1.49 Diverse genetic pool of C. reinhardtii mutants 

○ 감마선에 의한 미세조류 C. reinhardtii의 mutant screening

- 광합성 미세조류 C. reingardtii의 방사선 감수성 평가 결과, 확인된 LD50 값을 토대

로 바이오소재 연구를 위한 미세조류 C. reingardtii 방사선 육종에 사용할 감마선은 

80 Gy로 결정함. TAP 배지에 진탕배양한 C. reingardtii cell을 harvest하여 80 Gy 

완조사 후 TAP agar plate에 도포하였음. 10일 후 배지에서 자란 colony의 

phenotype을 대조구인 control (cc124)과 비교하여 1차 선별하였고 (Table 1.66), 새

로운 배지에 옮겨 배양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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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1.66 Phenotype of C. reingardtii mutant compared with wild type control

- 감마선변이체 pool에서 선발한 전분 고함량 변이체Sm142, Sm162, Sm181에 대한 생

장 및 전분 함량 분석을 수행하였음. 변이체를 nitrogen 결핍 조건에서 2일간 배양 

후 함량 분석을 수행함. 대조구(cc-124) 대비 2배 이상 높은 전분 함량을 보이는 것

을 확인함 (Fig. 1.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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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1.50 Determination of starch content for starch mutants. Wild-type control (cc124), 

starch mutants (Sm124, Sm162 and Sm181).

-  TAP배지 50 ml에 동일양의 대조구와 선발한 돌연변이체를 각각 접종하여 매 24시

간마다 흡광도를 750nm에서 측정함 (Fig. 1.51). Sm162와 Sm181는 접종 후 배양 2

일째 까지 대조구와 비교하여 비슷한 성장속도를 보임. 그러나 배양 3일째 대조구 

보다 약 20% 가량 높은 생장 (OD750 1.46)을 보였으며, Sm162와 Sm181은 이후 계속 

빠른 생장을 유지하여 배양 4일째 최대 포화도 OD750 1.83과 1.71에 도달함. 이러한 

빠른 생장특성은 바이오에너지 생산에 있어 시간과 비용의 절감해주는 우수한 특성

이라 할 수 있음 

Fig. 1.51 Determination of growth rate and starch content for starch mutants. A. OD 

values were measured at 750 nm using a spectrophotometer.

○ 다양한 방사선 조사 조건 및 Nanoparticle을 활용한 미세조류 변이체 pool 구축

- 다양한 dose의 감마선 처리 및 배양 조건 변화를 통한 미세조류 방사선 변이체 

pool 구축 (Fig 1.52). TAP 배지에서 3-5일간 배양 후 50-150 Gy 조사 후 TAP soli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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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edium에 도말하여 변이체 선발함. 형질전환 기술을 이용한 전분함량 변이체 선발

은 pCr102 vector에 starch biosynthesis 관련 유전자를 cloning 후 cc125 line에 

transformation 후  hygromycin이 포함되어 있는 TAP solid medium에서 15일 배양 

후 변이체 선발함.   

- Nanoparticle인 Quantum Dot을 이용한 변이 효율 증대연구 수행함. Quantum Dot 

5-20 uM 처리 Chlamydomonas 세포에 80 Gy 감마선을 처리 후  TAP solid medium

에 도말하여 25도, dim light 조건에서 15일간 배양 후, 변이체 선발 (Fig 1.53).    

Fig. 1.52 방사선조사 및 유전자 발현 조절 변이체 pool 구축

Fig. 1.53 Nanoparticle과 방사선 조사를 이용한 변이체 선발  

- 감마선 조사를 통해 구축한 변이체 pool을 이용하여 전분함량이 변화한 변이체 선

발. TAP 배지에서 5일간 배양후 N-TAP 배지로 transfer하여 2일간 추가배양 후 

iodine staining을 통하여 전분 함량이 증대된 변이체를 선발함 (Fig 1.54).

- 다양한 감마선 dose와 미세조류 배양 조건, 그리고 다양한 선발 조건등을 활용하여 

다양한 변이체  pool을 구축하였으며, 이러한 변이체 pool은 미세조류를 활용한 산

업소재연구에 다양하게 활용 가능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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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1.54 Iodine staining을 통한 전분 과축적 변이체 선발 

(2) 방사선 변이체의 배양조건 및 대량배양 특성 검정

○ 방사선 변이체의 대량배양 및 생장속도 검정

- 방사선 이용 돌연변이체 (sm142, 162, 181)의 산업소재 이용을 위하여 변이체의 대

량배양 배지 조건 및 배양 조건별 배양 속도를 측정함 (Fig. 1.55). 대량배양 시에 

각 샘플의 배양 조건과 그 특성을 검증하기 위하여 대조구인 CC124와 같이 대량배

양 (600L)을 하여 배양 조건 확립과 특성을 검증.

- 각 샘플을 50 ml conical tube (10 ml)에서 4일간 seed culture 후 250 ml flask (100  

ml)에서 5일 간 배양함. 그 후 600 L 대량 배양조에 1/10 × TAP 배지와 함께 각 

샘플을 배양한 후, 생장을 속도 측정을 위하여 24 h 마다 optical density (OD)를 측

정함(Table 1.66).

Fig. 1.55 Test of starch mutant strains for large scale culture using 1/10 × TAP medi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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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1.67 Measurement of optical density for wild type cc124 and starch mutant strains 

grown in large large scale culture

- 대조구인 cc124 와 돌연변이체를 2주 동안 대량 배양조에 배양하면서 날짜별로 OD

값을 검증함 (Table 1.67). 그 결과를 보면 7일차를 넘어서면서 대조구인 cc124와 

비교하였을 때, 돌연변이체의 OD값이 약 2~3배 높게 나타남을 알 수 있음. 이것은 

같은 조건하에서 돌연변이체의 생장이 더 빠르다는 것을 의미함.

○ Large lab scale 배양을 통한 고전분 방사선변이체 특성 검정 

- 감마선에 의해 개발된 전분 고함량 변이체 (SM142, SM162, SM181)의 대량 배양 및 

성분분석은 1 L TAP 배지에서 5일간 진탕배양 후, nitrogen 결핍 배지 (N-TAP)로 

옮겨 7일간 배양된 cell을 이용하여 실시함. 각 변이체의 biomass는 원심분리를 통

해 harvest하였고, 동결건조 후 dry weigh으로 biomass 생산량을 측정함 (Fig. 1.56).

Fig. 1.56 Biomass production of starch mutants generated by gamma-irradiation. Wild 

type control; cc124, starch mutants; SM142, SM162, and SM181).

- 전분 고함량 변이체의 전분 함량은 α-amylase activity를 이용하여 released suga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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측정을 통해 확인함. Fig. 1.57은 nitrogen 결핍 상태에서 변이체가 control cc124에 

비해 더 많은 전분을 축적하고 있음을 나타냄.

Fig. 1.57 Determination of starch content for starch mutants.

- 미세조류 변이체의 바이오소재로써 가능성은 변이체가 보유하고 있는 당 생산량을 

통해 확인할 수 있으며, 당 생산량 확인을 위하여 다양한 종류의 가수분해 효소를 

사용하여 당 생산량 분석을 수행함. 미세조류 변이체를 분해하기 위해 다양한 가수

분해 효소 (pectinase,α-amylase, cellulase, chitinase, lysozyme)를 준비하고 이 효소

들의 활성을 이용하여 당 생산량을 확인함. 미세조류를 분해하기 위한 가수분해 효

소의 1회 투입량은 동일 조건 (40℃, pH 6.0)하에서 각각의 효소와 시료를 반응시켜 

측정함 (Fig. 1.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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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1.58 Effect of enzyme loading on saccharification.

- 가수분해 효율을 증가시키기 위해 가수분해 공정 이전에 전처리 공정 (grinding, 

heating)을 추가하여 released sugar를 비교 분석함. Pectinase와 cellulase를 grinding

한 sample과 동일한 조건 (40℃, pH 6.0)하에서 반응시켰을 때, grinding하지 않은 

control 시료에 비해 released sugar production이 증가함을 확인함 (Fig. 1.59). 

- Cellulase 처리군 에서 보이는 2배 이상의 증가는 cell wall의 파괴로 인해 발생하는 

분해 가능한 cellulose가 증가하기 때문으로 사료됨. 또한 grinding 시료에 heating 

처리를 했을 경우 released sugar는 거의 2배 증가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음 (Fig. 

1.60).

Fig. 1.59 Effect of grinding pretreatment on saccharific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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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1.60 Effect of heating pretreatment on saccharification.

- 다양한 가수분해 효소 중 전처리를 하지 않은 처리구에서는 pectinase와 α

-amylase가 미세조류 가수분해에 효율적이였으며, 전처리를 한 처리구에서는 

cellulase의 가수분해 효율이 상대적으로 증가함을 확인할 수 있었음. 또한 전처리 

(grinding, heating)를 했을 때 처리하지 않은 처리구에 비해 released sugar 양이 증

가하는 것으로 보아 효소 가수분해 공정 전에 전처리 공정은 필수적인 것으로 사료

됨.

○ 고전분 방사선변이체 가수분해효율 분석 

- 선행연구에 의해 개발된 전분 고함량 변이체 (sm142, sm162, sm181)의 가수분해 효

율을 확인하기 위해 다양한 가수분해효소 (α-amylase, pectinase, cellulase, β

-glucosidase)를 이용하여 당화시킴. 가수분해효소는 50 mM potassium phosphate 

buffer와 함께 전처리 (milling, boiling)된 방사선 변이체에 단독 또는 혼합하여 처리

되었으며 혼합물은 40 ℃에서 0-72 시간 동안 반응시킴. 시간 별로 당화액을 샘플

링하여 dinitrosalicylic acid (DNS) method를 이용해 환원당을 측정함 (Fig. 1.6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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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1.61 Enzymatic hydrolysis of starch mutants using various hydrolytic enzymes at 40 

℃ for 0-72 h.

- 동일한 조건하에서 cc-125와 전분 고함량 변이체 모두 가수분해효소 단독 처리구

에 비해 혼합 처리구에서 더 높은 환원당이 측정됨.

- 동일한 양의 환원당이 생성되기까지 cc-125의 경우 72시간이 소요된 것에 반에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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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 고함량 변이체의 경우 1시간정도 시간이 소요되는 것으로 보아 cc-125에 비해 

전분 고함량 변이체가 더 쉽게 분해되는 것으로 사료됨.

○ 고전분 방사선변이체 fatty acid profiling

- 전분 고함량 변이체를 TAP배지에서 5일간 진탕배양한 후 질소가 결핍된 N-TAP배

지로 옮겨 7일간 배양하여 샘플을 준비함. 각각의 샘플로부터 total fatty acid를 추

출하여 gas chromatograph를 이용하여 분석 (Table 1.68).

Table 1.68 Fatty acid profiling of starch mutants.

- cc-125와 변이체 모두 palmitic acid (16:0)의 함량이 높았으며 N-TAP배지로 옮겨 

배양했을 때 전반적으로 palmitic acid의 함량이 증가함.

- 각각의 변이체에서 생산 가능한 fatty acid 함량을 측정해 보았을 때 sm162의 경우 

cc-125비해 더 많은 fatty acid를 함유하고 있음을 알 수 있었고, 다른 두 변이체의 

경우 cc-125에 비해 상대적으로 낮은 함유량을 나타내었지만 배양 기간을 연장하여 

추가 연구를 수행할 예정임 (Fig. 1.62).

Fig. 1.62 Estimation of fatty acid contents in starch mutnats under nitrogen-replet 

and depleted condi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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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방사선 육종기술을 이용한 미세조류 기능성 물질 연구 및 미세조류 변이체 개발

- 미세조류 기능성 물질 연구에 관한 연구를 수행하기 위하여, 항산화 물질인 아스타

잔틴을 축적하는 미세조류 Haematococcus pluvialis 를 분양받음. 아스타잔틴 축적

에 관한 연구를 수행하기 위하여 Haematococcus pluvialis 순수 분리 및 배양 조건

을 검증함. 

- Haematococcus pluvialis를 OHM media 에 4~5일간 배양하여, OHM agar plates 에 

spreading 함. 배양실에서 1~2 주간 배양하여  single cell로 자란  Haematococcus 

pluvialis 를 순수 분리하였음 (Fig. 1.63).

- 순수 분리된 Hamatococcus pluvialis 를 1L flasks, OHM media 500ml 에서 1~2 주

간 배양하여 아스타잔 축적 및 배양 조건을 검증함 (Fig. 1.64).

- 기능성 물질 (아스타잔틴)이 함유된 미세조류 변이체를 개발하기 위하여 

Haematococcus pluvialis 에 감마선을 조사하여 돌연변이체 선발 작업을 수행함 

(Fig. 1.65).

Fig. 1.63 Isolation of Haematococcus pluvialis in OHM argar plates

- 미세조류에서 기능성 물질에 관한 연구를 수행하기 위하여,  항산화 물질인 아스타

잔틴을 축적하는 Haematococcus pluvialis cell line을 분양받음. 분양된 

Haematococcus pluvialis cell 이 다른 미생물이 함유되어 있어서 순수분리가 필요

함. 배양실에서 Haematococcus pluvialis 를 six well plates 에서 OHM media 2 ml, 

실온 25℃, 광배양 조건에서 4~5 일을 배양함. 배양된 셀을 OHM agar plates 에 스

프레딩 함. 1~2주간 배양한 후 single cell 로 생장한 세포를 순수 분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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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1.64 Culture of Haematococcus pluvialis in OHM liquid media.

- 순수 분리된 Haematococcus pluvialis 를 six well plates에서 3~4 일간 seed culture. 

그 후 seed culture 한 Cell 에 OHM media 500 ml 을 첨가하여 실온 25℃, airation 

조건에서 1~2주 동안 배양함. 배양 후 약 5일이 지나면서부터 Haematococcus 

pluvialis 에서 아스타잔틴 축적이 관측됨.

Fig. 1.65 Selection of Haematococcus pluvialis in OHM agar plates using gamma 

irradiation.

- Haematococcus pluvialis 를 six well plates 에서 OHM media 2ml, 실온 25℃ 조건에

서 4~5일간 배양함. 배양된 셀을 EP-tube 로 옮겨서 상층액을 제거하여 감마선 (1 

KGy/1hr) 을 조사함. 감마선을 조사한 Haematococcus pluvialis cell을 dilution 한 후,  

OHM agar plates 에 스프레딩 함.  배양실에서 1~2 주간 배양하여 감마선을 비 조

사한 control cell 과 비교하여, 세포의 형태 및 생장이 빠른 Haematococcus 

pluvialis cell 선발 작업을 수행함.

○ 방사선 육종기술을 이용한 해조류 (방사무늬돌김; Porphyra yezoensis) 연구

- 해조류 (방사무늬돌김)를 방사선 육종기술을 활용하여 바이오매스를 증가를 목적으

로 연구를 수행하였음. 또한, 기후변화의 따른 해수 온도의 상승으로 인하여 해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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류 (방사무늬돌김) 생산에 차질이 발생함. 따라서 고온내성을 가진 해조류 (방사무

늬돌김)를 선발하는 연구를 같이 수행함.

- 방사선 육종기술을 이용하여 해조류 (방사무늬돌김)에서 바이오매스가 증가한 변이

체를 선발하기 위하여 감마선을 조사함. 감마선을 조사한 해조류 (방사무늬돌김)을 

배양하여 바이오매스가 증가한 변이체 선발 작업을 수행함 (Fig. 1.66).

- 고온내성을 가진 변이체를 선발하기 위하여 해조류 (방사무늬돌김)에 감마선을 조

사한 후, 감마선을 조사한 해조류 (방사무늬돌김; Porphyra yezoensis)를 배양온도 

20℃에서 배양함. 감마선을 비 조사한 샘플과 비교하여 고온내성을 가진 변이체 선

발 작업을 수행함 (Fig. 1.67).

Fig. 1.66 Selection of Porphyra yezoensis for biomass using gamma irradiation.

- 해조류 (방사무늬돌김)를 1L flasks, 10℃ 조건에서 배양하여, 감마선 (700Gy/1hr) 을 

조사함. 감마선을 조사한 해조류 (방사무늬돌김)를 1~2주간 배양함. 감마선을 조사

하지 않은 샘플과 비교하여 생장이 빠른 엽체를 선택함. 선택된 엽체를 다시 1~2 

주간 배양하면서 해조류 (방사무늬돌김)의 바이오매스 증가를 관찰함. 

Fig. 1.67 Selection of Porphyra yezoensis for high temperature tolerance using gamma 

irradiation.

- 해조류 (방사무늬돌김)를 1L flasks, 10℃ 조건에서 배양하여, 감마선 (700Gy/1hr)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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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사함. 감마선을 조사한 해조류 (방사무늬돌김)에서 고온내성을 가진 엽체를 선발

하기 위해 20℃의 조건에서 1~2주간 배양함. 고온 배양조건에서 감마선 비조사 샘

플과 비교하였을 때, 생장이 빠른 엽체를 선발함. 선발된 엽체를 동일한 고온 배양

조건 (20℃)에서 2~3번 반복 배양하여 고온내성 변이체인지를 검증하는 실험을 수

행함.

(2)바이오매스 생합성 기작 규명 및 생합성 증진 연구

○ 방사선육종을 통하여 선발한 전분 과축적 변이체 3개 line을 선발하여, 전분 생합성 

및 과축적 mechanism분석을 수행함. 

○ 전분 고축적 미세조류 방사선변이체 3종 (sm142, sm162, sm181)에 대한 

transcriptom 분석을 통하여 전분 과축적 mechanism 분석을 수행함. 전분 축적 조건

인 nitrogen 결핍 조건에서 3일간 배양 후 전사체 분석을 수행함.

- 변이체 세포내에서 유전자 발현이 변화한 유전자 선발을 위하여 대조구 (cc124)와 

비교하여 Deferentially Expressed Genes (DEGs) 분석 및 Gene Ontology (GO) 분석

을 수행함.

Fig. 1.68 GO analysis of down-regulated DEGs between cc124 and sm142.

Fig. 1.69 GO analysis of down-regulated DEGs between cc124 and sm16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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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1.70 GO analysis of down-regulated DEGs between cc124 and sm181. 

  

- 각각의 방사선변이 미세조류에서 발현이 감소한 DEGs의 GO 분석을 살펴보면 

Biological process의 nitrogen compound metabolism에 관여하는 유전자의 발현이 현

저하게 변화한 것을 확인함 (Fig. 1.68, 1.69, 1.70).

- 미세조류 배양 시 질소원은 전분 및 지방산 축적에 중요한 역할을 하는 compound

로서 이러한 결과는 각각의 방사선변이체가 질소 대사에 변화가 있다는 것을 의미

함.

- 변이체 세포내에서 발현이 증가한 유전자 선발을 위하여 대조구 (cc124)와 비교하

여 Deferentially Expressed Genes (DEGs) 분석 및 Gene Ontology (GO) 분석을 수

행함.

Fig. 1.71 GO analysis of up-regulated DEGs between cc124 and sm1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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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1.72 GO analysis of up-regulated DEGs between cc124 and sm162.

 

Fig. 1.73 GO analysis of up-regulated DEGs between cc124 and sm181.

- 각각의 방사선변이 미세조류에서 발현이 증가한 DEGs의 GO 분석을 살펴보면 유전

자 수가 발현이 감소한 DEGs에 비교하여 적으며, 뚜렷한 경향성을 가지고 있지 않

은 것을 확인함 (Fig. 1.71, 1.72, 1.73).

- 이러한 결과는 방사선 변이체의 전분 과축적 phenotype은 발현이 증가한 DEGs 보

다 발현이 감소한 DEGs와 상관성을 보이는 것을 나타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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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1.74 Clustering analysis of DEGs using line plot in sm142, sm162 and sm181 in 

comparison with cc124 control.

Fig. 1.75 Clustering analysis of DEGs using heatMap in sm142, sm162 and sm181 in 

comparison with cc124 control.

- 방사선 변이체의 전분 과축적 mechanism을 확인하기 위하여 각각의 변이체에서 선

발한 DEGs의 clustering 분석을 line plot 및 heatmap을 이용하여 각각 수행함 (Fig 

1.74, 1.75.). 변이체 3개 line에서 공통적인 양상을 보이는 cluster는 3번 cluster로서 

확인됨. Cluster 3의 경우 발현이 공통적으로 감소하는 경향성을 보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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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1.69 List of DEGs classified to Cluster 3 in three mutants

Gene locus Cluster 
group

Symbol  Gene description

Cre03.g194150.t1.1 C3 　 　

Cre04.g222700.t1.2 C3 　 　

Cre16.g685000.t1.2 C3 　 　

Cre02.g095140.t1.1 C3 　 　

Cre10.g466500.t1.2 C3 CPL12 　

Cre09.g396200.t1.2 C3 　 　

Cre14.g611300.t1.1 C3 　 [PMID: 12060707; PMID: 12089443]

Cre12.g505350.t1.2 C3 　

P-typeATPase/cationtransporter,plasmamembrane.  Related to plant   potential 
calcium-transporting ATPase 9, plasma membrane-type (Ca(2+)-ATPase   
isoform 9); found in the flagellar proteome [PMID: 15998802].  Probably 
calcium-transporting.  May be a phosp

Cre08.g366700.t1.1 C3 　 　

Cre01.g006950.t1.1 C3 FBA1

Fructose-1,6-bisphosphate Aldolase;  Aldehyde-lyase (EC 4.1.2.13); may be 
plastidic based on N-terminal extension,  but greater sequence similarity to 
cytosolic forms; glycolytic enzyme that  catalyses the reversible aldol cleavage 
or condensation of fructos

Cre01.g006950.t2.1 C3 FBA1

Fructose-1,6-bisphosphate Aldolase;  Aldehyde-lyase (EC 4.1.2.13); may be 
plastidic based on N-terminal extension,  but greater sequence similarity to 
cytosolic forms; glycolytic enzyme that  catalyses the reversible aldol cleavage 
or condensation of fructos

Cre12.g485050.t1.2 C3 　 Chloroplast stroma carbonic anhydrase.  The inorganic carbon-concentrating 
mechanism has been reviewed by Spalding  2008 [PMID: 17597098].

Cre12.g561500.t1.2 C3 　 　

Cre04.g216850.t1.2 C3 TUA2
Alpha tubulin 2 [GI:27358004; PMID:  3855249, PMID: 3460413, PMID: 
14676280]. Acclimation to changing CO2  concentrations and light intensities 
was studied by Yamano et al. 2008 [PMID:  18322145].

Cre03.g190950.t1.2 C3 TUA1 　

Cre02.g076250.t1.1 C3 EFG1
Putative chloroplast elongation factor  G, (fusA), GTP binding; likely locus for 
previously described C. reinhardtii  fsr1 (fus-1) mutant resistant to fusidic acid 
(Carbonera et al. 1981, FEBS  Lett. 132, 227-230)

Cre09.g390615.t1.1 C3 FAP12 Triacylglycerollipase.  Flagellar Associated Protein, found in the   flagellar 
proteome [PMID: 15998802].    Previously annotated as FAP12

Cre07.g335200.t1.1 C3 　
PutativetranslationelongationfactorEFG/EF2relatedtoGTP-bindingproteinTypA;SignalP
eptidebyNN1/5,TargetPsuggestsorganellarlocalizationformodel.    Previously 
annotated as GBA1

Cre12.g549550.t1.2 C3 TUB2
Beta-tubulin2,GI:167458;majorconstituentofmicrotubules[PMID:3460413];itbindsone
moleofGTPthatishydrolyzedandaltersdynamicinstabilityofthemicrotubulecytoskeleton.  
The TUB1 and TUB2 genes   encode identical proteins [PMID: 6098820]. T

Cre12.g542250.t1.1 C3 TUB1
Beta-tubulin1,GI:167458;majorconstituentofmicrotubules[PMID:3460413];itbindsone
moleofGTPthatishydrolyzedandaltersdynamicinstabilityofthemicrotubulecytoskeleton.  
The TUB1 and TUB2 genes   encode identical proteins [PMID: 6098820]. T

Cre03.g164000.t1.2 C3 　
Protein withunknown function,  chloroplast location proposed; present in 
thylakoid-enriched fraction based  on mass spectrometric peptide identification 
[PMID: 17078018]

Cre03.g203850.t1.2 C3 　 ATP-sulfurylase; catalyses the  synthesis of adenosine-phosphosulphate (APS) 
from ATP and inorganic sulphate;  Genbank entry U57088

Cre07.g353325.t1.1 C3 　 　

Cre12.g523320.t2.1 C3 　 　

Cre12.g523320.t1.1 C3 　 　

Cre13.g581600.t1.2 C3 　 Mitochondrial ATP synthase associated  protein 4; unknown evolutionary origin 
[PMID: 11744727, PMID: 15710684]

Cre04.g221700.t1.2 C3 　 Cytochrome c oxidase subunit III;  mitochondrial complex IV; Note: in C. 
reinhardtii this subunit is  nuclear-encoded [PMID: 11919679]

Cre12.g528000.t1.2 C3 　 　

Cre06.g259900.t1.2 C3 　 ATP synthase gamma chain, chloroplast  precursor, gi:114638, PMID: 2904436, 
PMID: 8349573, PMID: 8543042

Cre03.g172300.t1.2 C3 　

Similar to mitochondrial phosphate  carrier, mitochondrial inner membrane 
protein, transfers inorganic phosphate  into matrix; this is a minor isoform 
generated by an intron in exon one, with  non-canonical splice sites (CT/CG); 
different N-terminal sequence

Cre07.g338050.t1.2 C3 　 Mitochondrial ATP synthase associated  protein 3; unknown evolutionary origin 
[PMID: 11744727, PMID: 15710684]

Cre12.g507300.t1.2 C3 LCI30
Hypotheticalproteinhighlyconservedwithproteinonchromosome5ofArabidopsisandalso
withmammalianprotein.PutativeTGF(transforminggrowthfactor)betainduciblenuclearpr
oteinTINP1[Oryzasativa(japonicacultivar-group)].;Maybeassociated 

Cre13.g567600.t1.2 C3 　
Cytochrome c oxidase, subunit Vb  (mitochondrial precursor)(human subunit Vb/ 
yeast subunit COX4) [PMID:  15710684, PMID: 12746537]. Previously annotated 
as COX4

Cre01.g018800.t1.2 C3 　 Subunit 6 of the mitochondrial  F1F0-ATP synthase; [= yeast and bovine ATPA 
subunit]; part of the F0 secto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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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re01.g010900.t1.2 C3 GAP3

Glyceraldehyde3-phosphatedehydrogenaseA,chloroplastprecursor(NADP-dependent
glyceraldehydephosphatedehydrogenasesubunitA);correspondstoG3PA_CHLRE;foun
dintheflagellarproteome[PMID:15998802].    This enzyme is bispecific for NADP 
and NAD, 

Cre03.g154350.t1.2 C3 　

Cytochrome c oxidase subunit Iia (2a).  In C. reinhardtii, subunit II is nuclear 
encoded with the N-terminal and  C-terminal parts of the protein encoded by 
separate genes - N-terminus by  COX2A and C-terminus by COX2B; respiratory 
complex IV; terminal oxida

Cre12.g523850.t1.2 C3 QCR1

Core I subunit of mitochondrial  Complex III (ubiquinol:cytochrome c 
oxidoreductase) [PMID: 12746537];  putative mitochondrial processing peptidase, 
beta subunit (MPPB), identified  in proteomic survey of mitochondrial 
membranes [PMID: 15710684]

Cre01.g050100.t1.2 C3 　
Putative diaminopimelate (DAP)  decarboxylase (EC:4.1.1.20); lysine synthesis 
enzyme (LysA); organelle  (mitochondria) targeting predicted by Target-P; plastid 
location expected  based on homology

Cre17.g700750.t1.2 C3 　 　

Cre17.g713350.t1.2 C3 　

Chloroplast-located transporter,  homologous to AtOMT1 [PMID:7873543]; 
participates probably in the export of  glutamate (and aspartate), by exchanging 
stromal malate for cytosolic  2-oxoglutarate (oxaloacetate); linked to related 
OMT2

Cre12.g521300.t1.2 C3 　 　

Cre01.g039300.t1.2 C3 RB47

Almost identical to T07933,  polyadenylate-binding protein RB47 precursor, 
chloroplast-targeted [PMID:  9482869]; regulates translation of psbA; possibly 
controlled by RB60, a  protein disulfide isomerase whose Volvox homolog is 
controlled by regA  (regulator

Cre17.g713200.t1.1 C3 　

Linked to closely related OMT1;  highest similarity to oxoglutarate/malate 
translocator (PMID: 7873543) and to  di- and tri-carboxylate translocators, but 
also has similarity to a Na+/SO42-  translocator domain; could be a dicistronic 
mRNA: an upstream ORF s

Cre04.g229300.t1.1 C3 RCA1
RubisCO activase, chloroplast  precursor; required for optimal photosynthesis in 
a low CO2 atmosphere [PMID:  16667924; independent cDNA sequence: 
M62962].

Cre09.g416050.t1.2 C3 　

Argininosuccinate synthase (EC  6.3.4.5); similar to prokaryotic argininosuccinate 
synthases, such as that  from Magnetococcus (GenBank EAN29055); Target-P 
predicts organelle (weakly  mitochondrial) targeting. This corresponds to the C. 
reinhardtii ARG8 locu

Cre12.g554800.t1.2 C3 PRK1

Phosphoribulokinase, chloroplast  precursor. Mapped in C. reinhardtii as the 
AC214 locus on linkage group  XII/XIII. Calvin cycle enzyme. Activity regulated 
by light by way of  chloroplastic thioredoxins and by formation of a complex 
with GAPDH and CP12  [PMI

Cre02.g080200.t1.2 C3 TRK1
Transketolase (EC 2.2.1.1), possible  plastid precursor, based on predicted 
organelle targeting sequence and  similarity to potato transketolase plastid 
precursor (GenBank CAA90427)

Cre02.g105100.t1.2 C3 　 　

Cre10.g455500.t1.2 C3 　 　

Cre12.g489300.t1.1 C3 　 　

Cre03.g188250.t1.2 C3 STA6
ADP-glucose pyrophosphorylase small  subunit (GLGS); Catalytic subunit 
catalyzes the formation of the glucosyl  nucleotide from ATP and 
glucose-1-phosphate [PMID:11208806].

Cre06.g296700.t1.2 C3 HYDG1
RelatedtothiazolebiosynthesisproteinthiH/O.Pfammotiffoundinthiaminandbiotinbiosynt
hesisgenes.RadicalSAMproteinrequiredfortheassemblyofanactive[Fe]-hydrogenase[
PMID:15082711].  Previously annotated   as HYDG

Cre14.g619250.t1.2 C3 　 　

Cre14.g619250.t2.1 C3 　 　

Cre12.g509750.t1.2 C3 　
Mitochondrialprocessingpeptidase,alphasubunit[PMID:15710684];CoreIIsubunitofmit
ochondrialComplexIII(ubiquinol:cytochromecoxidoreductase)(QCR2);identifiedinprote
omicsurveyofmitochondrialmembranes.    Previously annotated as MPPA2

Cre12.g528450.t1.2 C3 　
L-aspartateoxidase(EC1.4.3.16);similaritytoriceL-aspartateoxidase(GenBankXP_464
033);Target-Ppredictsorganelletargetingsequence.  Lin et   al. (2010) 
demonstrated that this corresponds to the nic15 mutation [PMID:   20838591]. 

Cre06.g308500.t1.2 C3 　
Putativecarbamoylphosphatesynthase(glutamatedependent),smallsubunit(EC6.3.5.5)
;Target-Ppredictsorganelle(weaklymitochondrial)targeting.    Previously annotated 
as CMPS1

Cre17.g700450.t1.2 C3 　 　

Cre13.g590500.t1.1 C3 FAD6 Omega-6-FAD,chloroplastisoform[PMID:9498569].  Also known as DES6

Cre03.g185550.t1.2 C3 SEBP1

Sedoheptulose-1,7-bisphosphatase (EC  3.1.3.37), chloroplast precursor; 98% 
identical to Chlamydomonas SBPase cDNA  sequence S17P [GenBank 
CAA52439, PMID: 8165256], but is less consistent with  the Chlamydomonas 
SBPase AA sequence deduced from the genomic se

Cre10.g436550.t1.2 C3 LCI5
RegulatedbyCCM1[PMID:15235119].  Acclimation to changing CO2   
concentrations and light intensities was studied by Yamano et al. 2008 [PMID:   
18322145].

Cre08.g358580.t1.1 C3 　

Carbamoylphosphatesynthase(glutamatedependent),largesubunit(EC6.3.5.5);Target
-Ppredictsplastidtargeting.  Previously annotated as   CMPL1.  Identified in as 
nitrogen-controlled-gene   NCG5 expressed upon nitrogen starvation [PMID: 
11469597]

Cre01.g009350.t1.2 C3 　 Converts agmatin to  N-carbamoyl-putrescine; involved in agmatine pathway of 
polyamine  (putrescine) biosynthesis; found in soluble mitochondrial proteome

Cre03.g211073.t1.1 C3 　 Phosphoproteinphosphatase2C.  Previously annoated as PP2C3

Cre02.g141400.t1.2 C3 　

Phosphoenolpyruvatecarboxykinase;PEPcarboxykinase(EC4.1.1.49);basedonhighsimi
laritytoPEPCKfromPanicummaximum(GenBankAAQ10076)andmanyotherplants.  
Two splice variants are expected, which may   result in cytoplasmic and 
plastid-targeted f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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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Clustering 분석을 통하여 전분 과축적에 관여하는 유전자 76개를 선발함 (Table 

1.69). 선발된 유전자는 전분과 축적 mechanism에 직간접적으로 관여하는 유전자로

서 FAD6와 같은 지방산 합성에 관여하는 유전자와 STA6와 같은 전분 생합성에 관

여하는 유전자를 포함하고 있음.

- 변이체의 전분 과축적에 직접적으로 관여하는 유전자를 선발하기 위하여 3개 변이

체 line에서 공통적으로 발현이 증가 또는 감소한 DEGs를 선발하여 추가 분석을 수

행함. 

   

Fig. 1.76 Number of up-regulated DEGs between sm142, sm162 and sm181. 

Cre12.g488350.t1.1 C3 　 　

Cre09.g388850.t1.1 C3 　

P-typeATPase/cationtransporter,plasmamembrane.  Related to plant   potential 
calcium-transporting ATPase 9, plasma membrane-type (Ca(2+)-ATPase   
isoform 9); found in the flagellar proteome [PMID: 15998802].  May be a 
phospholipid flippase

Cre01.g029750.t1.1 C3 DAAK1
3nearlyidenticalrepeatsofanadenylatekinasedomain;correspondsapproximatelytoGI:4
6518741;reducedintheflagellumoftheouterdyneinarmoda5mutant[PMID:15064350].  
Previously annotated as two distinct FAKs,   but no current evidence for this

Cre03.g149100.t1.2 C3 CIS2
Citrate synthase (EC 2.3.3.1),  glyoxysomal/microbody form; similarity to 
Arabidopsis citrate synthase  glyoxysomal precursor (GenBank Q9LXS6); PMID: 
19214701

Cre01.g045550.t1.2 C3 APE2

Triose-phosphatetransporter.  Located in zones of contact between the   inner 
and outer membrane of the chloroplast (By similarity). Belongs to the   TPT 
transporter family. TPT (TC2.A.7.9.1) subfamily transporter.  Previously annotated 
as APE2

Cre17.g746997.t1.1 C3 　
Dualfunctionalcoholdehydrogenase/acetaldehydedehydrogenase[EC:1.1.1.1/1.2.1.1
0],probablymitochondrial[PMID:14756315].  Consolidates 3   previous v3 
models, probably correctly

Cre07.g353450.t1.2 C3 　
Acetyl-CoAsynthetase(EC6.2.1.1);Acetate-CoAligase;probablemitochondrialproteinb
asedonmassspectrometryidentification(QFYTAPTLLR+SLLQLGDAWPR),althoughorga
nelletargetingpredictedasotherbyTarget-PandiPSORT.    AMP-dependent

Cre01.g038250.t1.2 C3 　 Serine decarboxylase involved in  ethanolamine production for PtdEtn 
biosynthesis

Cre08.g378800.t1.2 C3 　 　

Cre10.g448450.t1.1 C3 UAPA5 Xanthine/uracil/vitaminCpermease-like.  Related to plants; also   related to 
bacterial inner membrane proteins

Cre09.g393650.t1.2 C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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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1.77 Number of down-regulated DEGs between sm142, sm162 and sm181. 

- 전분 과축적 변이체에서 공통적으로 발현이 증가 (Fig. 1.76) 또는 감소 (Fig. 1.77)

한 DEGs 선발함. 발현이 증가한 DEGs에서는 공통적인 유전자를 선발 할 수 없었

음. 이 결과는 위의 GO 분석에서 나타난 경향성과 일치하는 결과로서, 전분 과축적

에 관여하는 유전자는 발현이 감소한 유전자에 영향을 받는다는 것을 의미함. 

- 전분과 축적에 직접적으로 관여한 유전자 18개를 선발하였으며 (Table 1.70), 

glycolysis에 관여하는 유전자인 FAB1이 포함되어 있음. glycolysis는 전분을 에너지

로 변환하는 metabolic pathway로서 전분 합성 및 분해에 밀접한 연관 관계를 가지

고 있음.  

Table 1.70 Shared down-regulated DEGs in sm142, Sm162 and sm181 in comparison with 

a control

Locus   number
Gene 

symbol
Description

Fold   induction (log2)

CC124+3 

vs. 

Sm142+3

CC124+3 

vs. 

Sm162+3

CC124+3 

vs. 

Sm181+3

Cre06.g296700.t1.2 HYDG1

Related to thiazole biosynthesis protein   thiH/O. Pfam 
motif found in thiamin and biotin biosynthesis genes. 
Radical   SAM protein required for the assembly of an 
active [Fe]-hydrogenase.   Previously annotated as 
HYDG

-2.43 -2.03 -1.51

Cre12.g551352.t1.1 -1.89 -6.82 -1.42

Cre08.g366700.t1.1 -2.33 -2.85 -3.14

Cre09.g390615.t1.1 FAP12
Triacylglycerol lipase.  Flagellar Associated Protein, 
found in the   flagellar proteome.  Previously   
annotated as FAP12

-2.5 -2.04 -2.38

Cre01.g006950.t2.1 FBA1

Fructose-1,6-bisphosphate Aldolase;   Aldehyde-lyase 
(EC 4.1.2.13); may be plastidic based on N-terminal 
extension,   but greater sequence similarity to cytosolic 
forms; glycolytic enzyme that   catalyses the reversible 
aldol cleavage or condensation of fructos

-1.2 -1.37 -1.56

Cre01.g029750.t1.1 DAAK1

3 nearly identical repeats of an adenylate   kinase 
domain; reduced in the flagellum of the outer dynein 
arm oda5 mutant.   Previously annotated as two distinct 
FAKs, but no current evidence for this

-1.08 -1.51 -1.07

Cre12.g542250.t1.1 TUB1
Beta-tubulin 1; major constituent of   microtubules; it 
binds one mole of GTP that is hydrolyzed and alters 

-1.6 -1.25 -1.8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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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분 생합성에 관여하는 유전자의 발현 분석을 수행하여, 변이체별 전분 생합성에 

관여하는 유전자의 발현 양상을 확인함. Chlamydomonas reinhardtii database에서 

51개의 reference 유전자를 확인하였으며, 전사체 분석 data에서 총 44개의 유전자

를 확인 함 (Table 1.71).

Table 1.71 Starch and sucrose metabolism pathway에 포함된 유전자의 BLAST 결과

- 선발된 전분 생합성에 유전자를 KEGG 전분 생합성 지도에 mapping 하여 전분생합

성 유전자 지도를 작성함 (Fig. 1.78).

- 선발된 유전자의 발현 정도를 heatmap 분석을 통하여 변이체별 발현 정도를 비교

하여 전분 과축적에 직접적으로 관여하는 key 유전자를 선발하였음 (Fig. 1.79).

dynamic   instability of the microtubule cytoskeleton 

Cre10.g448450.t1.1 UAPA5
Xanthine/uracil/vitamin C   permease-like.  Related to 
plants; also   related to bacterial inner membrane 
proteins

-2.32 -4.13 -1.2

Cre02.g095140.t1.1 -1.41 -1.51 -3.75

Cre10.g433200.t1.2 XUV3
Xanthine/uracil/vitamin C permease-like.   Two previous 
gene models UAPA3 and UAPA4 have been combined 
into this single   gene model

-2.2 -5.95 -1.23

Cre12.g561500.t1.2 -1.84 -1.79 -1.7

Cre12.g485050.t1.2

ATBCA
1,ATSA
BP3, 
CA1, 
SABP3

Chloroplast stroma carbonic anhydrase. The   inorganic 
carbon-concentrating mechanism has been reviewed by 
Spalding 2008 

-1.88 -2.16 -1.77

Cre12.g489300.t1.1 -2.24 -2.35 -1.27

Cre10.g433250.t1.2 Xanthine/uracil permease family protein -2.32 -5.89 -1.06

Cre12.g549550.t1.2 TUB2
Beta-tubulin 2; major constituent of   microtubules; it 
binds one mole of GTP that is hydrolyzed and alters 
dynamic   instability of the microtubule cytoskeleton.

-1.64 -1.26 -1.95

Cre12.g488350.t1.1
CCD4,N
CED4

nine-cis-epoxycarotenoid dioxygenase 4 -1.48 -2.76 -1.66

Cre01.g006950.t1.1 FBA1
Same description of FBA1 mentioned as   above, but 
different locus number

-1.2 -1.37 -1.56

Cre12.g505350.t1.2 ACA11

P-type ATPase/cation transporter, plasma   membrane. 
Related to plant potential calcium-transporting ATPase 9, 
plasma   membrane-type (Ca(2+)-ATPase isoform 9); 
found in the flagellar proteome.   Probably 
calcium-transporting 

-1.17 -2.66 -2.4

　 Chlamydomonas (ref.) Chlamydomonas (KEGG)

Starch  and sucrose metabolism 
pathway

51 44(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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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1.78 전분생합성 유전자 지도 작성

Fig. 1.79 Accumulation levels of gene transcripts involved in starch biosynthesis in three 

mutants. 

  

○ Proteomics 2DE 분석을 이용한 C. reinhardtii 변이체의 전분 생합성 관련 단백질 선

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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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미세조류 C. reinhardtii 방사선 변이체의 전분, 지질 생합성 관련 기작에서 단백질 

발현의 차이점을 알아보기 위하여 250 ml flask에 50 ml의 TAP배지를 넣고 5일간 

배양한 후, 세포를 harvest하여 질소원이 결핍된 N-TAP배지에서 다시 3일을 배양

하여 원심분리를 통해 C. reinhardtii 방사선 변이체의 세포를 수거함. 단백질을 추

출하여 2DE 분석을 통해 방사선 변이체 C. reinhardtii 의 전분, 지질 생합성 과정

에서 발현되는 단백질의 발현을 검정하였음.

<Proteomic 2DE 분석을 위해 사용한 추출 및 실험법>  

- Cell lysis solution: 7 M Urea, 2 M Thiourea, 4% CHAPS, 2.5% DTT buffer + 

Protease inhibitor (Roche, Cat.no. 11 697 498 001) 사용함

- Beadbeater (MP Biomedicals, FastPrep-24 system)를 사용하여 cell wall 파쇄함

- Sonication을 10회 (50% duty cycle) X 2반복 수행함

- Phenol/chloroform/ethanol법을 이용한 단백질 추출함

- Bradford 정량 and 700 ug strip loading 및 rehydration

- Isoelectric focusing and 12% SDS-PAGE

- Fixing and Coomassie brilliant blue G-250 solution staining

- ImageMasterTM 2D Platinum (GE healthcare, ver.5.0)을 이용한 이미지 분석수행함  

  

- Proteomic analysis 분석을 통해 대조구 (cc124)와 방사선 변이체 (sm142, sm1162, 

sm181)들의 전분, 지질 생합성에 관련된 단백질의 발현 차이를 확인하고, 단백질 

발현의 정량 증가/감소와 정성증가/감소된 spot을 GC-MS를 수행하여 protein 

annotation한 후, 전분, 지질 생합성에 관련된 단백질을 밝혀냄.

Table 1.72 Comparison of proteins expression spots between wild-type cc124, mutant 

sm142.

증가 감소 정성증가 정성감소 누계

cc124 VS sm142 17개 27개 8개 7개 59개

- 대조구 (cc124)와 방사선 변이체인 sm142를 TAP배지에서 5일 배양한 후 cell을 

harvest하여 질소원이 없는 N-TAP 배지에서 3일을 다시 배양하였고, harvest한 cell

로부터 단백질을 추출함. Proteomic analysis를 수행하여 분석한 결과, 단백질의 발

현의 차이가 정량 증가 (IN) 17개, 감소 (DE) 27개와 정성적 증가 (JI) 8개, 감소 (JD) 

7개로 나타남 (Table 1.7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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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량적 발현 증가 (cc124 vs sm142)

Fig. 1.80 2DE analysis of differential protein expression in cc124 and sm142.

Table 1.73 Protein differentially up-regulated in C. reinhardti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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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1.74 MALDI-TOF and protein identifications

- 대조구 (cc124)와 방사선 변이체 sm142를 2DE로 분석한 결과, 총 17개의 spot의 차

이가 나타남 (Fig. 1.80). 17개의 spot을 분석한 결과, 대조구에 비해 변이체 sm142

에서 단백질의 정량적 발현량이 최소 2.0 Ratio (100%)에서 최대 7.6 Ratio (100%)까

지 차이를 나타냄 (Table 1.73). GC-MS에 의한 protein annotation은 6개 단백질의 

정량적 발현 증가를 보여줌 (Table 1.74). 

- 정량적 발현 감소 (cc124 vs sm142)

Fig. 1.81 2DE analysis of differential protein expression in cc124 and sm1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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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1.75 Protein differentially down-regulated in C. reinhardtii

Table 1.76 MALDI-TOF and protein identifications

- 대조구 (cc124)와 방사선 변이체 sm142를 2DE로 분석한 결과 총 27개의 spot의 차

이가 나타남 (Fig. 1.81). 27개의 spot을 분석한 결과 대조구에 비해 변이체 sm142에

서 단백질의 정량적 발현량이 최소 2.0 Ratio (100%)에서 최대 9.5 Ratio (100%)까지 

감소함 (Table 1.75). 감소한 spot을 GC-MS를 수행하여 protein annotation을 하였

고, 발현된 9개의 단백질을 확인하였음 (Table 1.7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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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1.82 2DE analysis of differential protein expression in cc124 and sm142.

Table 1.77 Protein differentially up-regulated in C. reinhardti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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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1.78 MALDI-TOF and protein identifications

- 대조구 (cc124)와 방사선 변이체 sm142를 2DE로 분석한 결과 대조구에서 발현이 

미비했던 8개의 spot이 변이체 sm142 에서는 발현됨 (Fig. 1.82). sm142에서 정성적

으로 발현이 증가한 8개의 spot을 분석한 결과, 변이체 sm142에서 정성적 발현량이 

최소 100 Ratio (100%)에서 최대 2300 Ratio (100%)까지 증가하였음 (Table 1.77). 정

성적으로 증가한 spot은 GC-MS를 통해 protein annotation를 되었고, 발현된 8개의 

단백질을 확인함 (Table 1.78).

- 정성적 발현 감소 (cc124 vs sm142)

Fig. 1.83 2DE analysis of differential protein expression in cc124 and sm1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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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1.79 Protein differentially down-regulated in C. reinhardtii

Table 1.80 MALDI-TOF and protein identifications

- 대조구 (cc124)와 방사선 변이체 sm142를 2DE로 분석한 결과, 대조구에서 발현되었

던 8개의 spot이 변이체 sm142에서는 발현이 감소함 (Fig. 1.83). 변이체 sm142에서 

정성적으로 발현이 감소한 8개의 spot을 분석한 결과, 대조구에 비해 정성적 발현

량이 최소 70.6 Ratio (100%)에서 최대 2203 Ratio (100%)까지 감소하였음 (Table 

1.79). 정성적으로 증가한 spot을 GC-MS에 의해 protein annotation을 하였고, 발현

된 6개의 단백질을 확인함 (Table 1.80).

Table 1.81 Comparison of proteins expression spots between wild-type cc124, mutant 

sm142

증가 감소 정성증가 정성감소 누계

cc124 VS sm162 14개 32개 10개 13개 89개

- 대조구 (cc124)와 방사선 변이체 sm162를 TAP배지에서 5일 배양한 후 cell을 

harvest하여 질소원이 없는 N-TAP 배지에서 3일을 다시 배양하였고, harvest한 cell

로부터 단백질을 추출함. Proteomic analysis를 수행하여 분석한 결과, 단백질의 발

현의 차이가 정량 증가 (IN) 14개, 감소 (DE) 32개와 정성적 증가 (JI) 10개, 감소 

(JD) 13개로 나타남 (Table 1.8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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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량적 발현 증가 (cc124 vs sm162)

Fig 1.84 2DE analysis of differential protein expression in cc124 and sm162.

Table 1.82 Protein differentially up-regulated in C. reinhardtii

- 대조구 (cc124)와 방사선 변이체 sm162를 2DE로 분석한 결과 총 14개의 spot의 

차이가 나타났음 (Fig. 1.84). 14개의 spot을 분석한 결과 대조구에 비해 방사선 변

이체 sm162에서 단백질의 정량적 발현량이 최소 2.4 Ratio (100%)에서 최대 4.6 

Ratio (100%)까지 증가한 차이를 보임 (Table 1.8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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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량적 발현 감소 (cc124 vs sm162)

Fig. 1.85 2DE analysis of differential protein expression in cc124 and sm16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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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1.83 Protein differentially down-regulated in C. reinhardtii

Table 1.84 MALDI-TOF and protein identifications

- 대조구 (cc124)와 방사선 변이체 sm162를 2DE로 분석한 결과 총 32개의 spot의 차

이가 나타났음 (Fig. 1.85). 차이가 나타난 32개의 spot을 분석한 결과 대조구에 비

해 변이체 sm162에서 단백질의 정량적 발현량이 최소 2.2 Ratio (100%)에서 최대 

23.6 Ratio (100%)까지 감소한 값을 보였음 (Table 1.83). 감소한 spot을 GC-MS를 수

행한 후 protein annotation를 하여 발현된 6개의 단백질을 확인함 (Table 1.8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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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량적 발현 증가 (cc124 vs sm162)

Fig. 1.86 2DE analysis of differential protein expression in cc124 and sm162.

Table 1.85 Protein differentially up-regulated in C. reinhardti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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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1.86 MALDI-TOF and protein identifications.

- 대조구 (cc124)와 방사선 변이체 sm162를 2DE로 분석한 결과 대조구에서 발현이 

미비했던 10개의 spot이 변이체 sm162에서는 발현됨 (Fig. 1.86). sm162에서 정성적

으로 발현이 증가한 10개의 spot을 분석한 결과 변이체 sm162에서 정성적 발현량이 

최소 80.2 Ratio (100%)에서 최대 2239.2 Ratio (100%)까지 증가한 값을 보임 (Table 

1.85). 정성적 증가한 spot을 GC-MS를 수행하여 protein annotation한 후 발현된 9개

의 단백질을 확인함 (Table 1.86).

 

- 정성적 발현 감소 (cc124 vs sm162)

Fig. 1.87 2DE analysis of differential protein expression in cc124 and sm16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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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1.87 Protein differentially down-regulated in C. reinhardtii

Table 1.88 MALDI-TOF and protein identifications

- 대조구 (cc124)와 방사선 변이체 sm162를 2DE로 분석한 결과 대조구에서 발현되었

던 13개의 spot이 변이체 sm162 에서는 발현이 감소함 (Fig. 1.87). 변이체 sm162에

서 정성적으로 발현이 감소한 13개의 spot을 분석한 결과 대조구에 비해 정성적 발

현량이 최소 57.3 Ratio (100%)에서 최대 1614.6 Ratio (100%)까지 감소한 값을 나타

냄 (Table 1.87). 정성적 증가한 spot을 GC-MS를 수행하여 protein annotation한 후 

발현된 9개의 단백질을 확인함 (Table 1.88).

Table 1.89 Comparison of proteins expression spots between wild-type cc124, mutant 

sm142.

증가 감소 정성증가 정성감소 누계

cc124 VS sm181 21개 25개 22개 18개 86개

- 대조구 (cc124)와 방사선 변이체 sm181를 TAP배지에서 5일 배양 후 cell을 harvest

하여 N-TAP 배지에서 3일을 다시 배양하였고, cell로부터 단백질을 추출. Proteomic 

analysis를 수행하여 분석한 결과, 단백질의 발현의 차이가 정량 증가 (IN) 21개, 감

소 (DE) 25개와 정성적 증가 (JI) 22개, 감소 (JD) 18개로 나타남 (Table 1.8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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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량적 발현 증가 (cc124l vs sm181)

Fig. 1.88 2DE analysis of differential protein expression in cc124 and sm181.

Table 1.90 Protein differentially up-regulated in C. reinhardti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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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1.91 MALDI-TOF and protein identifications.

- 대조구 (cc124)와 방사선 변이체 sm181를 2DE로 분석한 결과 총 21개의 spot의 차

이가 나타남 (Fig. 1.88) 21개의 spot을 분석한 결과 대조구에 비해 변이체 sm181에

서 단백질의 정량적 발현량이 최소 2.1 Ratio (100%)에서 최대 17.6 Ratio (100%)까

지 증가한 차이를 보였고 (Table 1.90), GC-MS를 수행하여 protein annotation한 후 

정량적 발현된 2개의 단백질을 확인함 (Table 1.91).

- 정량적 발현 감소 (cc124 vs sm181)

Fig. 1.89 2DE analysis of differential protein expression in cc124 and sm18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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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1.92 Protein differentially down-regulated in C. reinhardtii.

Table 1.93 MALDI-TOF and protein identifications.

- 대조구 (cc124)와 방사선 변이체 sm181를 2DE로 분석한 결과 총 25개의 spot의 차

이가 나타남 (Fig. 1.89). 차이가 나타난 25개의 spot을 분석한 결과 대조구에 비해 

변이체 sm181에서 단백질의 정량적 발현량이 최소 2.1 Ratio (100%)에서 최대 23.6 

Ratio (100%)까지 감소했음 (Table 1.92). 감소한 spot을 GC-MS를 수행하여 protein 

annotation한 후 정량적 발현된 5개의 단백질을 확인함 (Table 1.93).

- 정성적 발현 증가 (cc124 vs sm18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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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1.90 2DE analysis of differential protein expression in cc124 and sm181.

Table 1.94 Protein differentially up-regulated in C. reinhardti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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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1.95 MALDI-TOF and protein identifications

- 대조구 (cc124)와 방사선 변이체 sm181를 2DE로 분석한 결과 대조구에서 발현이 

미비했던 22개의 spot이 변이체인 sm181에서는 발현이 되었음 (Fig. 1.90). 정성적으

로 발현이 증가한 22개의 spot을 분석한 결과 변이체 sm181에서 정성적 발현이 최

소 98.7 Ratio (100%)에서 최대 2004.8 Ratio (100%)까지 증가함 (Table 1.94). 정성적 

증가한 spot을 protein annotation하여 발현된 13개의 단백질을 확인 (Table 1.95). 

- 정성적 발현 감소 (cc124 vs sm181)

Fig 1.91 2DE analysis of differential protein expression in cc124 and sm18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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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1.96 Protein differentially down-regulated in C. reinhardtii

Table 1.97 MALDI-TOF and protein identifications

- 대조구 (cc124)와 방사선 변이체 sm181를 2DE로 분석한 결과 대조구에서 발현되었

던 18개의 spot이 변이체 sm181 에서는 발현이 감소함 (Fig. 1.91). 변이체 sm181에

서 정성적으로 발현이 감소한 18개의 spot을 분석한 결과 대조구에 비해 정성적 발

현량이 최소 92.1 Ratio (100%)에서 최대 1531.6 Ratio (100%)까지 감소한 값을 보임 

(Table 1.96). 정성적 증가한 spot을 GC-MS를 수행하여 protein annotation한 후 발

현된 9개의 단백질을 확인함 (Table 1.97).

○ 고전분, 지방산 방사선 변이체의 transcriptome 분석을 통하여 전분, 지방산 생합성

에 관여하는 유전자를 선발함. 유전자 그룹 중 Key regulator로 사료되는 FBA 유전

자의 기능 분석을 통하여 지질, 전분 생합성 재설계 연구를 수행함    

○ Fructose-1,6-bisphosphate aldolase (FBA) 유전자 phylogenetic analysis 및 wild type

의 FBA genes 발현 level을 확인함.

- FBA 유전자는 starch biosynthesis 및 glycolysis에 관여하는 유전자이며,  

phylogenetic tree를 이용해 애기장대와 미세조류의 FBA genes에 대해 계통발생을 

비교분석을 수행함 (Fig. 1.92). C. reinhadtii FBA 유전자의 multiple sequence 

alignment를 확인 하여 FBA 유전자가 encoding하는 단백질의 아미노산서열의 차이

를 분석함(Fig. 1.93). 이들 아미노산서열을 이용하여 유전자별 subcellula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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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ocalization을 PSORT 프로그램을 이용하여 분석함 (Table 1.98). 또한 wild type에서 

FBA genes의 발현 level을 real-time PCR을 통해 확인하였음 (Fig. 1.94).

Fig. 1.92 Phylogenetic analysis of FBA genes form Arabidopsis thatiana and 

Chlamydomonas reinhadtii. The numbers for the interior branches indicate the bootstrap 

values.

Fig. 1.93 Multiple sequence alignment of FBA protein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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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1.98 Predicted localization of FBA protein using PSORT program.

Protein name Size Predicted localization

FBA1 392 a.a mitochondria, chloroplast

FBA2 371 a.a chloroplast, cytosol

FBA3 378 a.a chloroplast

FBA4 309 a.a chloroplast

Fig. 1.94 Expression levels of FBA genes under grown in TAP and N-TAP media.

- FBA1은 TAP배지에서 배양 후 3일째 가장 높은 발현을 보였으며 5일째 감소하기 

시작하여 7일째 가장 낮은 발현율을 보임. 반면 FBA1의 발현양상은 N-TAP 

(Nitrogen-deficient medium)배지에서 배양 후 점차적으로 증가함. 

- TAP배지 배양에서 FBA2는 배양 5일째 가장 높은 발현를을 보였으며, N-TAP배양

에서는 3일째 발현이 10배 이상 급격한 증가하였고 배양 5일째의 경우 1일차 대비 

7배의 증가를 보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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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AP배지 배양에서 FBA3 유전자의 발현 양상은 배양 후 급격하게 감소하는 경향을 

보였으며, 질소결핍 조건에서는 5일째 급격한 증가양상을 보임.

- 본 분석결과에서 배양기간 및 질소결핍 조건에서 3개의 FBA 유전자가 서로 다른 

발현 양상을 보였으며, 이러한 결과는 3개의 유전자의 functional diversity를 의미

함.     

○ Fructose-1,6-bisphosphate aldolase (FBA) 유전자 기능 분석을 위한 gene cloning

- FBA gene cloning을 위해 NCBI BLAST 검색을 통해 FBA family gene의 sequence

를 확인 후 gene specific primer를 design함 (Table 1.99). 배양한 C. reinhardtii에서 

RNA를 추출하여 cDNA로 합성 후 PCR을 통해 cDNA 합성 여부를 확인함. FBA 

gene primer를 이용해 cDNA로부터 FBA genes을 분리하였음 (Fig. 1.95). 

Table 1.99 FBA Genes primer

       

 Fig. 1.95 FBA gene cloning from C. reinhardtii.

- pCr102 vector에 cloning한 FBA 유전자를 database의 sequence와 alignment를 수행

하여 sequence가 일치함을 확인함(Fig. 1.9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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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1.96 Sequence alignment of cloning genes.

- FBA유전자를 C. reinhardtii에 transformation을 하기 위해 pGEM T-vector에서 

over-expression vector (pCr102)로 다시 cloning하는 과정을 수행함 (Fig. 1.97). 형질

전환체 제작을 위하여 FBA-pCr102 vector를 electroporation 방법으로 C. reinhardtii 

에 transformation함.

Fig. 1.97 Construction of the expression vector pCr1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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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형질전환체를 선발하기 위해 hygromycin 저항성 유전자를 포함하고 있는  

over-expression vector를 이용했으며 electroporation 후 hygromycin이 첨가된 TAP 

agar배지에서 배양하여 형질전환체를 선별함 (Fig. 1.98). Dim light, 25도의 조건하

에서 15일 간 배양함. 선별된 형질전환체를 유지하기 위해 각각의 cell을 TAP agar

배지에서 배양 하였으며 30일에 한번 씩 계대배양을 수행함 (Fig. 1.99). 

Fig. 1.98 Selection of transgenic line in TAP media containing hygromycin. 

Fig. 1.99 Transgenic line under grown in TAP agar medium.

(2) 전분, 지질 생합성 유전자 기능 분석 및 생합성 기작 재설계 연구

○ 전분, 지질 생합성에 관여하는 유전자의 기능 분석 및 생합성 기작 연구를 위하여 

제작한  FBA 형질전환체의 유전자 발현량 및 전분함량에 대한 분석을 수행함 

- Real-time PCR을 통해 FBA 과발현 형질전환체에서 FBA 유전자의 발현 level을 측

정함, 대조구인 wild-type (cc125) 보다 발현양이 증가되었음을 확인함 (Fig 1.100). 

형질전환체 2, 5, 6, 8, 9, 10, 11, 13, 14의 경우 대조구 대비 200배 이상의 발현이 

증가가 확인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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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1.100 Expression levels of transformation line in TAP media.

- FBA gene expression level이 증가한 형질전환체 genome상의 vector insertion 여부

를 확인을 위하여 vector의 promoter부분의 primer를 제작하여 PCR을 진행함. 

Wild-type (cc125)과 transformation line을 비교하여 negative control (cc125)에서 나

온 band size와 positive control (FBA1 pCr102)에서나온 band size 차이를 통하여 형

질전환 유무를 확인함 (Fig 1.101).

Fig. 1.101 Conformation the transformant was used for the PCR amplification. 

- FBA gene의 기능 규명을 위하여 over-expression된 형질전환체의 생장과 전분축적

량의 변화정도를 측정함. FBA gene의 발현양이 높을수록 전분 축적양이 wild-type

에 비하여 감소하는 것을 확인함 (Fig 1.102). 또한 hight salt (HS) medium에서 생장

속도를 비교했을 때 형질전환체가 wild-type에 비교하여 성장이 느린 것을 확인함 

(Fig 1.103). 이러한 결과는 starch biosynthesis 및 glycolysis pathway 에서 FBA가 

전분 축적과 에너지대사를 조절하는 기능을 가진다는 것을 의미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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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1.102 Starch analyses for transgenic line and CC125 cultured under N-TAP 

condition.

Fig. 1.103 Comparison of cell density from wild type and transgenic line grown in HS 

media.

 

○ 고전분 방사선 변이체를 활용하여 전분, 지질 생합성 pathway 분석을 수행하고자 

transcriptome analysis를 수행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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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1.104 GO analysis of up- and down-regulated DEGs.

- Fig. 1.104은 N-TAP 배지에서 3일간 배양된 방사선 이용 돌연변이체 (sm142, 162, 

181)에서 RNA를 추출하여 DEG 분석을 수행함. 발현이 증가하거나 감소한 전사체

들을 GO analysis를 통하여 나타내었음. 각기 다른 3개의 변이체에서 분석한 DEG

의 대부분은 nitrogen compound metabolic process, cellularmetabolic process 그리

고 transferase activity로 분류되었음. 또한 3개의 변이체가 비슷한 양상의 GO 분석 

결과를 가지는 것으로 확인됨.  이러한 결과는 위에서 언급한 그룹에 속하는 유전

자 그룹이 지질 또는 전분 생합성에 중요한 역할을 한다는 것을 의미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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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1.105 Transcript levels of genes involved in starch biosynthesis in high-starch 

mutants by transcriptome analysis.

- 방사선 돌연변이체에서 전분 축적의 메카니즘을 이해하기 위해서 전분 생합성에 

관여하는 유전자들의 발현패턴은 transcriptome data를 이용한 KEGG pathway 

mapping을 통해 key regulator 분석을 수행되었음 (Fig. 1.105). N-TAP 

(nitrogen-deficient TAP medium)에서 각각 3, 7일간 배양한 방사선 변이체 3개 lin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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을 이용하여 분석을 수행하였음.

- 전분 생합성 효소를 암호화하는 phosphoglucomutase1 (PGM1)의 과발현은 질소 결

핍조건의 3일째와 7일째의 모든 돌연변이체에서 발견되었음. 반면 phosphogluco 

isomerase1 (PGI1)는 동일 조건하에서 모두 감소하였음. 흥미롭게도 전분 생합성에 

관여하는 주요 유전자 STA1 (ADP-glucose pyrophosphorylase large subunit), STA3 ( 

soluble starch synthase III)  그리고  STA6 (ADP-glucose pyrophosphorylase small 

subunit)는 모든 돌연변이체에서 상당히 감소함을 보였음. 이러한 PGI1 유전자 발현

의 감소는 돌연변이체에서 glucose-6 phosphate 에서 fructose-6 phosphate로의 전

환이 감소되어 glucose-6 phosphate 가 축적이 되고, 축적된  glucose-6 phosphate 

에 의해서 PGM1이 과발현 된 것으로 사료됨. 또한 전분생합성에 중요한 STA1, 

STA3, STA6의 감소는 변이체 chloroplast내에 과축적 된 전분함량에 의한 

feed-back regulation으로 사료됨. 

Fig. 1.106 Expression levels of genes participated in glycolysis/gluconeogenesis in 

high-starch mutants by transcriptome analysi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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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분 고축적 돌연변이체에서 glycolysis/gluconeogenesis pathway에 관여하는 48개 

유전자의 발현량을 heatmap analysis를 이용하여 분석함 (Fig. 1.106). Fructose 

1,6-bisphosphate aldolase 1과 2 (FBA1 and FBA2) 의 발현은 대조구인 cc124와 비

교하였을 때 질소 결핍 조건 3일차에 모든 돌연변이체에서 대조구와 비교하여 감소

함을 확인함. 또한 FBA2의 발현은 질소 결핍 조건 7일차에 감소하였지만, FBA1의  

발현량과 차이점이 없는 것으로 나타남. 또한 phosphoenolpyruvate carboxykinase1 

(PCK1), mitochondrial pyruvate dehydrogenase complex 1 (PDC1), 그리고 acetyl 

CoA synthetases1 과 2 (ACS2, ACS3)의 발현량은 질소 결핍 조건 3일차와 7일차의 

모든 돌연변이체에서 감소하는 경향을 보임. FBA는 fructose 1,6-bisphosphate를 

glyceraldehyde 3-phosphate와 dihydroxyacetone phosphate 로 전환을 촉진하는 효

소이며,  fructose 1,6-bisphosphate와 RuBP에 의해 PGM 효소가 활성이 저해된다는 

선행 연구가 보고되어 있음, 이러한 결과 및 선행연구는 fructose 1,6-bisphosphate

가 Calvin 회로와 전분생합성 과정에서 regulator로 작용할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함.

 

Fig. 1.107 Expressional confirmations for key genes involved in starch over-accumulation 

in mutants.

- Transcriptome DEG 결과 및 KEGG mapping 분석결과를 통해 선발한 주요 유전자

의 발현 양상을 확인하기 위하여 quantitative RT-PCR를 수행함 (Fig. 1.107). 

transcriptome 분석과 동일한 조건에서 변이체를 배양 후 RNA를 추출했고 cDNA를 

합성하여 RT-PCR 분석을 수행함. 그 결과 PGM1은 대조구인 cc124에 비해 발현량

이 4배 이상 증가하였고, FBA1, 2 는 상당히 감소하였음. 이 분석 결과는 

transcriptome analysis 결과와 유사 양상을 보이는 결과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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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1.108 Expressional confirmations for key genes involved in starch over-accumulation 

in mutants.

- ACS2는 대조구인 cc124에 비해 발현량이 상당히 감소하였음 (Fig. 21.108). 또한 

ACS3는 전분 과축적 변이체 sm162에서는 명확히 감소하는 경향을 확인함. 또한 

sm142와 sm181에서도 감소하는 경향성을 보임. 이러한 quantitative RT-PCR 결과

는 transcriptome analysis 결과와 유사한 양상을 보이는 것을 확인함.

Fig. 1.109 Scheme of starch over-accumulation in C. reinhardtii high-starch mutant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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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ranscriptome analysis와 quantitative RT-PCR 결과를 바탕으로 전분 생합성에 주

요한 역할을 하는 PGM1, PGI1, PCK1 그리고  FBA 1,2의 상관관계에 대한 모형을 

starch biosynthesis와 glycolysis pathway를 이용하여 확립하였음. 또한 

post-glycolytic pathway상의  ACS2와 ACS3도 전분 생합성에 영향을 미치는 것을 

확인하여 모델로 제시함.  이러한 전분 생합성 및 축적에 관여하는 유전자들의 상

관관계 모형을 Fig. 1.109에 나타내었음.   

(3) 고온내성/섬유소 분해능 향상 균이류 선발

○ 균이류 방사선 조사 조건 확립을 위한 방사선 감수성 검정 

- 균사체 생장률에 따른 일차 방정식 Y=-1.0471X + 0.9986 (R2=0.9991)을 구하고,  D10 

value (10% 생존률, 방사선감수성) 0.86kGy와 LD99 선량 0.94kGy을 구함 (Table 1.100, 

Fig. 1.110). 

- Lentinula edodes, KACC42378균주 균사체에 감마선 (Co60) 0.94kGy (LD99) 조사하여 돌

연변이체 유도함.

Table 1.00 Mycelial growth of Lentinula edodes after gamma ray radiation (mean±SD, cm)

Lentinula Gammaray (kGy)

edodes 0 0.2 0.4 0.6 0.8 1

KACC42378

4.03±0.06 3.58±0.06 2.64±0.43 1.62±0.13 0.53±0.02 -

(10days)

Fig. 1.110 Raditation sensitivity (D10, kGy) of Lentinula edod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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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배지 (PDA) 내  고성장 돌연변이체 선발; 1종

- LER277 돌연변이체 균사체 생장이 8.7% 증가함 (유의 수준, p<0.01), (Fig. 1.111).

  

Fig. 1.111 Mycelial length of mutants on PDA 

○ 고온 환경에서 생장 증가 돌연변이체 선발; 2종

- LER168 돌연변이체는 고온 (30°c)에서 야생형에 비해, 균사체 생장이 53% 증가 (Fig. 

1.113, Table 1.101).

- LER180 돌연변이체는 고온 (30°c)에서 야생형에 비해, 균사체 생장이 60% 증가 (Fig. 

1.113, Table 1.101).

- LER195 돌연변이체는 저온 (15°c)에서 야생형에 비해,  균사체 생장이  23% 증가 (Fig. 

1.113, Table 1.101).

Fig. 1.112 Mycelial length of mutants at various temperature on PD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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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1.113 Mycelial length of mutants at various temperature on PDA 

Table 1.101 Ratio of mycelial length to the control temperature (25°C).

　 30/25(°C) 20/25(°C) 15/25(°C) 30/25(°C) 20/25(°C) 15/25 (°C)

WT 0.31 0.94 0.68 LER175 0.41 0.95 0.64

LER110 0.17 0.93 0.72 LER176 0.35 0.94 0.58

LER121 0.40 0.93 0.59 LER178 0.43 0.93 0.60

LER127 0.13 0.98 0.72 LER180 0.46 0.93 0.63

LER130 0.34 1.00 0.74 LER181 0.43 0.90 0.64

LER132 0.36 0.75 0.45 LER182 0.42 0.93 0.58

LER133 0.37 0.79 0.51 LER184 0.41 0.98 0.64

LER144 0.45 1.01 0.68 LER186 0.34 1.01 0.72

LER159 0.40 1.00 0.68 LER193 0.39 0.92 0.55

LER162 0.25 0.92 0.66 LER195 0.32 0.97 0.80

LER168 0.45 0.91 0.61 LER197 0.42 0.96 0.65

LER174 0.41 0.95 0.64 　 　 　 　

○ 섬유소 분해능 향상 돌연변이체 선발; 11종

- LER277 돌연변이체는 0.5%, 1%, 1.5% CMC 배지에서 야생형에 비교하여 각각 43.3%, 

63.6%, 9.8% 균사체 생장이 증가함. 반면에 2% CMC 배지에서는 18.3% 균사체 생장이 

감소함 (Fig. 1.114, Fig. 1.116).

- LER296 돌연변이체는 0.5%, 1%, 1.5%, 2% CMC 배지에서 야생형에 비교하여 각각 

64.5%, 90%, 11.1%, 24.5% 균사체 생장이 증가함 (Fig. 1.114, Fig. 1.116).  

- LER160, LER186, LER195, LER216, LER220, LER242, LER264, LER289, LER259 돌연

변이체는 0.5% CMC에서 균사체 생장이 2배 이상 증가함 (Fig. 1.1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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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Fig. 1.114 Mycelial length of mutants at various concentration of CMC.

Fig. 1.115 Mycelial length of mutants at 0.5% of CMC.

 

Fig. 1.116 Cellulase activity with Congo red staining in WT, LER277, and LER299.

○ 섬유소 분해 관련 유전자를 확보하기 위하여 돌연변이체 LER277, LER296의 

transcriptome 서열 분석

- PDA와 1% CMC 배지에 2반복으로 배양한 야생종(LE), 돌연변이체 LER277, LER299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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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 12 sample의  sequencing 완료하여 1G이상 data  확보함.

- 분석을 전처리 수행 (trimming  후 25bp 제외) 결과  raw data 대비 79.26%~87.01% 

데이터가 확보 되어, 분석을 위한 충분한 data가 확보됨 (Table 1.102).

Table 1.102 sequencing preprocessing data (LengthSort data)

(4) 변이 균이류자원 전사체 분석을 통한 분자메커니즘 연구

○ Cellobiohydrolase (cel6B)

- 야생형 (L. edodes KACC42378)과 섬유소 분해력이 향상된 돌연변이체 LER277에서  

cellobiohydrolase, cel6B 유전자 1335bp를 증폭하여, pCRTMGWTOPO  vector에 

cloning 함. Colony PCR를 통해 cel6B 유전자를  cloning하였음 (Table 1.103, Fig. 

1.117).

- 야생형과 돌연변이체의  cel6B 염기서열을 비교했을 때, 염기서열 변이 없음. 

○ Cellobiohydrolase (cel7A)

- 야생형 (L. edodes KACC42378)과 섬유소 분해력이 향상된 돌연변이체 LER277에서  

cellobiohydrolase, cel7A 유전자 1551bp를 증폭하여, pCRTMGWTOPO  vector에 

cloning 함. Colony PCR를 통해 cel7A 유전자가 cloning하였음 (Table 1.103, Fig. 

1.1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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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돌연변이체 LER277의 cel7A 염기서열은 야생형 (L. edodes KACC42378)과 비교하

여, 5개 염기 (T→C, 201, 285 and 744 nt; A→G, 524 nt; C→T, 540 nt)가 치환 

(Subtitution)되고, 6염기반복서열 (GGCACC, within 1375-1392 nt)이 삽입됨 (Table 

1.104). 5개 염기 치환은 아미노산서열에는 변화가 없음. 6염기반복서열삽입은 

cel7A단백질의 serine/threonine/glycine-rich linker내의 GT repeat를 신장시킴 (Fig. 

1.118). Cellulase의 linker 영역은 효소 활성, stability, domain 사이에 flexibility, 

substrate specificity에 영향을 미침. linker length은 6-59으로 다양하며, linker 

length가 길어짐에 따라 flexibility를 증가시키고, protease resistance가 감소하는 경

향을 나타냄. linker내 serine과 threonine은 O-glycosylation에 의해 protease 

resistance를 증가시킴. ; 따라서, LER277 돌연변체의 cel7A 단백질의 linker의 GT반

복서열 증가는 cel7A 단백질의 flexibility 및 protease resistance를 증가시킴으로써, 

돌연변이체의 섬유소분해능 향상에 기여할 것으로 사료됨. LER277 돌연변이체 내

의 GGCAAC insertion은 strain 선발을 위한 marker로 이용 가능. 

Table 1.103 Gene specific primer sequence for full cDNA 

Gene Primer name sequence mer GC TM

cel6B
cD_cel6B_F 

ATG AAG ATT ACT TCC ACT GGC TTA   CTT 
G  

28
39.2
9

66.3

cD_cel6B_R CTA TAG AGG AGG GTT GGC CTT TTC 24
50.0
0

66.0

cel7A
cD_cel7A_F ATG TTC CGA ACA GCA GCT CTC C 22

54.5
5

69.1

cD_cel7A_R CTA CAA ACA TTG ACT GTA GTA AGG   CCC 27
44.4
4

65.7

 

    

Fig. 1.117 Colony PCR of cel6B and cel7A in pCRTMG야생형OPO  vecto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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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1.104 Sequence analysis of cel7A in wild type and LER277  

Necleotide position L.edodes   Stamets CS-2 L.edodes   KACC42378 LER277

Substitution

201 C T C
226 A G G

285 T T C
524 G A G
540 T C T
744 T T C

1218 T C C

1236 C T T

1239 T C C

1248 T C C

1371 C T T

1374 C T T

1392 T C C

1395 T C C 

1401 C T T

1464 T C C

Hexanucleotide   
repeat insertion

1375-1392 - - GGCACC

Bold represents different nucleotides from L.edodes KACC42378

Fig. 1.118 Schematic domain architecture of cel7A protein. A 

serine/threonine/glycine-rich linker showed sequence variation between wild type and 

LER277. From left to right, I; 1-18 (18aa); signal peptide, II; 21-449 (429 aa); glycoside 

hydrolase family 7 catalytic domain, III; 450-478 (29 aa); a serine/threonine/glycine-rich 

linker, IV;483-516 (34 aa); fungal type cellulose binding domain (fCBD). Scale bar 

represents 50 aa. 

(2) 섬유소 분해 효소 유전자 발현 및 효소 활성 조사

○ 섬유소분해 증가 돌연변이체 분리 

- 섬유소분해 증가 돌연변이체를 분리하기 위하여, 야생형의 균사체에 감마선 (60Co,  

 LD99=0.94kGy)를 조사한 후, 1% CMC agar plate에서 균사 생장이 빠른 돌연변이체

를 선발함.

- 20일째, 1% CMC agar plate에서 LER120, LER121, LER277R80, LER277R88, 

LER277R140이 야생형보다 각각 57%, 27%, 17%, 75%, 78% 균사 길이생장이 증가함 

(Fig. 1.1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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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1.119 Mycelial length of wild type and mutants in 1% CMC agar plate. Data 

indicates mean ± SD of  20 replicates. (***;  p<0.001).  

     

○ 섬유소 분해효소 유전자 발현 조사

- 섬유소분해효소 Endocellulase (Lecel5, Lecel12A), exocellulalse (cel6B, cel7A),β

-glucosidase (BGL) 유전자의 발현을 조사하기 위하여, specific primer set을 이용하

여 qRT-PCR를 수행함 (Table 1.105). 

- 섬유소 분해증가 돌연변이체 LER120, LER121, LER277R80, LER277R88, 

LER277R140에서 β-glucosidase (BGL)가 각각 5.4, 6.1, 5.9, 9.1, 9.6배  발현이 증가

함 (Fig. 1.120). 

Table 1.105 Specific primer sequence used in qRT-PCR

Gene name Sequence

Reference β-actin     
Forward   5’- GTGCTCCTGAGGCCCTCTT-3’

Reverse   5’- GGATTCCGGCAGCTTCTAAA-3’

β-glucosidase LeBGL
Forward   5’- GGATATTTGAGGACGGAAGGC-3’

Reverse   5’- CCAATAAGTATCCAGTCGCCAG-3’

Endoglucanase

Lecel5
Forward   5’- GTGATTTGATCTGGCAAGCTG-3’

Reverse   5’- ACACATATACATCACTTCCAGGG-3’

Lecel12A
Forward   5’- CACTGCAAAGGGCGTACAGCTC

Reverse   5’- GACAGGTTGGATACCTCCTTGGC

Exoglucanase

cel6B
Forward   5’- TCCTTCCCTGCTCATTTCATC

Reverse   5’- TTACACCAGTCACCCCATTG

cel7A 
Forward   5’- CTACACCAACTGCTACACCG-3’

Reverse   5’- TTCGTAATCAGCCCCATCAAG-3’

Fig. 1.120 Expression of cellulase genes using qRT-PCR. Error bars indicate standard 

deviation of  triplicates. Expression  levels of  each gene in LE (wild type) were set to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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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생형과 돌연변이체의 BGL유전자 cloning 

- 야생형과 돌연변이체  LER121, LER277R80, LER277R88, LER277R140의 각각의 

total RNA로부터 cDNA 합성후, BGL유전자 2,249bp를 증폭하여 pCRTMGWTOPO  

vector에 cloning 함. 

- 돌연변이체  LER277R80, LER277R88, LER277R140의  BGL 아미노산 서열은 야생

형과 비교하여 변화가 없었음 (Fig. 1.121). 

; 따라서, 이들 돌연변이체에서 BGL activity 증가는 BGL유전자의 transcriptional 

regulation에 의한 것임을 알  수 있음.    

    

Fig. 1.121 Amino acid Sequence of β-glucosidase  in wild type,  LER121, LER277R80, 

LER277R88 and LER277R140.

○ MBP::BGL단백질 E.coli BL21 (DE3)에서 발현

- BGL 유전자는 본 연구에서 발굴한 β-glucosidase로서, β-glucosidase 활성을 조사

하기 위하여 E. coli  단백질 발현 벡터 (gMAL vertor; MBP taq)에 cloning함. 단백

질 발현을 위하여 E.coli BL21 (DE3)에 형질전환함. MBP::BGL단백질을 발현시키기 

위하여, 37 ℃에서 O.D. 0.4, 0.6, 0.9이 될 때 까지 배양한후  IPTG 농도가 0.3, 0.5, 

1 mM가 되도록 100 mM IPTG 처리함. Soluble한 MBP::BGL 단백질을 얻기 위하여, 

37℃에서 OD 0.45가 될 때까지 배양한후에 IPTG 농도가 0.3 mM이 되도록 100 mM 

IPTG를 넣은 다음, 각각 37℃와 16℃에서 배양한후 단백질을 분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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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IPTG 농도와 무관하게 MBP::BGL 단백질이 발현됨 (Fig 1.122). 

; 37℃에서는 MBP::BGL 단백질 insoluble한 반면, 16℃에서 soluble한 MBP::BGL단백질

이 발현되었음 (Fig. 1.123).  

 

Fig. 1.122 Expression of MBP::BGL protein in E.coli BL21 (DE3).

Fig. 1.123 Solubility of MBP::BGL protein in E.coli BL21 (DE3).

○ L. edodes KACC42378 transcripts sequences의  De novo 어셈블리

- Short reads의 전처리 과정을 통과한 cleaned reads을 이용해 velvet (version 

1.2.08)과 Oases (version 0.2.08) 프로그램의 정식 프로토콜에 따라 어셈블리를 수행

함.

- 그 결과, L. edodes KACC42378 RNA seq을 통하여, total transcripts 43, 956개,  

representative transcripts 10,592개가 어셈블리됨. Total transcripts은 contig 조각의 

서로 다른 모양 (splicing form)으로 인하여 동일한 유전자 영역 (locus)에 다수의 

transcript form이 생겨난 것을 말함. locus번호가 같은 것을 동일한 유전자로 봄. 

Representative transcripts는 total transcripts 중에서 유전자영역 (locus)마다 대표 

transcripts를 하나씩 선발한 것을 말함(Table 1.1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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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1.106 De novo assembly 

○ Annotation

- Total transcripts의 기능분석을 수행하기 위하여, NR, Uniprot sprot, GO, KOG DB

의 아미노산 서열과 BLASTX filter 기준: e-value ≤1e-10, bestMatch)를 통해 

annotation을 수행함 (Table 1.107)

- Representative transcript의 71.0%가 annotation됨. 

  

Table 1.107 Annotation 

  

  

○ 야생형과 LER277에서 발현차이가 유의한 유전자 선발

- 샘플간 유의하게 발현되는 유전자 (DEGs; Differentially Expressed Genes) 선발은 

DESeq library에 포함된 방법론을 사용하여 분석함. 각 유전자에 발현값이 샘플간에 

비교에서 2배 이상 발현 차이를 구분하는 2 fold change 방법과 adjust P-vale 

(FDR)애 0.01 이하를 만족하는 binomial test 방법을 동시에 사용함. 앞의 기준을 만

족하는 유전자 중에서 log2 (fold change)의 값이 1보다 크면 up-regulation, -1보다 

작으면 down regulation 되었다고 판정함. 

- 야생형에 비해 LER277 돌연변이체에서 131개 유전자의 발현이 증가하고, 124개 유

전자의 발현이 감소함 (Fig. 1.124)

; 이들 유전자들에 대하여  기능분석을 하기 위하여 gene ontology (GO) 분석을 수행

함 (Fig. 1.125)

; 이들 유전자중에서, LER277돌연변이체의 섬유소분해증가와 일치하게 섬유소 분해효

소 유전자인, β-glucosidase Ledodes1SL 001194t009 (GH3, 3.3배), endoglucanase  

Ledodes1SL 002985t001 (GH5/CBM1, 5배),  Ledodes1SL 006395t001 (GH12, 3.2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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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xoglucanase GH6/CBM1 (cel6B, 2.7배), Ledodes1SL 000853t001 (GH7, 9.8배), 

Ledodes1SL 006555t003 (GH7/CBM1, 3.2)의 발현이  증가함 (Table 1.107).

; 또한, 최근에 섬유소 분해에 효과적인 유전자로 알려진 lytic polysaccharide 

monooxygenase (LPMO) Ledodes1SL006635t001 (AA9/CBM1, 3.2배)의 발현이 증가함

(Table 1.108).

; 따라서, LER277돌연변이체의 섬유소 분해 증가는 섬유소 분해 효소유전자들의 

transcriptional up-regulation에 의한 것을 알 수 있음.  

; LER277 돌연변이체에서의 섬유소분해 효소 유전자들의 transcriptional regulation을 

조절하는 메카니즘의 연구 필요함.

Fig. 1.124 Differencially expressed genes(DEGs) between wild type and LER277.

Fig. 1.125 GO functional analysis of DEGs between wild type and LER 27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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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1.108 Up-regulated cellulase genes in LER277

Assembled   transcripts CAZy Enzyme activity

wild type 

read   

count

LER277

read   

count

Fold   

Change

Ledodes1SL001194t009 GH3 β-glucosidase 1,232 4,123 3.3

Ledodes1SL006395t001 GH12 Endoglucanase 327 1058 3.2

Ledodes1SL002985t001 GH5/CBM1 Endoglucanase 159 882 5.5

Ledodes1SL002250t010 GH6/CBM1 Cellobiohydrolase   II 572 1,529 2.7

Ledodes1SL000853t001 GH7 Cellobiohydrolase   I 283 2,755 9.8

Ledodes1SL006555t003 GH7/CBM1 Cellobiohydrolase   I 1,506 4,846 3.2

Ledodes1SL006635t001 AA9/CBM1 LPMO 265 857 3.2

(4) qRT-PCR을 이용한 섬유소 분해 관련 유전자의 발현패턴 재확인

- RNA seq 결과가 유의한지를 보기 위해서, 유의미한 차이를 보이는 유전자들에 대

하여  qRT-PCR를 수행함 (Ledodes1SL 002250t010; cel6B, Ledodes1SL 000853t001; 

GH7, Ledodes1SL 000468t004; GH128, Ledodes1SL 002985t001; GH5, Ledodes1SL 

001076t004; CE16, Ledodes1SL 001194t009;GH3, Ledodes1SL006635t001; GH61).

- 그 결과, RNA seq 결과와 qRT-PCR 결과가 같은 패턴을 보임을 확인함 (Fig. 

1.126).

Fig. 1.126 Transcriptional expression of cellulase genes of 야생형 and LER277 grown on 

1% CMC aga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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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섬유소 분해에 관련된 유전자 분석

○ L. edodes KACC 42378과 LER277 돌연변이체의 섬유소 분해 효소 분석 

- L. edodes에서 섬유소 분해 효소 유전자에 대한 연구는 매우 미비함. 오직 

exoglucanse cel6B, cel7A, endoglucanase Lecel12A, β-glucosidase Lxyl-p1-1, 

Lxyl-p1-2가 알려져 있음. 따라서, Carbohydrate-active enzyme genes (CAZymes) 

database와 BLASTP search를 통해서, 섬유소분해효소를 분석함.

- Exoglucanase 8개, endoglucanase 21개, β-glucosidase 19개, 최근에 섬유소 분해에 

효과적인 유전자로 알려진 lytic polysaccharide monooxygenase(LPMO) 12개가 분포

함.

; 야생형과  LER277의 exoglucanase GH7 유전자들의 transcript level를 비교해 보면, 

기존에 알려진 exoglucanase cel7A (Ledodes1SL002869t002) 보다 Ledodes1SL 

006555t003 (GH7/CBM1), Ledodes1SL000853t001 (GH7)의 발현이 크게 증가하고, 절

대발현량도 각각 10배, 24배 높음. 

; 따라서, 기존에 알려진  cel7A  보다 Ledodes1SL006555t003 (GH7/CBM1), 

Ledodes1SL000853t001 (GH7)이 LER277 돌연변이체의 cellulase activity에 영향을 줄 

것으로 사료됨.  

○ Lentinula edodes(표고버섯)에서 transcriptome 분석

 ; 야생형과 섬유소분해능증가 돌연변이체 LER277에서 RNA seq을 수행한 후, de 

novo assembly을 통하여, Lentinula edodes의 전사체의 바이오매스 분해 유전자들의 

발현을 조사함.

- 야생형에 비하여 LER277에서 PDA 배지에서는 25개 유전자가 2배 이상 감소하고, 

30개 유전자가 2배 이상 증가함. 이에 반하여, CMC 배지에서는 야생형에 비하여 

LER277에서 113개 유전자가 감소하고, 123개 유전자가 증가함. PDA배지와 CMC배

지 모두에서 11 유전자가 감소하였고, 10개 유전자가 증가함 (Fig. 1.127).

`

Fig. 1.127. Differentially expressed genes of wild type (LE) and LER277 in PDA (P) and 

1% CMC (C1) medi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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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CAZy 유전자 분석

; 섬유소분해능 증가에 기여한 cellulase 유전자를 찾기 위하여, CMC 배지에서 야생형

에 비하여 돌연변이체에서 2배 이상 증가한 유전자를 대상으로 Carbohydrate active 

enzymes(CAZymes) Analysis Toolkit를 이용하여, CAZy 유전자를 분류함.

- 섬유소 분해에 관여하는 cellobiohydrase, endoglucanase, β-glucosidase, LPMO 유

전자 모두가 발현이 증가함, 또한, 바이오매스의 다른 구성 성분인 Xylose의 분해 

효소인 xylanase을 포함하여, 몇 개의 CAZy 유전자들의 발현이 증가함(Table 

1.109).

- 이 결과는, Pencicillium oxalicum과 같은 곰팡이에서의 섬유소분해 메카니즘과 같이 

L. edodes도 cellulases와 xylanase의 발현을 조절하는 co-regulator가 존재하고, 돌연

변이체에서 repressor가 억제되거나 activator가 활성화 될 가능성을 제시함.

Table 1.109 CAZy genes expression in the wild type and LER277 in 1% CMC media

Assembled transcripts CAZy Enzyme activity

wild 

type 

reads 

LER277

reads 
Fold Change

Ledodes1SL002250t010 GH6/CBM1 Cellobiohydrolase II 572 1,529 2.7

Ledodes1SL000853t001 GH7
Cellobiohydrolase I

283 2,755 9.8

Ledodes1SL006555t003 GH7/CBM1 1,506 4,846 3.2

Ledodes1SL006395t001 GH12 Endoglucanse 327 1058 3.2

Ledodes1SL001194t009 GH3 β-glucosidase 1,232 4,123 3.3

Ledodes1SL000468t004 GH128 Endo-β-1,3-glucanase 3,482 15,960  

 

4.6

Ledodes1SL006635t001 AA9/CBM1 LPMO 265 857 3.2

Ledodes1SL006602t005 GH2 β-mannosidase 981   2,433   2.5

Ledodes1SL002985t001 GH5/CBM1 β-mannosidase 159 882 5.5

Ledodes1SL000741t004 GH10 Endo-β-xylase 

precusor

306   651   2.1

Ledodes1SL000769t002 GH11|CBM1 Xylanase 463   1108   2.3

Ledodes1SL001535t001 GH13 α-amylase 273   548   2.0

Ledodes1SL001673t003 CE1|CBM1 Acetylxylan esterase 215   803   3.7

Ledodes1SL006358t001 CE10 Carotenoid ester lipase 
precursor

329 2,244   6.8

Ledodes1SL002841t001 CE10 α/β-hydrolase 216 1,325   6.1

Ledodes1SL007093t009 CE10
α/β-hydrolase 
fold protein

Ledodes1SL003132t003 CE16 Acetylesterase 221   517   2.3

Ledodes1SL001791t001 GT1 Glycosyltransferas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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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ocellulase 유전자 분석

; exocellulase 유전자 발현의 기질 특이성을 확인하기 위하여 PDB 배지에서 2주 배양

한 후, 최소 배지에 1% glucose(G)와 1% CMC(C)을 각각 첨가한 배지에 옮겨, 2 hr, 

8 hr, 16 hr, 26 hr, 52 hr, 3 d, 4 d, 5 d, 6 d, 7 d, 21 d 배양함. 각 샘플의 RNA를 

추출하고, cDNA를 합성 한 후에 qRT-PCR(95도 30sec, (95도 5초, 60도 30초) 

45cycles, 95도 30초)를 수행하여, exocellulase 유전자 발현을 분석함

- Exocellulase 유전자 cel7A, cel7B, cel7C, cel6B가 1 % CMC 배지에서 52 시간째에 

각각 35.7배, 98.8배, 47.7배, 167.4배 가장 많이 발현함(Fig. 1.128).

 Fig. 1.128. Exocellulase genes expression in CMC media.

(2) 고온성 돌연변이체 특성 분석

○ 섬유소분해능증가 돌연변이체(5종)의 고온성 돌연변이체 선발

     ; 섬유소분해능 증가 돌연변이체 LER120(m1), LER121(m2), LER277R80(m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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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ER277R88(m4), LER277R140(m5)의 온도 반응성을 보기 위해, 각각의 돌연변이체의 

agar plug을 PDA 배지에 접종하여 25 ℃와 30 ℃ 배양한 후 균사길이를 측정함. 

Fig. 1.129의 그래프는 각 온도에서 야생형의 균사 길이에 대한 돌연변이체 균사 길

이의 상대적 값을 나타냄. 

- 25 ℃에서는 야생형에 비하여 균사 길이에 차이가 없으나, 30 ℃에서 m5, m1, m2

가 각각 1.5배, 1.3배, 1.2배 증가하고, m3, m4는 야생형과 비슷함. 

Fig. 1.129 Mycelia growth of the wild type and cellulase activity enhanced mutants at 

25 ℃ and 30 ℃. 

○ 방사선 조사 고온성 돌연변이체 선발

; 고온성 돌연변이체를 선발하기 위하여, 야생형 표고 버섯의 균사를 PDA 배지에 

70~80% 배양한 후에 감마선(60Co, LD99=0.94kGy)를 조사함. 감마선 조사된 균사를 지

름 5mm 크기의 코르크 보러를 이용하여 PDA 배지에 접종한 후, 암상태에서 30도 

배양함. 2주 후에 감마선을 조사하지 않은 control과 비교하여, 균사 생장이 야생형

과 같거나 빠른 것을 1차 선발하고, 2주~4주 사이의 주간 생장률이 큰 것을 2차 선

발함. 선발한 라인은 30도에서 2주 간격으로 계대 배양한 후, 야생형을 대조구로 하

여, 25도 와 30도에서 균사생장을 비교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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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620개 접종으로부터 1차 9개(Tm1~Tm9), 2차 10개(Tm10~Tm19)를 선발함(Fig. 

1.130). 5번 계대 배양 후에, Tm3, Tm4, Tm5, Tm15 선발함. 각 돌연변이체는 25도

에서는 균사생장에 차이가 없지만, 30도에서 야생형에 비하여 균사 생장이 9일째 

각각 1.2, 1.2, 1.4, 1.7 배 증가함(Fig. 1.131). 

Fig. 1.130 1st screening of high temperature tolerance mutants by gamma ray radiation 

at 25 ℃ and 30 ℃. 

Fig. 1.131 Mycelia growth of high temperature tolerance mutants by gamma ray 

radiation at at 25 ℃ and 3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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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방사선육종 유전자원 대상 변이 메카니즘 기초연구

가. 방사선육종 유전자원 대상 유전체 구조 및 발현차이 검정

(1) 감마선 완, 급조사 유전체 발현양상 대량검정

○ 감마선 완, 급조사 벼 시료 RNA sequencing

- 벼 (품종 ‘일품’)의 생육 단계 중 분얼기의 생체를 대상으로 감마파이토트론을 

이용한 완조사 및 저준위조사시설을 이용한 급조사 처리 후 대조구 및 처리구 식물

체로부터 RNA를 추출함 (생물학적 2반복).

- 각각의 시료로부터 추출한 RNA를 대상으로 paired-end library를 제작하고 Illumina 

HiSeq 2500 플랫폼을 이용하여 101 bp paired-end sequencing을 수행한 결과 각 시

료별 평균 4.35 Gb (43.1 k reads)의 서열정보를 획득함.

- 각 시료별로 생산된 서열 데이터 (raw sequence data)에 대하여 전반적인 품질 검

정을 위한 base sequence quality, sequence quality scores, base sequence content, 

sequence GC content, duplicate sequences 분석을 수행한 결과 RNA-seq 데이터에 

이상이 없음을 확인함.

Fig. 2.1 Per base sequence quality of the RNA-seq reads. S3, stage 3 (tillering stage); 

A, acute irradiation; C, chronic irradiation; con, control; 200, gamma-ray 200 Gy 

treatmea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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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2.2 Per sequence quality scores of the RNA-seq reads. S3, stage 3 (tillering stage); 

A, acute irradiation; C, chronic irradiation; con, control; 200, gamma-ray 200 Gy 

treatmeat.

Fig. 2.3 Per base sequence content of the RNA-seq reads. S3, stage 3 (tillering stage); 

A, acute irradiation; C, chronic irradiation; con, control; 200, gamma-ray 200 Gy 

treatmea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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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2.4 Per sequence GC content of the RNA-seq reads. S3, stage 3 (tillering stage); A, 

acute irradiation; C, chronic irradiation; con, control; 200, gamma-ray 200 Gy treatmeat.

Fig. 2.5. Sequence duplication levels of the RNA-seq reads. S3, stage 3 (tillering stage); 

A, acute irradiation; C, chronic irradiation; con, control; 200, gamma-ray 200 Gy 

treatment.



- 229 -

○ RNA-seq 데이터 전처리 및 발현유전자 분석

- Read 상 N의 비율이 10% 이상이거나 정확도 낮은 서열이 40% 이상 포함되어 차후 

분석 전에 필터링 되는 low quality reads의 비율은 샘플별로 3.5 ~ 4.8% 정도 나타

났으며, 평균 6.7%가 제거됨.

- 벼 표준품종인 Nipponbare 유전체 서열상에 read 정렬을 수행하였을 때, 한 곳에만 

지도화 되는 uniquely mapped reads의 비율은 89.4%였으며, 유전체 서열상에 정렬

되지 않은 unmapped reads는 평균 3.7%였음.

Fig. 2.6 RNA-seq and read mapping summary of the acutely and chronically irradiated 

rice plants and their controls. A, acute irradiation; C, chronic irradiation; con, control; 

200, gamma-ray 200 Gy treatmeat.

- Nipponbare를 기준으로 유전체 서열 및 기존에 annotation 된 유전자 번역부위인 

CDS (coding DNA sequence)를 대상으로 하여 정렬된 read의 수를 비교한 결과 유

전체 서열에 비해 유전자 서열에 정렬된 read의 수가 모든 샘플에서 평균 2.8% 낮

았음. 이 현상은 주로 mRNA 서열이 가진 untranslated region에 기인하며, 기존에 

알려지지 않았던 alternative splicing에 의한 isoform 혹은 novel transcript에 의해 

일어났을 가능성도 있음.

Fig. 2.7 Comparison of the number of the aligned RNA-seq reads on the genome 

sequence and gene regions of Nipponbare.

- Nipponbare CDS에 대한 RNA-seq read들의 유전자 커버리지 양상은 모든 시료에서 

비슷한 패턴을 보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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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2.8 Gene coverage of the RNA-seq reads against the Nipponbare CDS.

- RNA-seq 결과의 전반적인 품질을 엿볼 수 있는 randomness 분포는 모든 시료에서 

비슷하게 고른 분포를 나타내어 수행 결과에 큰 문제가 없음을 확인하였음.

Fig. 2.9 RNA sequencing randomness of the rice samples.

- 기존에 알려진 유전자 정보에 기반하여 시료별 발현된 유전자의 수를 조사한 결과 

평균 27,784개로 대체로 비슷한 수치를 나타내었으며, 기존에 알려지지 않은 신규 

유전자의 개수도 평균 1,722개로 비슷하게 나타남.

Fig. 2.10 The number of expressed genes in the rice sampl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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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각 샘플마다 공통 발현한 모든 유전자에 대하여 각각의 발현양을 대상으로 

Pearson correlation coefficient를 계산한 결과, 생물학적 2반복한 시료 간에 상관계

수가 0.93 이상으로 높게 나타났으며, 이는 본 RNA-seq 결과 분석으로 얻게 될 특

이발현유전자 정보에 높은 신뢰도를 부여할 수 있음을 의미함.

Fig. 2.11 Pearson correlation coefficient among the rice samples based on FPKM values.

- 감마선 완, 급조사 처리구와 대조구의 유전자 발현 정도를 기반으로 특이발현유전

자 (differentially expressed genes, DEGs)를 q < 0.05를 기준으로 동정한 결과 급조

사에서는 7,269개, 완조사에서는 3,329개로 나타났으며, 이는 같은 선량을 짧은 시

간에 처리하는 급조사가 완조사에 비해 전반적인 유전자 발현에 더 많은 영향을 주

는 것을 의미함. 

Fig. 2.12 Identification of differentially expressed genes between acutely and chronically 

irradiated rice.

- 특이 발현 유전자를 대상으로 그 기능들에 대해 살펴보고자 gene ontology 및 



- 232 -

enrichment 분석을 수행한 결과 급조사 처리구에서는 114개, 완조사 처리구에서는 

90개의 enriched GO terms를 얻었음.

Table 2.1 Analysis of gene ontology and enrichment in the acutely and chronically 

irradiated rice

Groups # DEG # GO Molecular function Biological process
Cellular 

component
S3-A_RNA_con-1,S

3-A_RNA_con-2 

vs 

S3-A_RNA_200-1,

S3-A_RNA_200-2

5538 3562 14 / 1306 (1.1%) 82 / 1897 (4.3%) 18 / 359 (5.0%)

S3-C_RNA_con-1,

S3-C_RNA_con-2 

vs 

S3-C_RNA_200-1,

S3-C_RNA_200-2

2656 2467 9 / 856 (1.1%) 63 / 1344 (4.7%) 18 / 267 (6.7%)

- 감마선 200 Gy 급조사 처리시 Molecular Function 카테고리에서는 binding과 

catalytic activity 관련 유전자의 특이발현이 많았으며 14개 enriched GO terms의 

상세 정보는 아래 표와 같음.

Fig. 2.13 Distribution of enriched GO terms in the molecular function category for 

differentially expressed genes by gamma-ray 200 Gy acute irradi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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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2.2 Detailed information of enriched GO terms in the molecular function category 

for differentially expressed genes by gamma-ray 200 Gy acute irradiation

No. ACC p-value Category # Transcripts Definition

1 GO:0003824 1.28E-11 catalytic activity 354 catalytic activity

2 GO:0016491 4.94E-08 molecular_function 307
oxidoreductase 

activity

3 GO:0016853 3.12E-07 molecular_function 48 isomerase activity

4 GO:0016772 7.67E-07 catalytic activity 339

transferase 

activity, 

transferring 

phosphorus-contain

ing groups

5 GO:0016301 1.52E-06 transferase activity 290 kinase activity

6 GO:0003674 1.07E-05 molecular_function 269 molecular_function

7 GO:0004672 1.19E-05

transferase activity, 

transferring 

phosphorus-containing 

groups

340
protein kinase 

activity

8 GO:0003755 1.34E-05 isomerase activity 28

peptidyl-prolyl 

cis-trans isomerase 

activity

9 GO:0043565 7.29E-05
organic cyclic compound 

binding
119

sequence-specific 

DNA binding

10 GO:0004568 8.59E-05 hydrolase activity 16 chitinase activity

11 GO:0016740 0.000165 molecular_function 278 transferase activity

12 GO:0051536 0.000227 binding 29
iron-sulfur cluster 

binding

13 GO:0046914 0.00032 cation binding 7
transition metal 

ion binding

14 GO:0030170 0.000743
organic cyclic compound 

binding
48

pyridoxal 

phosphate binding

- 감마선 200 Gy 급조사 처리시 Biological Process 카테고리에서는 metabolic process와 

cellular process 관련 유전자의 특이발현이 많았으며 82개 enriched GO terms의 상세 

정보는 아래 표와 같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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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2.14 Distribution of enriched GO terms in the biological process category for 

differentially expressed genes by gamma-ray 200 Gy acute irradiation.

Table 2.3 Detailed information of enriched GO terms in the biological process category 

for differentially expressed genes by gamma-ray 200 Gy acute irradiation.

No. ACC p-value Category # Transcripts Definition

1 GO:0019288 5.83E-37
carbohydrate derivative 

metabolic process
104

isopentenyl diphosphate 

biosynthetic process, 

methylerythritol 

4-phosphate pathway

2 GO:0010027 3.41E-24 membrane organization 78
thylakoid membrane 

organization

3 GO:0006098 1.13E-21
organonitrogen compound 

metabolic process
77 pentose-phosphate shunt

4 GO:0009658 9.62E-19 cellular component organization 62 chloroplast organization

5 GO:0015995 3.31E-17
organonitrogen compound 

biosynthetic process
55

chlorophyll biosynthetic 

process

6 GO:0034660 8.33E-16 nucleic acid metabolic process 37 ncRNA metabolic process

7 GO:0010207 1.17E-15
protein complex subunit 

organization
53 photosystem II assembly

8 GO:0009902 2.86E-15
establishment of plastid 

localization
46 chloroplast relocation

9 GO:0008152 2.87E-14 metabolic process 380 metabolic process

10 GO:0016226 3.37E-14 cellular component biogenesis 46
iron-sulfur cluster 

assembl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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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 GO:0015979 7.73E-14 cellular process 65 photosynthesis

12 GO:0042793 1.36E-12
organic substance biosynthetic 

process
35

transcription from plastid 

promoter

13 GO:0016117 3.95E-12
organic substance metabolic 

process
47

carotenoid biosynthetic 

process

14 GO:0035304 1.53E-11
organic substance metabolic 

process
30

regulation of protein 

dephosphorylation
15 GO:0016556 3.84E-11 nucleic acid metabolic process 35 mRNA modification

16 GO:0055114 4.52E-11 single-organism process 367
oxidation-reduction 

process
17 GO:0009409 5.40E-11 response to abiotic stimulus 105 response to cold
18 GO:0006364 7.33E-11 nucleic acid metabolic process 83 rRNA processing

19 GO:0000023 1.27E-10 single-organism cellular process 40
maltose metabolic 

process

20 GO:0019684 1.58E-10 photosynthesis 36
photosynthesis, light 

reaction

21 GO:0009773 2.59E-10 single-organism cellular process 22

photosynthetic electron 

transport in photosystem 

I

22 GO:0019252 1.27E-09
organic substance metabolic 

process
56

starch biosynthetic 

process
23 GO:0009657 4.24E-09 cellular component organization 28 plastid organization
24 GO:0006399 7.34E-09 nucleic acid metabolic process 19 tRNA metabolic process

25 GO:0045036 1.20E-08
single-organism cellular 

localization
20

protein targeting to 

chloroplast

26 GO:0009073 1.26E-08
organonitrogen compound 

biosynthetic process
29

aromatic amino acid 

family biosynthetic 

process

27 GO:0006612 3.17E-08
single-organism cellular 

localization
30

protein targeting to 

membrane

28 GO:0019344 4.32E-08
alpha-amino acid metabolic 

process
36

cysteine biosynthetic 

process

29 GO:0019761 5.19E-08
glycosyl compound metabolic 

process
30

glucosinolate biosynthetic 

process

30 GO:0010363 9.60E-08 regulation of response to stress 31
regulation of plant-type 

hypersensitive response

31 GO:0008652 1.33E-07
organonitrogen compound 

biosynthetic process
32

cellular amino acid 

biosynthetic process

32 GO:0045893 2.85E-07

regulation of cellular 

macromolecule biosynthetic 

process

80

positive regulation of 

transcription, 

DNA-templated

33 GO:0006636 4.91E-07
monocarboxylic acid biosynthetic 

process
25

unsaturated fatty acid 

biosynthetic process

34 GO:0043085 2.22E-06 biological regulation 29
positive regulation of 

catalytic activity
35 GO:0016310 2.75E-06 cellular process 266 phosphorylation

36 GO:0009867 2.91E-06
response to oxygen-containing 

compound
31

jasmonic acid mediated 

signaling pathway

37 GO:0006655 3.11E-06 organophosphate biosynthetic 22 phosphatidylglycero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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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rocess biosynthetic process

38 GO:0000413 4.31E-06
cellular protein metabolic 

process
25

protein peptidyl-prolyl 

isomerization

39 GO:0006468 5.81E-06
cellular protein metabolic 

process
329 protein phosphorylation

40 GO:0009637 7.67E-06 response to abiotic stimulus 30 response to blue light

41 GO:0070838 1.06E-05
divalent inorganic cation 

transport
14

divalent metal ion 

transport

42 GO:0009695 1.07E-05
monocarboxylic acid biosynthetic 

process
22

jasmonic acid 

biosynthetic process

43 GO:0010103 1.21E-05 epithelium development 29
stomatal complex 

morphogenesis

44 GO:0019748 1.40E-05 single-organism process 12
secondary metabolic 

process

45 GO:0006733 1.56E-05 cellular metabolic process 11
oxidoreduction coenzyme 

metabolic process

46 GO:0006546 1.69E-05
alpha-amino acid metabolic 

process
16 glycine catabolic process

47 GO:0042742 2.47E-05 response to other organism 76
defense response to 

bacterium

48 GO:0009697 2.79E-05
organic hydroxy compound 

metabolic process
22

salicylic acid biosynthetic 

process

49 GO:0046686 2.96E-05 response to chemical 108 response to cadmium ion

50 GO:0009117 3.09E-05
organic substance metabolic 

process
12

nucleotide metabolic 

process

51 GO:0006520 3.15E-05
organic substance metabolic 

process
23

cellular amino acid 

metabolic process

52 GO:0010114 3.38E-05 response to red or far red light 25 response to red light

53 GO:0009862 3.96E-05
response to oxygen-containing 

compound
22

systemic acquired 

resistance, salicylic acid 

mediated signaling 

pathway

54 GO:0015994 3.97E-05
organic cyclic compound 

metabolic process
12

chlorophyll metabolic 

process

55 GO:0030003 4.74E-05 biological regulation 14
cellular cation 

homeostasis

56 GO:0009106 5.18E-05
organic substance metabolic 

process
11 lipoate metabolic process

57 GO:0009108 5.18E-05 cofactor metabolic process 11
coenzyme biosynthetic 

process

58 GO:0044272 5.18E-05 cellular metabolic process 11
sulfur compound 

biosynthetic process

59 GO:0010218 6.81E-05 response to red or far red light 25 response to far red light

60 GO:0009611 8.30E-05 biological_process 60 response to wounding

61 GO:0010310 8.51E-05 reactive oxygen species 19 regulation of hydroge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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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마선 200 Gy 급조사 처리시 Cellular Component 카테고리에서는 cell과 cell part 

관련 유전자의 특이발현이 많았으며 18개 enriched GO terms의 상세 정보는 아래 

표와 같음.

metabolic process
peroxide metabolic 

process

62 GO:0009072 0.000113
organic cyclic compound 

metabolic process
13

aromatic amino acid 

family metabolic process

63 GO:0016998 0.000129
cell wall organization or 

biogenesis
16

cell wall macromolecule 

catabolic process

64 GO:0000096 0.000146
organic substance metabolic 

process
11

sulfur amino acid 

metabolic process

65 GO:0006766 0.000146 single-organism process 11 vitamin metabolic process

66 GO:0000165 0.000179 cellular response to stimulus 28 MAPK cascade

67 GO:0042538 0.000261 response to salt stress 24
hyperosmotic salinity 

response

68 GO:0031348 0.000291 biological regulation 26
negative regulation of 

defense response

69 GO:0000272 0.000305
organic substance metabolic 

process
19

polysaccharide catabolic 

process

70 GO:0006984 0.000382 cellular response to stimulus 5
ER-nucleus signaling 

pathway

71 GO:0032544 0.000459
organic substance biosynthetic 

process
6 plastid translation

72 GO:0019853 0.000481
organic substance metabolic 

process
11

L-ascorbic acid 

biosynthetic process

73 GO:0009767 0.00052 single-organism cellular process 8
photosynthetic electron 

transport chain

74 GO:0010206 0.000524
cellular protein metabolic 

process
6 photosystem II repair

75 GO:0006032 0.000585
organonitrogen compound 

catabolic process
12 chitin catabolic process

76 GO:0006012 0.000719
single-organism carbohydrate 

metabolic process
10

galactose metabolic 

process

77 GO:0009863 0.000728
response to oxygen-containing 

compound
18

salicylic acid mediated 

signaling pathway

78 GO:0033014 0.000753
organonitrogen compound 

biosynthetic process
6

tetrapyrrole biosynthetic 

process
79 GO:0010020 0.000756 organelle fission 11 chloroplast fission

80 GO:0019375 0.000789
organic substance biosynthetic 

process
12

galactolipid biosynthetic 

process

81 GO:0006457 0.000816
cellular protein metabolic 

process
76 protein folding

82 GO:0006779 0.000884
organonitrogen compound 

biosynthetic process
8

porphyrin-containing 

compound biosynthetic 

proces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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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2.15 Distribution of enriched GO terms in the cellular component category for 

differentially expressed genes by gamma-ray 200 Gy acute irradiation.

Table 2.4 Detailed information of enriched GO terms in the cellular component category 

for differentially expressed genes by gamma-ray 200 Gy acute irradiation

No. ACC p-value Category # Transcripts Definition

1 GO:0009507 2.26E-81 cytoplasmic part 715 chloroplast

2 GO:0009570 7.42E-53 intracellular organelle part 261 chloroplast stroma

3 GO:0009941 6.17E-35 intracellular organelle part 208 chloroplast envelope

4 GO:0009535 6.79E-31 cell part 151
chloroplast thylakoid 

membrane

5 GO:0009579 8.94E-26 intracellular part 93 thylakoid

6 GO:0009534 7.17E-22 intracellular organelle part 72 chloroplast thylakoid

7 GO:0009543 1.76E-11 intracellular organelle part 29
chloroplast thylakoid 

lumen

8 GO:0031977 8.43E-10 thylakoid part 30 thylakoid lumen

9 GO:0009295 4.24E-09 nucleoid 19 nucleoid

10 GO:0010598 1.87E-07 membrane part 9

NAD(P)H 

dehydrogenase complex 

(plastoquinone)

11 GO:0010287 6.04E-07 intracellular organelle part 28 plastoglobule

12 GO:0009508 1.06E-05 intracellular organelle part 11 plastid chromosom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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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마선 200 Gy 완조사 처리시 Molecular Function 카테고리에서는 급조사와 마찬가

지로 binding과 catalytic activity 관련 유전자의 특이발현이 많았으며 9개 nriched 

GO terms의 상세 정보는 아래 표와 같음.

Fig. 2.16. Distribution of enriched GO terms in the molecular function category for 

differentially expressed genes by gamma-ray 200 Gy chronic irradiation.

Table 2.5. Detailed information of enriched GO terms in the molecular function category 

for differentially expressed genes by gamma-ray 200 Gy chronic irradiation

13 GO:0009523 1.23E-05 thylakoid part 22 photosystem II

14 GO:0016020 3.23E-05 membrane 571 membrane

15 GO:0031969 4.93E-05 intracellular organelle part 29 chloroplast membrane

16 GO:0010319 0.00034 intracellular organelle part 16 stromule

17 GO:0009654 0.000667 catalytic complex 13
photosystem II oxygen 

evolving complex

18 GO:0009706 0.000895 intracellular organelle part 24
chloroplast inner 

membrane

No. ACC p-value Category # Transcripts Definition

1 GO:0016168 2.81E-15 organic cyclic compound binding 19 chlorophyll bindi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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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마선 200 Gy 완조사 처리시 Biological Process 카테고리에서는 급조사와 마찬가지

로 metabolic process와 cellular process 관련 유전자의 특이발현이 많았으며 63개 

enriched GO terms의 상세 정보는 아래 표와 같음.

Fig. 2.17 Distribution of enriched GO terms in the biological process category for 

differentially expressed genes by gamma-ray 200 Gy chronic irradiation.

2 GO:0003824 1.73E-14 catalytic activity 207 catalytic activity

3 GO:0016491 2.59E-13 molecular_function 193
oxidoreductase 

activity

4 GO:0005507 1.06E-05 metal ion binding 55 copper ion binding

5 GO:0009055 2.54E-05 electron carrier activity 75
electron carrier 

activity

6 GO:0004568 3.13E-05 hydrolase activity 12 chitinase activity

7 GO:0015140 0.000125 substrate-specific transporter activity 5

malate 

transmembrane 

transporter activity

8 GO:0016798 0.000145 catalytic activity 28

hydrolase activity, 

acting on glycosyl 

bonds

9 GO:0050662 0.000566 binding 24 coenzyme bindi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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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2.6 Detailed information of enriched GO terms in the biological process category 

for differentially expressed genes by gamma-ray 200 Gy chronic irradiation

No. ACC p-value Category # Transcripts Definition

1 GO:0015979 5.74E-28 cellular process 63 photosynthesis

2 GO:0009637 2.78E-17 response to abiotic stimulus 34 response to blue light

3 GO:0055114 6.90E-17 single-organism process 229
oxidation-reduction 

process

4 GO:0010207 4.21E-16
protein complex subunit 

organization
39

photosystem II 

assembly

5 GO:0009657 2.65E-15
cellular component 

organization
27 plastid organization

6 GO:0035304 4.93E-15
organic substance metabolic 

process
26

regulation of protein 

dephosphorylation

7 GO:0010218 7.65E-15
response to red or far red 

light
29

response to far red 

light

8 GO:0010114 4.08E-14
response to red or far red 

light
28 response to red light

9 GO:0019684 6.48E-14 photosynthesis 30
photosynthesis, light 

reaction

10 GO:0019344 1.23E-13
alpha-amino acid metabolic 

process
32

cysteine biosynthetic 

process

11 GO:0006098 3.42E-13
organonitrogen compound 

metabolic process
44

pentose-phosphate 

shunt

12 GO:0009765 8.70E-13 photosynthesis, light reaction 15
photosynthesis, light 

harvesting
13 GO:0009409 3.74E-11 response to abiotic stimulus 66 response to cold

14 GO:0019288 8.11E-11
carbohydrate derivative 

metabolic process
44

isopentenyl 

diphosphate 

biosynthetic process, 

methylerythritol 

4-phosphate pathway
15 GO:0008152 1.48E-10 metabolic process 200 metabolic process

16 GO:0015995 3.15E-10
organonitrogen compound 

biosynthetic process
31

chlorophyll 

biosynthetic process
17 GO:0006364 6.41E-10 nucleic acid metabolic process 51 rRNA processing

18 GO:0018298 8.56E-10
cellular protein metabolic 

process
18

protein-chromophore 

linkage

19 GO:0042742 1.07E-09 response to other organism 55
defense response to 

bacterium

20 GO:0070838 2.46E-09
divalent inorganic cation 

transport
14

divalent metal ion 

transport

21 GO:0006612 4.19E-09
single-organism cellular 

localization
22

protein targeting to 

membrane

22 GO:0009658 9.35E-09
cellular component 

organization
31

chloroplast 

organization

23 GO:0016117 1.17E-08
organic substance metabolic 

process
28

carotenoid 

biosynthetic process

24 GO:0030003 1.26E-08 biological regulation 14
cellular cation 

homeostasis

25 GO:0009773 2.79E-08 single-organism cellular 15 photosyntheti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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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rocess
electron transport in 

photosystem I

26 GO:0010027 6.61E-08 membrane organization 34
thylakoid membrane 

organization

27 GO:0042793 1.11E-07
organic substance biosynthetic 

process
20

transcription from 

plastid promoter

28 GO:0005975 1.17E-07 primary metabolic process 101
carbohydrate 

metabolic process

29 GO:0010363 1.45E-07
regulation of response to 

stress
21

regulation of 

plant-type 

hypersensitive 

response

30 GO:0006636 1.10E-06
monocarboxylic acid 

biosynthetic process
17

unsaturated fatty acid 

biosynthetic process

31 GO:0009902 1.80E-06
establishment of plastid 

localization
22 chloroplast relocation

32 GO:0009697 3.89E-06
organic hydroxy compound 

metabolic process
16

salicylic acid 

biosynthetic process

33 GO:0043085 4.58E-06 biological regulation 19
positive regulation of 

catalytic activity

34 GO:0019252 4.65E-06
organic substance metabolic 

process
30

starch biosynthetic 

process

35 GO:0006032 5.32E-06
organonitrogen compound 

catabolic process
11

chitin catabolic 

process

36 GO:0043900 7.86E-06 multi-organism process 11

regulation of 

multi-organism 

process

37 GO:0010310 1.27E-05
reactive oxygen species 

metabolic process
14

regulation of 

hydrogen peroxide 

metabolic process

38 GO:0009595 1.34E-05 response to stimulus 11
detection of biotic 

stimulus

39 GO:0009651 2.06E-05 response to abiotic stimulus 70 response to salt stress

40 GO:0046283 2.29E-05
single-organism metabolic 

process
5

anthocyanin-containin

g compound metabolic 

process

41 GO:0019761 2.46E-05
glycosyl compound metabolic 

process
17

glucosinolate 

biosynthetic process

42 GO:0034660 2.53E-05 nucleic acid metabolic process 16
ncRNA metabolic 

process

43 GO:0009862 2.57E-05
response to oxygen-containing 

compound
15

systemic acquired 

resistance, salicylic 

acid mediated 

signaling pathway

44 GO:0016998 3.44E-05
cell wall organization or 

biogenesis
12

cell wall 

macromolecule 

catabolic process
45 GO:0031348 3.70E-05 biological regulation 18 negative regulation o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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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마선 200 Gy 완조사 처리시 Cellular Component 카테고리에서는 급조사와 마찬가

지로 cell과 cell part 관련 유전자의 특이발현이 많았으며 18개 enriched GO terms

의 상세 정보는 아래 표와 같음.

defense response

46 GO:0050832 9.98E-05 response to other organism 30
defense response to 

fungus

47 GO:0071423 0.000125 anion transmembrane transport 5

malate 

transmembrane 

transport

48 GO:0010155 0.000192 biological regulation 13
regulation of proton 

transport

49 GO:0015994 0.000226
organic cyclic compound 

metabolic process
8

chlorophyll metabolic 

process

50 GO:0009867 0.000228
response to oxygen-containing 

compound
17

jasmonic acid 

mediated signaling 

pathway
51 GO:0030001 0.000295 establishment of localization 20 metal ion transport

52 GO:0009817 0.000399 response to other organism 13

defense response to 

fungus, incompatible 

interaction

53 GO:0009627 0.000445 response to other organism 17
systemic acquired 

resistance

54 GO:0010264 0.000468
organic hydroxy compound 

metabolic process
10

myo-inositol 

hexakisphosphate 

biosynthetic process

55 GO:0010103 0.000475 epithelium development 16
stomatal complex 

morphogenesis

56 GO:0019253 0.000528
organic substance metabolic 

process
8

reductive 

pentose-phosphate 

cycle
57 GO:0006833 0.000557 establishment of localization 12 water transport

58 GO:0009768 0.000615 photosynthesis, light reaction 3

photosynthesis, light 

harvesting in 

photosystem I

59 GO:0016123 0.000669
organic substance metabolic 

process
5

xanthophyll 

biosynthetic process

60 GO:0009228 0.000801
organonitrogen compound 

biosynthetic process
5

thiamine biosynthetic 

process

61 GO:0055085 0.000823 establishment of localization 78
transmembrane 

transport

62 GO:0046686 0.000908 response to chemical 56
response to cadmium 

ion
63 GO:0000165 0.000965 cellular response to stimulus 16 MAPK cascad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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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2.18 Distribution of enriched GO terms in the cellular component category for 

differentially expressed genes by gamma-ray 200 Gy chronic irradiation.

Table 2.7 Detailed information of enriched GO terms in the cellular component category 

for differentially expressed genes by gamma-ray 200 Gy chronic irradiation

No. ACC p-value Category # Transcripts Definition

1 GO:0009507 3.11E-51 cytoplasmic part 388 chloroplast

2 GO:0009535 9.46E-41 cell part 118
chloroplast thylakoid 

membrane

3 GO:0009534 1.25E-34 intracellular organelle part 66 chloroplast thylakoid

4 GO:0009579 5.79E-33 intracellular part 76 thylakoid

5 GO:0009570 1.41E-25 intracellular organelle part 134 chloroplast stroma

6 GO:0009941 7.83E-24 intracellular organelle part 119 chloroplast envelope

7 GO:0009523 1.91E-15 thylakoid part 27 photosystem II

8 GO:0009522 4.26E-15 thylakoid part 20 photosystem I

9 GO:0010287 2.77E-14 intracellular organelle part 28 plastoglobule

10 GO:0031977 1.20E-11 thylakoid part 24 thylakoid lumen

11 GO:0009543 1.41E-11 intracellular organelle part 22
chloroplast thylakoid 

lumen

12 GO:0010319 2.17E-07 intracellular organelle part 15 stromule

13 GO:0048046 1.20E-06 cellular_component 73 apoplas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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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이온화에너지원 (Biorisk 노출, 양성자빔) 조사에 따른 생물영향 연구

○ 우주환경 노출 및 양성자빔 조사에 의한 생리, 생화학적 식물영향 검정

- 일품벼 (Oriza sativa L. cv Ilpum)의 종자를 우주정거장 (ISS) 외부 Biorisk 에 탑재

하여 우주환경에 노출시킨 종자(BR)와 경주 양성자가속기 조사시설에서 100 

Gy(Pro-100), 200 Gy(Pro-200), 400 Gy(Pro-400) 조사한 종자를 발아시켜 각각의 생

육 결과를 비교하였음.

- 종자의 발아 형태 확인 결과 대조구 대비 양성자빔 처리구는 비교적 정상적으로 

발아하는 반면 BR의 경우 구부러진 형태로 발아하였음.

Fig. 2.19 Comparison of rice seed germination shapes by cosmo- and proton-irradiation.

- 파종 1개월 후 식물 생장을 비교한 결과 BR은 대조구에 비해 지상부와 지하부의 

생육 모두 저하되었음. 양성자빔 처리구의 식물체 또한 지상부와 지하부 생육이 대

체로 저하되었으며, 선량이 증가할수록 생육 저하가 컸는데 지하부에서 그 경향성

이 더 뚜렷하였음.

- 종자의 발아율 검정 결과 대조구의 발아율이 94%인 것에 비해 BR의 발아율은 59%

로 크게 낮아졌으며, 양성자빔 100 Gy, 200 Gy, 400 Gy 처리구의 발아율은 각각 

85%, 86%, 81%로 다소 떨어졌음.

14 GO:0016020 4.26E-06 membrane 300 membrane

15 GO:0009538 4.45E-06 thylakoid part 5
photosystem I reaction 

center

16 GO:0009654 3.15E-05 catalytic complex 11
photosystem II oxygen 

evolving complex

17 GO:0009536 0.000202 cytoplasmic part 38 plastid

18 GO:0030076 0.000394 intracellular part 5 light-harvesting complex



- 246 -

Fig. 2.20 Growth characteristics of cosmo- and proton-irradiated rice seeds.

- Biorisk, 양성자빔 노출에 의한 생체 내 라디칼 생성과 제거 검정을 위하여 클로

로필과 카로티노이드 함량 측정 결과 모두 비슷한 경향을 보임. 클로로필 a, b, 및 

총 클로로필의 함량 모두 양성자빔 처리구에서는 대체로 증가하였으며, BR은 대조

군 대비하여 50% 가량 낮았음. 카로티노이드의 경우 대조군, Pro-100, Pro-200, 

Pro-400 각각 1.10, 1.23, 1.20, 1.37 mg g-1 fresh weight로 큰 차이를 보이지는 않

았지만 소폭 증가하였으며, BR에서는 0.44 mg g-1 fresh weight로 절반 이상 감소하

여 클로로필 및 카로티노이드 모두 대조구 대비 낮아지는 경향이 나타남.

Fig. 2.21 Measurement of the chlorophyll and carotenoid content in cosmo- and 

proton-irradiated rice. (A) Chlorophyll a (B) Chlorophyll b (C) Total chrorophyll (D) 

Carotenoid conten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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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표적인 항산화 효소인 catalase (CAT), peroxidase (POD), ascorbate peroxidase 

(APX), superoxide dismutase (SOD)의 활성을 분석하여 스트레스 반응 정도를 확인

함. CAT는 양성자 100 Gy, 400 Gy 처리구에서 대조구 대비 높게 나타났으며, BR에

서는 활성이 절반 정도로 감소하였음. POD는 조사된 모든 식물체가 대조구 대비 

활성이 소폭 상승하였으나 뚜렷한 차이를 볼 수 없었음. APX는 양성자 400 Gy 처

리구를 제외한 나머지에서 높은 활성을 보였음. SOD는 조사된 모든 식물체가 대조

구 대비 활성이 증가하였으며, Br에서는 2배 증가함. BR에 대한 CAT 활성을 제외

하고는 대체로 모든 항산화 효소가 이온화 에너지 처리 후 발아한 식물체에서 효소 

활성이 높아지는 것으로 보아 이온화 에너지원 조사에 따른 스트레스에 대한 적응 

기작으로 항산화 효소의 발현이 증가하는 것으로 추정됨. 

Fig. 2.22 Antioxidant enzyme activity in cosmo- and proton-irradiated rice. (A) Catalase 

activity (B) peroxidase activity (C) APX activity (D) SOD activity.

- 방사선 조사에 따른 프리라디칼의 생성 정도를 확인하기 위해 ESR 분석을 수행함. 

ESR은 -OH나 O2
-같은 홀전자에 영향을 받아 주파수가 변동하므로, 그 변화를 측정

하여 ESR의 가장 최대 점을 기준으로 좌우 면적을 계산하여 프리라디칼의 양을 확

인 할 수 있음. 포 내 프리라디칼을 측정한 결과 양성자빔을 조사한 Pro-100 

(1878.92 a.u.)의 프리라디칼이 가장 높게 나타났고, 우주방사선에 노출된 BR 

(1765.78 a.u.) 역시 대조군 (1193.09 a.u.)보다 높게 나타난 것을 확인함. Pro-200 

(1194.3 a.u.) Pro-400 (1255.5 a.u.)은 대조구와 비교하여 큰 차이를 보이지 않았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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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2.23 Electron spin resonance (ESR) spectra and signal intensity in cosmo- and 

proton-irradiated rice.

- 우주환경 노출 및 양성자 조사 벼 종자 유래 식물체의 핵 DNA 손상을 측정하기 

위하여, 완전히 자란 잎을 페트리 접시에 두고 500 ul 용액에서 잘게 잘라 핵 DNA

를 추출하고, CyStain UV precise P250 용액 2 ml로 염색을 하였음. 염색 후 30 um 

nylon mesh를 통해 찌꺼기를 제거한 뒤 Partec cytometer를 이용하여 측정하였음. 

기존에 알려진 벼의 핵 DNA 양 0.88 pg / 2C를 기준으로 벼 시료들의 핵 DNA 양

을 공식을 통해 계산함 (Sample nuclear DNA content (pg / 2C) = [(mean value of 

the sample peak) / (mean value of the internal standard)] x 0.88 pg for Oryza 

Sativa).

- BR은 대조구와 비교하였을 때 큰 차이를 나타내진 않았으나 감소하였고, 양성자빔

에 처리구 식물체들은 선량이 증가할수록 대조구 대비 핵 DNA 양이 감소하는 경

향을 보였음. 

Fig. 2.24. Fluorescence-activated-cell-sorting (FACs) analysis in cosmo- and 

proton-irradiated rice.

- 우주환경에 노출시킨 일품벼 종자를 세대 진전시켜 총 300개의 M2 개체를 확보하

였음. 표현형 조사 결과 극단간, 장간, 조기 출수, 얼룩무늬, 황엽 등의 특이형질들

이 나타났으며, 이에 대한 ID 부여 및 형질 관련 정보를 데이터화하였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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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2.25. Unique phenotypes of BR  rice population. A, semi-dwarf ; B, different seed 

color; C, long culm; D, stripe leaf; E, yellow leaf; F, extremely dwarf plant.

- 양성자빔을 100 Gy, 200 Gy, 400 Gy 조사한 일품벼 종자를 세대 진전시켜 각 408

개, 408개, 404개의 M1 개체를 확보 후 M2 세대에서 각 107개, 104개, 106개 개체를 

선발함. 표현형 조사 결과 단간, 다분얼, 황엽, 세엽 등의 특이형질들이 나타났으며, 

이에 대한 ID 부여 및 형질 관련 정보를 데이터화하였음.

Fig. 2.26. Unique phenotypes of proton-irradiated M2 rice population. A, early heading; 

B, stripe leaf; C, narrow leaf; D, dwarf; E, yellow leaf; F, pale green leaf.

- 일본 다카사키 연구소 이온빔 조사시설을 이용한 일품벼 30 Gy(IL30), 40 Gy(IL40) 

조사 종자의 세대 진전을 통해 M5 집단을 구축하였음. 세대 진전 과정에서 수량 등 

농업형질에 대한 기본적인 선발이 이뤄졌으며, 현재 각 622계통, 800계통의 집단이 

구축되었음. 표현형 조사 결과 단간, 황엽, 연엽, 다얼, 선엽, 세엽 등의 특이형질이 

관찰되었으며, 대한 ID 부여 및 형질 관련 정보를 데이터화하였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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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2.27. Unique phenotypes of ion-beam-irradiated M2 rice population. A, dwarf; B, 

yellow leaf; C, pale green leaf; D, high tillering and dwarf; E, stripe leaf; F, narrow 

leaf. 

(3) 이온화에너지원 (Biorisk 노출, 양성자빔) 조사에 따른 유전체 변이 검정

○ whole genome re-sequencing을 통한 이온화에너지원 특이적 variant block 대량 검

정 

- 양성자빔 및 우주환경에 의한 식물 유전체 구조 변화를 분석하기 위해 국내 대표 

품종 일품벼 종자를 이용하여 양성자빔 100 Gy, 200 Gy, 400 Gy를 경주 양성자가

속기센터에 의뢰·조사 처리하였으며, 우주선의 경우는 2012년 러시아 Institute of 

Biomedical Problem of the Russian Academy of Science에서 주관한 Biorisk 프로젝

트를 통해서 장기간 우주 공간 (ISS, 우주정거장 외부 장착)에서 노출된 일품벼 종

자를 회수하여 본 연구에 사용하였음. 각각의 돌연변이 유발원에 의해 조사된 종자

를 포트에 파종 유리온실 조건하에서 3주간 생육 후 5ug의 DNA를 추출하였음. 

   

Fig. 2.28 Installation of outside of ISS and extracting samples from seed contain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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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차세대 염기서열 분석장비를 이용한 전장유전체 resequencing을 위한 DNA의 정성

분석은 흡광도(260/280 ratio, 260/230 ratio) 및 전기영동 결과를 기준으로 측정하였

으며, 흡광도 260/280 ratio가 1.7~2.0 , 260/230 ratio가 1.5 이상을 기준으로 선발, 

전기영동은 1% agarose gel에 100 ng 시료와 1 kb 마커를 함께 로딩한 후, 전기영

동 결과 10kb 이상 밴드가 뚜렷하게 보이는 시료를 선택하였음.

- DNA의 정량분석으로는 형광농도 측정법을 이용하였으며 형광농도 50ng/이상, 총량 

10ug 이상의 조건을 만족하는 시료를 가지고 re-sequencing용 DNA library를 제작

하였음.   - Resequencing을 위한 library 제작을 위해서 정제된 genomic DNA 5ug

을 Covaris를 이용하여 단편화시킨 뒤, BioAnalyzer 2100으로 단편화 크기를 확인한 

후 TruSeq DNA Sample preparation kit을 이용하여 라이브러리를 제작하였음. 

Library는 end repair를 수행하고, AMPure bead로 정제, end repair된 DNA의 3‘말

단에 A를 붙이고 DNA ligation 시스템을 이용하여 sequencing adaptor를 DNA에 

ligation 시킨 후, 2% agarose gel 상에서 목표 크기의 DNA 영역을 elution 하여 

QIAGEN Minelute gel Extraction Kit로 정제하였으며, adaptor-ligated DNA는 PCR에 

의하여 증폭된 후, 정제되어 QC를 통과한 library는 qPCR을 통해 정확한 몰농도를 

측정, sequencing에 적절한 cluster를 합성할 수 있는 목표 몰농도를 희석하여 염기

해독에 사용하였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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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2.29 Construction process of DNA library for whole genome resequencing.

- 차세대 염기서열 분석 장비는 전장 유전체의 염기를 해독함으로써 유전체 전반의 

변이체를 찾을 수 있는 장비로, 200 bp ~ 10 kb까지의 다양한 DNA insert를 가진 

paired-end read를 생산할 수 있도록 Hi-Seq2500을 사용하였음. 

Fig. 2.30 llumina HiSeq2500 sequencer and its performan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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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필터링 과정을 거친 read를 정확하게 분석하여 변이정보를 추출하기 위해 벼 

Oryza sativa (IRGSP-1.0) 표준 서열에의 지도화, PCR duplication 제거, local 

realignment, 변이체 발굴 및 변이체 필터링의 단계를 수행하였음. 이를 위해 

Burrows-Wheeler Aligner (BWA), Picard, Samtools 및 Genome Analysis Toolkit 

(GATK) 툴이 사용되었으며 전체 bioinformatics command query는 다음과 같음.

bwa mem -k 45  ref.fa sample1_1.fq.gz sample1_2.fq.gz > sample1.sam

java -jar SortSam.jar INPUT=sample1.sam OUTPUT=sample1.sorted.bam 

VALIDATION_STRINGENCY=LENIENT 

SORT_ORDER=coordinate CREATE_INDEX=true TMP_DIR=/Temp/

samtools rmdup sample1.sorted.bam sample1.sorted.rmdup.bam

java -jar GenomeAnalysisTKLite.jar -T RealignerTargetCreator -R ref.fa -I 

sample1.sorted.rmdup.bam -o forIndelRealigner.intervals

java -jar GenomeAnalysisTKLite.jar -T IndelRealigner -R ref.fa -I 

sample1.sorted.rmdup.bam -o sample1.sorted.rmdup.realign.bam -targetIntervals 

forIndelRealigner.intervals --consensusDeterminationModel USE_READS 

--maxReadsForRealignment 50000 --LODThresholdForCleaning 5.0

java -jar GenomeAnalysisTKLite.jar -T UnifiedGenotyper 

--downsample_to_coverage 10000 --genotype_likelihoods_model BOTH -R 

ref.fa -I sample1.sorted.rmdup.realign.bam -o sample1.vcf -hets 0.001 -rf 

BadCigar

- IRGSP 1.0의 정보를 근간으로 각 변이의 genome에서의 위치정보 및 유전자 정보를 

확보하는 annotation 수행을 위해서 snpEff 버전 3.2를 이용하였으며, 이때 사용된 

명령어와 자세한 옵션은 아래와 같음.

java -Xmx2g -Djava.io.tmpdir=/AnalysisTemp/ -jar 

/Tools/SnpEff/snpEff_v3_2/snpEff.jar eff -v rice_IRGSP1.0 -o vcf   -c 

/Tools/SnpEff/snpEff_v3_3/snpEff.config /chr1/Databind/chr1.target.vcf -s 

/chr1/AnalysisTemp/chr1.target.html > /chr1/Databind/chr1.snpEff.vc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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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유전체 재분석 및 염기서열 정보 정리결과 10X coverage로 sequencing한 일품벼 

포함 양성자빔 3개체 (100 Gy, 200 Gy, 400 Gy), 우주선 2개체 (Br1, Br2)의 전장유

전체 분석 염기서열 정보는 Table 4.2.1과 같음. 평균 49,745,745개의 read들이 DNA 

library에서 sequencing 되었으며, 이들 중 44,514,815개의 read들이 nipponbare 벼 

표준 유전체 서열 (IRGSP 1.0)에 지도화 되었음. 지도화 비율은 평균 98.17%였으며, 

평균 coverage는 11.73x, 평균 coverage rate는 97.01%였음.

Table 2.8 Brief information of resequencing data with 6 different DNA samples

Sample_ID
sequence 

read 10x
sequence_base

deduplication 

rate(%)

mapping

read

mapping

rate(%)

unique

read

Average 

gene 

depth

Average 

depth

reference 

bp

coverage 

rate(%)

Ilpum 48040116 4804011600 99.59 43010583 98.74 36877909 10.81 11.32 374424240 97.17

Proton-100 48005414 4800541400 99.44 42384134 98.64 36187583 10.59 11.15 374424240 97.05

Proton-200 54601658 5460165800 99.37 49257996 98.2 41507949 12.13 13 374424240 97.34

Proton-400 48542052 4854205200 99.53 43172614 96.99 36364813 10.65 11.38 374424240 97.13

Br1 51636448 5163644800 99.68 46253129 97.94 38993454 11.43 12.18 374424240 96.72

Br2 47648780 4764878000 99.66 43010432 98.49 35911746 10.52 11.33 374424240 96.62

Mean 49,745,744.67 4,974,574,466.67 99.55 44,514,814.67 98.17 37,640,575.67 11.02 11.73 374,424,240 97.01

- 본 연구에 사용한 일품벼 종자들의 양성자빔 및 우주환경에 의한 변이를 규명하기 

위해 control로 사용된 일품벼의 IRGSP 1.0 대비 변이 확인 결과, 전체 305,457개의 

SNV(single nucleotide variation)가 벼 12개 chromosome에서 확인되었음. 특히, exon 

지역에서 4,508개의 non-synonymous, 3,498개의 synonymous, 96개의 stop codon 

gain, 48개의 stop codon loss가 확인되었음. 이 결과는 이온화에너지별 조사개체에 

대한 변이성 탐색에 있어 염기서열 control로써 사용됨.

Table 2.9 Summary statistics of single nucleotide variation between Nipponbare and 

Ilpum

Sample

Exonic region UTR

Up

stream

Down

stream

Splicing

sites

Intronic

 region

Inter

genic

Exon 

(non-ann

otation)

Total

SNVsNon

synonymous
Synonymous

Stop

gain

Stop

loss
5'-UTR 3'-UTR

Ilpum 4508 3498 96 48 1885 3161 63726 60701 25 13211 109542 240 305457

- 양성자빔 조사 3개체 (100 Gy, 200 Gy, 400 Gy - Proton-100, Proton-200, 

Proton-400) 및 우주환경 조사 2개체 (Br1, Br2)에 대한 전장유전체의 일품벼 대비 

서열 변이 분석 결과, 우주환경 조사 개체에서 양성자빔 보다 높은 변이를 가지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Br1 과 Br 2의 총 SNP 개수는 각각 474,881과 471,883이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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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n/Del 개수는 77,949과 77,180로 나타났음. 반면에 양성자빔(Proton-100, 

Proton-200, Proton-400)에 의한 각각의 선량에 대한 변이는 총 SNP 개수는 71,356, 

71,011, 74,638로서 평균 72,335개의 SNP를 가지는 것으로 나타났는데 이는 우주선 

조사 SNP 평균인 473,382개 보다 85% 적은 변이율을 보이는 것임. 유전자 염기서

열의 변화 및 insertion과 deletion에 의한 아미노산 염기서열의 변화를 초래하는 

non-synonymous 또한 전체 SNP 수와 비례하여 우주선 조사가 양성자빔 조사보다 

많은 것으로 나타났으며, 우주선 조사의 경우는 각각 7,848, 7,635개로 나타남.

- 이러한 결과는 기존 연구를 통해서 분석한 감마선과 이온빔을 활용한 변이 패턴과 

비교를 할 수 있음. 전체적인 변이 양상을 보았을 때, 양성자빔 조사는 감마선과 

이온빔에서 가장 적은 변이를 보였던 Ion-20과 유사한 변이 수를 보이는 것으로 확

인되었으며, 이는 M2 세대를 이어 표현형적 검정이 필요하겠지만 변이 양상이 미

미한 것으로 예상됨. 결과적으로 양성자빔 조사의 경우 벼 종자를 활용할 경우에는 

400 Gy 보다 높은 선량을 조사하여 확인이 필요함.

- 우주선 조사에 의한 변이율은 기존의 감마선 400 Gy, 이온빔 50 Gy와 비슷한 변이 

개수를 보이는 것으로 확인되었으며, non-synonymous의 경우는 우주선 조사개체가 

가장 높은 변이를 보이는 것으로 확인되었음 (7,848, 7,635). 우주환경에서의 온도에 

의한 변이 (최저 -10℃, 최고 71℃)도 고려되어야 하지만, 일반적으로 우주환경은 

다양한 방사능에 노출되는 복합방사환경이라는 점에서 방사선육종에 활용하기 위한 

보다 다양한 변이 접근이 이루어 져야 할 것임.

Table 2.10 Key-point statistics of variation among irradiated rice compared to Ilpum.

Sample

Exonic region UTR

Up

stream

Down

stream

Splicing

sites

Intronic

 region

Inter

genic

Exon 

(non-annot

ation)

In/Del
Total

SNVsNon

synonymous
Synonymous 5'-UTR 3'-UTR

Proton-100 573 402 264 418 12787 11594 6 2055 43192 65 11541 71356

Proton-200 537 383 273 396 12782 11628 8 2005 42948 51 11397 71011

Proton-400 607 468 299 472 13724 12334 6 2276 44400 52 12150 74638

Br1 7848 5993 3478 5608 113523 107983 39 23629 206202 578 77949 474881

Br2 7635 5896 3420 5547 112578 107470 42 23450 205280 565 77180 471883

Gamma-100 4800 3637 1785 3442 71838 68870 19 14237 136437 392 54219 305457

Gamma-200 7664 5921 3390 5561 112376 107111 39 23535 203891 590 77122 470078

Gamma-400 7670 5916 3440 5573 112726 107333 39 23434 205127 579 77500 471837

Ion-20 560 366 291 399 12475 11395 5 2114 42585 64 11357 70254

Ion-50 7575 5854 3393 5622 111932 107010 43 23370 203772 576 77106 469147

Ion-80 4981 3826 1903 3539 73346 70154 21 14537 138100 395 55024 310802



- 256 -

Fig. 2.31 Temperature variation in space from Mar, 2011 to Oct, 2012.

- 기존 감마선 및 이온빔 조사된 시료 전체에 대하여 12개 염색체의 linear variant 

block을 확인한 결과 common variant block은 확인이 안 되었으나, 이온빔 20 Gy를 

제외했을 경우 33개의 common variant block이 확인되었음. 양성자빔 조사 개체들

은 이온빔 20 Gy와 비슷한 패턴을 보여 common variant block이 나타나지 않았지

만 우주환경 조사 개체 (Br1, Br2)의 경우는 기존 common variant block 33개 모두 

일치하는 것으로 나타났음. 이들 33개의 common variant block에 해당하는 크기는 

전체 벼 유전체의 1.6% (6 Mb/374 Mb)에 해당하는 크기이며, 이 지역 내에는 총 

551개의 유전자가 포함되어있음. 이들은 방사선 감수성 유전자 지역, 즉 radiation 

hot-spot과의 연계성을 고려해 볼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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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hromosome 1 & 2 Chromosome 3 & 4

Chromosome 5 & 6 Chromosome 7 & 8

Chromosome 9 & 10 Chromosome 11 & 12

Fig. 2.32 Chromosome variant blocks among irradiated ri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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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전 연구와 마찬가지로 common variant block의 유전체 상 분포를 한 눈에 확인

하기 위해 CIRCOS tool을 이용하여 전체 11개 샘플 (Gamma-100, 200, 400, Ion-20, 

50, 80, Proton-100, 200, 400, Br1, Br2)의 12개 염색체를 linear circos 형태로 표현

해본 결과 linear variant block과 동일한 결과를 얻을 수 있었으며, common variant 

block의 염색체별 크기와 해당하는 유전자들의 개수는 아래 표와 같았음.

- Common variant block의 크기가 가장 큰 염색체는 6번 염색체로서 총 5개의 block

이 1.3Mb의 size를 가지고 있었으며 97개의 유전자가 해당 block 내에 있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가장 많은 유전자를 포함하는 염색체는 1번으로서 103개의 유전자가 6

개의 block내에 존재하고 있었으며, 0.93Mb의 common variant block이 1번 염색체

에서 확인되었음. 반면, 염색체 9번의 경우는 common vairant block의 크기는 

0.01Mb로서 가장 작은 block을 가지고 있었으며 해당 염색체 위치에는 유전자가 존

재 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남.

Gamma Br(Biorisk)

Ion-beam Proton-beam

Fig. 2.33 CIRCOS plot of irradiated rice genom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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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2.11 Distribution of common variant blocks on chromosomes

chromosome start_bp end_bp block_size gene_count

chr01 1010000 1060000 50000 8

chr01 1360000 1730000 370000 48

chr01 8920000 9000000 80000 10

chr01 11320000 11570000 250000 16

chr01 11760000 11800000 40000 2

chr01 42930000 43070000 140000 19

chr02 35430000 35450000 20000 9

chr03 11980000 12090000 110000 10

chr03 25230000 25980000 750000 72

chr03 26540000 26590000 50000 5

chr04 14650000 14840000 190000 12

chr04 14970000 15130000 160000 10

chr04 15130000 15150000 20000 1

chr04 15200000 15310000 110000 4

chr04 15320000 15490000 170000 6

chr04 15810000 16010000 200000 11

chr04 19980000 20160000 180000 25

chr05 3090000 3180000 90000 3

chr05 3460000 3510000 50000 10

chr05 20440000 20470000 30000 5

chr06 3420000 3640000 220000 24

chr06 8410000 8730000 320000 10

chr06 10110000 10440000 330000 19

chr06 23230000 23680000 450000 42

chr06 23960000 24020000 60000 2

chr09 17210000 17220000 10000 0

chr10 2380000 2810000 430000 36

chr10 8200000 8210000 10000 2

chr10 17590000 17610000 20000 4

chr11 4800000 5460000 660000 73

chr12 19850000 19870000 20000 1

chr12 25290000 25340000 50000 6

chr12 26900000 27260000 360000 46



- 260 -

(4) 이온화에너지원 (Biorisk 노출, 양성자빔) 조사에 따른 유전자 발현양상 검정

○ 양성자빔 및 우주환경 노출 벼 시료 RNA sequencing

- 앞의 양성자빔 조사 및 우주환경 노출에 따른 전장유전체 구조 변화 연구에 사용

된 것과 같은 벼 개체들로부터 RNA를 추출하고 sequencing (RNA-seq)하여 이온화

에너지원 조사에 따른 벼 특이반응 유전자를 규명하고자 하였음. 각 시료에 대하여 

total RNA 2g 를 추출하고, oligo-dT를 이용하여 mRNA를 분리한 후 paired-end 

100 bp 라이브러리를 제작하였고, Illumina HiSeq 2500 플랫폼을 사용하여 read 

length 100 bp로 RNA-seq을 수행하였음.

- RNA-seq 수행 결과 총 33.6 Gb의 발현 유전자 서열 정보가 생산되었으며, 각 샘플

별로는 평균 4.8 Gb가 생산되었음. 각 시료별로 생산한 서열 데이터 (raw sequence 

data)에 대하여 품질 검정을 위한 base sequence quality, sequence quality scores, 

base sequence content, sequence GC content, duplicate sequences 분석을 수행하

였으며, 그 결과 RNA-seq 데이터에 이상이 없음을 확인함.

Fig. 2.34 Per base sequence quality of the RNA-seq reads. a, Br1; b, Br2; c, 

Proton-100; d, Proton-200; e, Proton-4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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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2.35 Per sequence quality scores of the RNA-seq reads. a, Br1; b, Br2; c, 

Proton-100; d, Proton-200; e, Proton-400.

Fig. 2.36 Per base sequence content of the RNA-seq reads. a, Br1; b, Br2; c, 

Proton-100; d, Proton-200; e, Proton-4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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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2.37 Per sequence GC content of the RNA-seq reads. a, Br1; b, Br2; c, Proton-100; 

d, Proton-200; e, Proton-400.

Fig. 2.38 Sequence duplication levels of the RNA-seq reads. a, Br1; b, Br2; c, 

Proton-100; d, Proton-200; e, Proton-4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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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RNA-seq 데이터 전처리 및 발현유전자 분석

- Read 상 N의 비율이 10% 이상이거나 정확도 낮은 서열이 40% 이상 포함되어 차후 

분석 전에 필터링 되는 low quality reads의 비율은 샘플별로 6.4 ~ 7.9% 정도 나타

났으며, 평균 7.2%였음. 벼 표준품종인 Nipponbare 유전체 서열상에 read 정렬을 

수행하였을 때, 한 곳에만 지도화 되는 uniquely mapped reads의 비율은 평균 

84.8%였으며 대조구 일품 대비 양성자빔 시료 쪽이 상대적으로 낮았음 (평균 

82.5%). 평균 4.2% 가량의 reads는 한 곳 이상에 지도화 되었는데 대조구 일품 대비 

우주환경 노출 시료에서 그 비율이 상대적으로 낮았음(평균 2%). 유전체 서열상에 

나타나지 않는 unmapped reads는 평균 3.8%였는데 양성자빔 시료 쪽이 상대적으로 

컸음 (평균 4.1%).

Fig. 2.39 RNA-seq and read mapping summary of the control (Ilpum), Biorisk exposed 

(BR1 and BR2), and proton-beam irradiated rice.

- Nipponbare를 기준으로 유전체 서열 및 기존에 annotation 된 유전자 번역 부위인 

CDS(coding DNA sequence)를 대상으로 하여 정렬된 read의 수를 비교한 결과 유전

체 서열에 비해 유전자 서열에 정렬된 read의 수가 양성자빔에서 평균 14.1%, 우주

환경 노출 시료에서는 평균 11% 낮았음. 이와 같은 현상은 주로 mRNA 서열이 가

진 untranslated region에 기인하며, 기존에 알려지지 않았던 alternative splicing에 

의한 isoform 혹은 novel transcript에 의해 일어났을 가능성도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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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2.40 Comparison of the number of the aligned RNA-seq reads of the control 

(Ilpum), Biorisk exposed (BR1 and BR2), and proton-beam irradiated rice on genome and 

gene sequences of Nipponbare.

- Nipponbare CDS에 대한 RNA-seq read들의 유전자 커버리지 양상은 모든 샘플에서 

비슷한 패턴을 나타내었으나 대조구 일품 대비 이온화에너지원 조사 시료에서 80% 

이상 커버리지 비율이 약간 낮았음.

Fig. 2.41 Gene coverage of the RNA-seq reads of the control (Ilpum), Biorisk exposed 

(BR1 and BR2), and proton-beam irradiated rice against the Nipponbare CDS.

- RNA-seq 결과의 전반적인 품질을 엿볼 수 있는 randomness 분포는 모든 샘플에서 

비슷하게 고른 분포를 나타내어 sequencing 수행 결과에 큰 문제가 없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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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2.42 RNA sequencing randomness of the irradiated rice samples.

- Nipponbare 유전자 정보에 기반하여 샘플별로 발현된 유전자의 수를 조사한 결과, 

평균 28,666개로 모든 시료에서 대체로 유사한 수치를 보였음.

Fig. 2.43 The number of expressed genes in the rice samples.

- 각 시료에서 공통 발현한 모든 유전자에 대하여 각각의 발현양을 대상으로 

Pearson correlation coefficient를 계산한 결과 우주환경에 노출된 BR1과 BR2의 발

현양상이 다른 시료간에 비해 유사성이 높았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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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2.44 Pearson correlation coefficient among the rice samples based on FPKM values.

- 원품종 일품의 RNA-seq 데이터를 기준으로 하여 일품과 방사선 조사 개체간 특이 

발현 유전자를 동정하였음. 양성자 조사 시료에서는 proton-200에서 가장 많은 수

의 유전자가 확인되었으며 발현 감소 유전자가 많았음. 우주환경 노출 시료는  

ion-20에서 가장 많은 수가 나타났고, 선량이 줄어들수록 합계 수가 감소하였음. 

    

Fig. 2.45 Identification of differentially expressed genes between the control (Ilpum) and 

irradiated rice.

- 특이 발현 유전자를 대상으로 그 기능들을 분류하고자 gene ontology 및 

enrichment 분석을 수행하였음. 그 결과 그룹별로 적게는 20개에서 많게는 37개까

지의 enriched GO terms를 얻을 수 있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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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2.12 Analysis of gene ontology and enrichment for differentially expressed genes 

between the control (Ilpum) and irradiated rice

Groups # DEG # GO Molecular 
function

Biological 
process

Cellular 
component

ILPUM vs proton-100 493 1240 8 / 167  
(4.8%) 6 / 588 (1.0%) 4 / 63 (6.3%)

ILPUM vs proton-200 551 1330 21 / 182 
(11.5%)

14 / 508 
(2.8%) 2 / 68 (2.9%)

ILPUM vs proton-400 315 850 9 / 175 (5.1%) 6 / 588 (1.0%) 6 / 65 (9.2%)

ILPUM vs BR1 438 1326 9 / 149  
(6.0%)

11 / 323 
(3.4%) 0 / 49 (0.0%)

ILPUM vs BR2 245 872 13 / 171 
(7.6%) 6 / 503 (1.2%) 1 / 53 (1.9%)

- 일품과 proton-100 사이의 molecular function에 대한 GO annotation 결과 

catalyticase activity와 binding 유전자가 가장 많았으며, enriched GO terms 8개에 

대한 상세 정보는 아래 표와 같음.

Fig. 2.46 Distribution of GO terms in the molecular function category for differentially 

expressed genes between Ilpum and proton-100.

Table 2.13 Detailed information of enriched GO terms in the molecular function 

category for differentially expressed genes between Ilpum and proton-100

No. ACC p-value Category # Transcripts Definition

1 GO:0004867 2.44E-07 peptidase regulator activity 5
serine-type 

endopeptidase inhibitor 
activit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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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품과 proton-100 사이의 biological process에 대한 GO annotation 결과 

metabolomic process 유전자가 가장 많았으며, enriched GO terms 6개에 대한 상세 

정보는 아래 표와 같음.

Fig. 2.47 Distribution of GO terms in the biological process category for differentially 

expressed genes between Ilpum and proton-100.

Table 2.14 Detailed information of enriched GO terms in the biological process category 

for differentially expressed genes between Ilpum and proton-100

2 GO:0004866 7.51E-07 peptidase regulator activity 5 endopeptidase inhibitor 
activity

3 GO:0030414 7.51E-07 peptidase inhibitor activity 5 peptidase inhibitor 
activity

4 GO:0061134 7.51E-07 enzyme regulator activity 5 peptidase regulator 
activity

5 GO:0061135 7.51E-07 peptidase regulator activity 5 endopeptidase regulator 
activity

6 GO:0004857 9.28E-05 enzyme inhibitor activity 5 enzyme inhibitor activity

7 GO:0005088 0.00092 guanyl-nucleotide exchange factor 
activity 2 Ras guanyl-nucleotide 

exchange factor activity

8 GO:0005089 0.00092 Ras guanyl-nucleotide exchange 
factor activity 2 Rho guanyl-nucleotide 

exchange factor activity

No. ACC p-value Category # Transcripts Definition

1 GO:0010466 0.000244 biological regulation 3 negative regulation of 
peptidase activity

2 GO:0052547 0.000244 biological regulation 3 regulation of peptidase 
activity

3 GO:0051346 0.000268 biological regulation 3 negative regulation o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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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품과 proton-100 사이의 cellular component에 대한 GO annotation 결과 cell과 

cell part 유전자가 가장 많았으며, enriched GO terms 4개에 대한 상세 정보는 아

래 표와 같음.

Fig. 2.48 Distribution of GO terms in the cellular component category for differentially 

expressed genes between Ilpum and proton-100.

Table 2.15 Detailed information of enriched GO terms in the cellular component 

category for differentially expressed genes between Ilpum and proton-100

- 일품과 proton-200 사이의 molecular function에 대한 GO annotation 결과 binding

hydrolase activity

4 GO:0010143 0.000508 organic substance metabolic process 2 cutin biosynthetic process

5 GO:0006949 0.000792 anatomical structure formation 
involved in morphogenesis 2 syncytium formation

6 GO:0008150 0.000925 biological_process 68 biological_process

No. ACC p-value Category # Transcripts Definition

1 GO:0005576 7.7E-12 cellular_component 18 extracellular region

2 GO:0009505 8.76E-06 cell part 7 plant-type cell wall

3 GO:0005618 0.000419 cell part 9 cell wall

4 GO:0030312 0.000445 cell part 9 external encapsulating 
structur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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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 catalytic activity 유전자가 가장 많았으며, enriched GO terms 21개에 대한 상세 

정보는 아래 표와 같음.

Fig. 2.49 Distribution of GO terms in the molecular function category for differentially 

expressed genes between Ilpum and proton-200.

Table 2.16 Detailed information of enriched GO terms in the molecular function 

category for differentially expressed genes between Ilpum and proton-100

No. ACC p-value Category # Transcripts Definition

1 GO:0004867 1.11E-10 peptidase regulator activity 8
serine-type 

endopeptidase inhibitor 
activity

2 GO:0004866 6.78E-10 peptidase regulator activity 8 endopeptidase inhibitor 
activity

3 GO:0030414 6.78E-10 peptidase inhibitor activity 8 peptidase inhibitor 
activity

4 GO:0061134 6.78E-10 enzyme regulator activity 8 peptidase regulator 
activity

5 GO:0061135 6.78E-10 peptidase regulator activity 8 endopeptidase regulator 
activity

6 GO:0016491 1.45E-06 catalytic activity 31 oxidoreductase activity

7 GO:0004857 2.09E-06 enzyme inhibitor activity 8 enzyme inhibitor activity

8 GO:0016682 1.03E-05
oxidoreductase activity, acting on 

diphenols and related substances as  
donors

5

oxidoreductase activity, 
acting on diphenols and 
related substances as  
donors, oxygen as 

acceptor

9 GO:0010333 1.43E-05 carbon-oxygen lyase activity 5 terpene synthase activity

10 GO:0016679 2.16E-05 oxidoreductase activity 5

oxidoreductase activity, 
acting on diphenols and 
related substances as  

donor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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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품과 proton-200 사이의 biological process에 대한 GO annotation 결과 

metabolomic process 유전자가 가장 많았으며, enriched GO terms 14개에 대한 상

세 정보는 아래 표와 같음.

Fig. 2.50 Distribution of GO terms in the biological process category for differentially 

expressed genes between Ilpum and proton-200.

Table 2.17 Detailed information of enriched GO terms in the biological process category 

for differentially expressed genes between Ilpum and proton-200

11 GO:0016838 2.57E-05 carbon-oxygen lyase activity 5
carbon-oxygen lyase 
activity, acting on 

phosphates

12 GO:0052716 4.48E-05
oxidoreductase activity, acting on 

diphenols and related substances as  
donors, oxygen as acceptor

4 hydroquinone:oxygen 
oxidoreductase activity

13 GO:0005506 5.41E-05 metal ion binding 13 iron ion binding

14 GO:0020037 0.000149 organic cyclic compound binding 13 heme binding

15 GO:0046906 0.000199 organic cyclic compound binding 13 tetrapyrrole binding

16 GO:0030234 0.000235 molecular_function 8 enzyme regulator activity

17 GO:0016165 0.000248

oxidoreductase activity, acting on 
single donors with incorporation of  
molecular oxygen, incorporation of 

two atoms of oxygen

3 linoleate 13S-lipoxygenase 
activity

18 GO:0043531 0.000302 nucleoside phosphate binding 12 ADP binding

19 GO:0004478 0.000564 transferase activity 2
methionine 

adenosyltransferase 
activity

20 GO:0016701 0.000586 oxidoreductase activity 4

oxidoreductase activity, 
acting on single donors 
with incorporation of  
molecular oxygen

21 GO:0043167 0.000655 binding 71 ion binding

No. ACC p-value Category # Transcripts Definition

1 GO:0009808 3.98E-06 organic substance metabolic process 6 lignin metabolic proces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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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품과 proton-200 사이의 cellular component에 대한 GO annotation 결과 cell과 

cell part 유전자가 가장 많았으며, enriched GO terms 2개에 대한 상세 정보는 아

래 표와 같음.

Fig. 2.51 Distribution of GO terms in the cellular component category for differentially 

expressed genes between Ilpum and proton-200.

Table 2.18 Detailed information of enriched GO terms in the cellular component 

category for differentially expressed genes between Ilpum and proton-200

2 GO:0009698 1.01E-05 organic substance metabolic process 7 phenylpropanoid 
metabolic process

3 GO:0046271 4.48E-05 organic cyclic compound catabolic 
process 4 phenylpropanoid catabolic 

process

4 GO:0046274 4.48E-05 organic cyclic compound catabolic 
process 4 lignin catabolic process

5 GO:0006952 0.000111 biological_process 19 defense response

6 GO:0055114 0.000143 single-organism metabolic process 28 oxidation-reduction 
process

7 GO:0010383 0.000146 cell wall organization or biogenesis 6 cell wall polysaccharide 
metabolic process

8 GO:0080027 0.000319 response to other organism 2 response to herbivore

9 GO:0045491 0.000401 cell wall organization or biogenesis 5 xylan metabolic process

10 GO:0010410 0.000554 cell wall organization or biogenesis 5 hemicellulose metabolic 
process

11 GO:0006556 0.000564 glycosyl compound metabolic process 2 S-adenosylmethionine 
biosynthetic process

12 GO:0006950 0.000659 biological_process 34 response to stress

13 GO:0044036 0.000905 cell wall organization or biogenesis 6 cell wall macromolecule 
metabolic process

14 GO:0046500 0.000939 organonitrogen compound metabolic 
process 2 S-adenosylmethionine 

metabolic process

No. ACC p-value Category # Transcripts Definition

1 GO:0005576 5.09E-05 cellular_component 15 extracellular reg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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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품과 proton-400 사이의 molecular function에 대한 GO annotation 결과 binding

과 catalytic activity 유전자가 가장 많았으며, enriched GO terms 9개에 대한 상세 

정보는 아래 표와 같음.

Fig. 2.52 Distribution of GO terms in the molecular function category for differentially 

expressed genes between Ilpum and proton-400.

Table 2.19 Detailed information of enriched GO terms in the molecular function 

category for differentially expressed genes between Ilpum and proton-400

2 GO:0048046 0.000151 extracellular region 10 apoplast

No. ACC p-value Category # Transcripts Definition

1 GO:0016787 1.21E-07 catalytic activity 42 hydrolase activity

2 GO:0003824 5.16E-07 molecular_function 83 catalytic activity

3 GO:0016798 7.52E-07 hydrolase activity 14 hydrolase activity, acting 
on glycosyl bonds

4 GO:0004553 1.05E-06 hydrolase activity 13
hydrolase activity, 

hydrolyzing O-glycosyl 
compounds

5 GO:0005507 4.12E-06 metal ion binding 10 copper ion binding

6 GO:0016788 7.68E-05 hydrolase activity 16 hydrolase activity, acting 
on ester bonds

7 GO:0004601 9.64E-05 oxidoreductase activity 7 peroxidase activity

8 GO:0016684 9.97E-05 oxidoreductase activity 7
oxidoreductase activity, 
acting on peroxide as 

acceptor

9 GO:0016209 0.000189 molecular_function 7 antioxidant activit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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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품과 proton-400 사이의 biological process에 대한 GO annotation 결과 

metabolomic process 유전자가 가장 많았으며, enriched GO terms 6개에 대한 상세 

정보는 아래 표와 같음.

Fig. 2.53 Distribution of GO terms in the biological process category for differentially 

expressed genes between Ilpum and proton-400.

Table 2.20 Detailed information of enriched GO terms in the biological process category 

for differentially expressed genes between Ilpum and proton-400

- 일품과 proton-400 사이의 cellular component에 대한 GO annotation 결과 cell과 

cell part 유전자가 가장 많았으며, enriched GO terms 6개에 대한 상세 정보는 아

래 표와 같음.

No. ACC p-value Category # 
Transcripts Definition

1 GO:0042545 2.41E-06 cell wall organization 7 cell wall modification

2 GO:0071555 4.81E-06 cell wall organization 9 cell wall organization

3 GO:0045229 1.12E-05 external encapsulating structure 
organization 9 external encapsulating 

structure organization

4 GO:0071554 1.78E-05 cellular process 11 cell wall organization or 
biogenesis

5 GO:0006629 0.000373 single-organism metabolic process 17 lipid metabolic process

6 GO:0009932 0.000487 developmental growth involved in 
morphogenesis 5 cell tip growt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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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2.54 Distribution of GO terms in the cellular component category for differentially 

expressed genes between Ilpum and proton-400.

Table 2.21 Detailed information of enriched GO terms in the cellular component 

category for differentially expressed genes between Ilpum and proton-400

- 일품과 우주환경 노출 BR1 사이의 molecular function에 대한 GO annotation 결과 

binding과 catalytic activity 유전자가 가장 많았으며, enriched GO terms 9개에 대

한 상세 정보는 아래 표와 같음.

No. ACC p-value Category # Transcripts Definition

1 GO:0009505 1.92E-16 cell part 18 plant-type cell wall

2 GO:0005576 4.43E-16 cellular_component 27 extracellular region

3 GO:0005618 2.81E-15 cell part 26 cell wall

4 GO:0030312 3.41E-15 cell part 26 external encapsulating 
structure

5 GO:0071944 3.23E-08 cell part 37 cell periphery

6 GO:0048046 4.11E-06 extracellular region 11 apoplas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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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2.55 Distribution of GO terms in the molecular function category for differentially 

expressed genes between Ilpum and BR1.

Table 2.22 Detailed information of enriched GO terms in the molecular function 

category for differentially expressed genes between Ilpum and BR1.

- 일품과 BR1 사이의 biological process에 대한 GO annotation 결과 metabolomic 

process 유전자가 가장 많았으며, enriched GO terms 11개에 대한 상세 정보는 아

래 표와 같음.

No. ACC p-value Category # Transcripts Definition

1 GO:0010333 4.26E-11 carbon-oxygen lyase activity 8 terpene synthase activity

2 GO:0016838 1.3E-10 carbon-oxygen lyase activity 8
carbon-oxygen lyase 
activity, acting on 

phosphates

3 GO:0016835 2.49E-08 lyase activity 9 carbon-oxygen lyase 
activity

4 GO:0016829 1.36E-07 catalytic activity 12 lyase activity

5 GO:0000287 7.63E-07 cation binding 8 magnesium ion binding

6 GO:0045548 1.12E-05 ammonia-lyase activity 3 phenylalanine 
ammonia-lyase activity

7 GO:0043531 1.36E-05 nucleoside phosphate binding 12 ADP binding

8 GO:0016841 4.55E-05 carbon-nitrogen lyase activity 3 ammonia-lyase activity

9 GO:0016840 0.000358 lyase activity 3 carbon-nitrogen lyase 
activit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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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2.56 Distribution of GO terms in the biological process category for differentially 

expressed genes between Ilpum and BR1.

Table 2.23 Detailed information of enriched GO terms in the biological process category 

for differentially expressed genes between Ilpum and BR1

- 일품과 BR1 사이의 cellular component에 대한 GO annotation 결과 cell과 cell part 

유전자가 가장 많았으며, enriched GO terms는 없었음.

No. ACC p-value Category # 
Transcripts Definition

1 GO:0009800 1.12E-05 organic cyclic compound biosynthetic 
process 3 cinnamic acid 

biosynthetic process

2 GO:0009803 1.12E-05 organic substance metabolic process 3 cinnamic acid metabolic 
process

3 GO:0009074 1.38E-05 organonitrogen compound catabolic 
process 4 aromatic amino acid 

family catabolic process

4 GO:0006559 3E-05
erythrose 

4-phosphate/phosphoenolpyruvate 
family amino acid metabolic  process

3 L-phenylalanine catabolic 
process

5 GO:1902222 3E-05
erythrose 

4-phosphate/phosphoenolpyruvate 
family amino acid metabolic  process

3

erythrose 
4-phosphate/phosphoenolp

yruvate family amino 
acid catabolic  process

6 GO:0009063 0.000101 organonitrogen compound catabolic 
process 5 cellular amino acid 

catabolic process

7 GO:0006558 0.000222 alpha-amino acid metabolic process 3 L-phenylalanine 
metabolic process

8 GO:1902221 0.000222 alpha-amino acid metabolic process 3

erythrose 
4-phosphate/phosphoenolp

yruvate family amino 
acid metabolic  process

9 GO:0009699 0.000237 organic cyclic compound biosynthetic 
process 4 phenylpropanoid 

biosynthetic process

10 GO:0009072 0.00061 organic cyclic compound metabolic 
process 5 aromatic amino acid 

family metabolic process

11 GO:1901606 0.000888 alpha-amino acid metabolic process 4 alpha-amino acid 
catabolic proces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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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2.57 Distribution of GO terms in the cellular component category for differentially 

expressed genes between Ilpum and BR1.

- 일품과 우주환경 노출 BR2 사이의 molecular function에 대한 GO annotation 결과 

binding과 catalytic activity 유전자가 가장 많았으며, enriched GO terms 13개에 대

한 상세 정보는 아래 표와 같음.

Fig. 2.58 Distribution of GO terms in the molecular function category for differentially 

expressed genes between Ilpum and BR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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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2.24 Detailed information of enriched GO terms in the molecular function 

category for differentially expressed genes between Ilpum and BR2

No. ACC p-value Category # Transcripts Definition

1 GO:0010333 1.39E-10 carbon-oxygen lyase activity 8 terpene synthase activity

2 GO:0016838 3.83E-10 carbon-oxygen lyase activity 8 carbon-oxygen lyase activity, 
acting on phosphates

3 GO:0016835 8.74E-08 lyase activity 9 carbon-oxygen lyase activity

4 GO:0000287 2.13E-06 cation binding 8 magnesium ion binding

5 GO:0020037 2.18E-06 organic cyclic compound binding 14 heme binding

6 GO:0046906 3.06E-06 organic cyclic compound binding 14 tetrapyrrole binding

7 GO:0004601 6.54E-06 oxidoreductase activity 8 peroxidase activity

8 GO:0016684 6.78E-06 oxidoreductase activity 8 oxidoreductase activity, acting on 
peroxide as acceptor

9 GO:0016209 1.52E-05 molecular_function 8 antioxidant activity

10 GO:0016829 2.78E-05 catalytic activity 10 lyase activity

11 GO:0043531 5.59E-05 nucleoside phosphate binding 12 ADP binding

12 GO:0016491 9.4E-05 catalytic activity 23 oxidoreductase activity

13 GO:0003824 0.000898 molecular_function 76 catalytic activity

- 일품과 BR2 사이의 biological process에 대한 GO annotation 결과 metabolomic 

process 유전자가 가장 많았으며, enriched GO terms 6개에 대한 상세 정보는 아래 

표와 같음.

Fig. 2.59 Distribution of GO terms in the biological process category for differentially 

expressed genes between Ilpum and BR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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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2.25 Detailed information of enriched GO terms in the biological process category 

for differentially expressed genes between Ilpum and BR2

No. ACC p-value Category # 
Transcripts Definition

1 GO:0006952 2.54E-05 biological_process 18 defense response

2 GO:0006979 0.000125 biological_process 10 response to oxidative 
stress

3 GO:0006950 0.000131 biological_process 31 response to stress

4 GO:0043086 0.000768 biological regulation 6 negative regulation of 
catalytic activity

5 GO:0055114 0.000808 single-organism metabolic process 22 oxidation-reduction 
process

6 GO:0044092 0.000997 biological regulation 6 negative regulation of 
molecular function

- 일품과 BR2 사이의 cellular component에 대한 GO annotation 결과 cell과 cell part 

유전자가 가장 많았으며, enriched GO terms 1개에 대한 상세 정보는 아래 표와 같

음.

Fig. 2.60 Distribution of GO terms in the cellular component category for differentially 

expressed genes between Ilpum and BR2.

Table 2.26 Detailed information of enriched GO terms in the cellular component 

category for differentially expressed genes between Ilpum and BR2

No. ACC p-value Category # 
Transcripts Definition

1 GO:0005576 0.000266 cellular_component 12 extracellular reg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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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환경스트레스 적응 방사선육종 유전자원 대상 유전체 변이 검정

○ 환경스트레스 적응 방사선육종 유전자원 선발 및 resequencing

- 동안벼 종자 대상 감마선 200, 300 Gy 처리한 종자를 세대 진전하여 약 15,000 계

통의 M7 세대를 확보하였음. 스트레스 처리 및 표현형 조사를 통해 최종적으로 100

개 계통을 유전체 분석 대상으로 선정하였음.

 

Fig. 2.61 A part of phenotyping results of radiation breeding rice mutant lines for 

treatment of environmental stresses.

선정된 방사선육종 유전자원 100개 계통 및 원품종 동안벼에 대하여 유전체 서열

을 생산함. 유전자원 100계통에 대해서는 계통 당 평균 12.8 Gb, 유전체 크기 대비 

34x에 해당하는 염기서열을 획득하였으며, 원품종 동안벼에 대해서는 59.2 Gb, 

159x에 해당하는 서열을 획득함. 생산 염기서열의 벼 표준 유전체 서열에 대한 

mapping 결과 유전자원과 원품종 모두 96% 이상의 read가 mapping 되었음. 

Table. 2.27 Summary of genome sequencing of the 100 mutant lines with original cv. 

Dongan and mapping to reference genome.

Total bases Total reads GC (%) Q20 (%)
Sequencing 

depth

mapped for 

referenece(%)
100 mutant 

lines
12,844,535,680* 85,063,150* 44.02* 90.97* 34* 96.16*

Dongan 59,246,113,870 392,358,370 42.68 91.72 159 96.43

*Average values for 100 mutant lin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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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apping 이후 일련의 quality control 과정을 거쳐 변이 감지 정확도를 높이고자 하

였음. 필터링 과정을 거친 read들을 대상으로 표준 유전체 서열 대비 나타나는 다

형성 (SNP, INDEL)을 발굴하였으며, 개수로는 유전자원 100계통에서 319,4565개, 동

안벼에서 226,501개였음.

Table. 2.28 Genome-wide detection of polymorphism in the 100 mutant lines and original 

cv. Dongan against the rice reference genome

Chromosome 100 mutant lines Dongan
1 25,053 13,100
2 11,764 6,409
3 19,391 13,632
4 33,687 26,873
5 17,116 11,427
6 16,856 7,598
7 16,027 10,570
8 15,897 10,296
9 13,319 9,083
10 20,413 15,232
11 44,120 36,715
12 85,813 65,566

Total 319,456 226,501

방사선에 의한 돌연변이 특이적 다형성을 찾아내기 위해, 유전자원 100계통에서 감

지된 변이 중 원품종 동안벼와 공통적으로 나타난 변이를 제외시킴. 중복되는 변이

를 제외한 결과 돌연변이 특이적 SNP는 65,066개, INDEL은 38,612개였음. 이 변이

들의 염색체 상의 분포 및 빈도를 확인해 보았을 때, SNP의 경우 염색체 12번, 1

번, 11번 순으로 수와 빈도가 높게 나왔으며, INDEL의 경우 수는 염색체 12번, 11

번, 1번 순, 빈도는 12번, 11번, 4번순으로 높았음.

Table. 2.29 Genome-wide detection of polymorphism specific to the 100 mutant lines

Chromosome
SNP INDEL

Number Density (SNP/100kb) Number Density (INDEL/100kb)

1 8,850 20.45 4,060 9.38 
2 3,696 10.28 1,935 5.38 
3 3,497 9.60 2,429 6.67 
4 4,450 12.53 3,982 11.22 
5 3,919 13.08 2,178 7.27 
6 6,827 21.85 2,507 8.02 
7 3,706 12.48 1,892 6.37 
8 3,639 12.79 2,014 7.08 
9 2,862 12.44 1,587 6.90 
10 3,339 14.39 2,123 9.15 
11 4,581 15.79 5,183 17.86 
12 15,700 57.02 8,722 31.68 

Total 65,066 17.43 38,612 10.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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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전자원 100계통에서 나타난 INDEL의 길이 분포를 살펴본 결과 insertion과 

deletion 모두 1 bp가 가장 많았음. 30 bp 이상 긴 변이의 경우 deletion이 6천개 이

상으로 insertion에 비해 압도적으로 많았음.

Fig. 2.62 Length distribution of INDELs detected in the 100 rice mutant lines.

유전자원 100계통 특이적 변이의 유전체상 지역적 분포 및 기능적 특징을 확인하

기 위한 annotation 분석을 실시하였음. SNP의 경우 중 유전자 지역에서 나타나는 

genic SNP는 26,312개로 전체 SNP 중 38.5%였으며, 그 중 절반 가량이 exon에 위치

하였음. 기능 면에서는 염기치환에 의해 아미노산 서열을 변화시키는 missense 변

이가 절반 이상이었고, 다음으로 염기는 치환되지만 아미노산 서열에 변화가 없는 

silent 변이가 뒤를 이었으며, 종결 코돈을 생성하는 nonsense 변이와 intron splicing

에 영향을 주는 splice-site 변이는 상대적으로 적었음. INDEL의 경우 유전자 지역

에 31.7%가 위치하였으며, 유전자지역 INDEL 중 60% 이상은 intron 지역에, 26.4%

와 13%는 exon과 UTR 지역에 위치하였음. 아미노산 서열에 크게 영향을 주는 

frameshift 변이가 가장 많았으며, frameshift 없이 아미노산 서열 길이에 영향을 주

는 inframe 변이와 intron splicing에 영향을 주는 splice-site 변이는 상대적으로 적

게 발견되었음.

Fig. 2.63 Annotation summary of SNPs and INDELs detected in the 100 rice mutant lines 

based on genomic location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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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사선육종 유전자원의 돌연변이 유기 당시 최초 감마선 조사선량에 따른 특이성

이 있는지 확인하고자 200 Gy 유래 47계통, 300 Gy 유래 53계통으로 나누어 탐색

하였음.  다형성의 평균 개수를 통해 살펴본 결과, 200 Gy 유래 계통의 SNP는 평균 

5225개, INDEL은 1335개였으며, 300 Gy 유래 계통은 SNP가 평균 4536개, INDEL이 

1163개로 선량이 낮은 쪽 계통에서의 변이 수가 더 많았음. 200 Gy 유래 계통 중 

하나가 다른 계통에 비해 상대적으로 많은 다형성을 가지고 있어 (SNP: 26876, 

INDEL: 5817) 이 계통은 제외하고 평균값을 재산출해보았으나 (괄호 안), 여전히 

200 Gy 유래 계통에서 적게나마 변이 수가 더 많았음. 

Table 2.30 Comparison of variation frequency in the 100 rice mutant lines by their 

initial mutation induction doses.

Chromosome
200Gy 300Gy

SNP INDEL SNP INDEL

1 535.9 (442.9) 117.5 (94.4) 419.9 92.1 

2 327.3 (317,7) 73.9 (71.2) 306.9 68.8 

3 391.7 (390.8) 83.8 (83.5) 369.5 76.5 

4 462.1 (453.6) 174.7 (171.6) 427.8 157.6 

5 365.3 (356.8) 82.3 (79.4) 343.2 76.6 

6 484.0 (415.7) 91.0 (76.2) 399.8 72.9 

7 426.5 (425.0) 88.2 (87.5) 407.2 85.0 

8 427.8 (428.5) 86.2 (86.0) 409.6 82.1 

9 319.2 (317.3) 67.0 (66.2) 298.6 60.2 

10 424.1 (423.5) 103.3 (103.6) 409.9 98.1 

11 446.9 (425.5) 145.6 (140.2) 412.2 133.5 

12 613.9 (356.3) 221.7 (174.6) 330.9 159.5 

Total 5224.8 (4753.9) 1335.2 (1236.5) 4535.5 1162.8 

상기 분석된 최초 돌연변이 유기 선량에 대한 염색체별 변이 분포를 각 염색체상 

변이 분포로 살펴보았음. SNP와 INDEL 모두 각 선량별 분포에서 큰 차이를 보이지 

않았음. 이 때 상대적으로 많은 다형성을 가진 200 Gy 유래 1계통은 제외하고 분석

을 진행하였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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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2.64 Comparison of Chromosomal distribution of SNP variations in the 100 rice 

mutant lines by their initial mutation induction dos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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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2.65 Comparison of Chromosomal distribution of INDEL variations in the 100 rice 

mutant lines by their initial mutation induction doses.

최초 돌연변이 유기 선량별 계통 그룹에서 나타난 변이에 대해 다형성 유전자좌별 

공통점이 있는지 탐색하였음. 양쪽 그룹에서 공통적으로 나타난 유전자좌는 34,910

개였고, 200 Gy 쪽에서만 확인된 유전자좌는 40,302개, 300 Gy 쪽에서만 확인된 유

전자좌는 14,830개로 200 Gy 유래 돌연변이의 수가 더 많았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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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2.66 Venn diagram for variant loci observed in the 100 rice mutant lines between 

their two initial mutation induction doses.

최초 돌연변이 유기 선량별 계통 그룹에서 나타난 SNP 변이에 대해 transition (Ts)

과 transversion (Tv)  및 그 비율에 대해 살펴보았음. 일반적으로 SNP는 Tv에 비에 

Ts가 높은 빈도로 나타나는데 본 분석대상에서도 양 그룹 모두 Ts 빈도가 높았으

며, Ts/Tv 비율은 200 Gy 쪽에서 훨씬 높게 나타남. 

Table 2.31 Frequency of transitions and transversions of SNPs in the 100 rice mutant 

lines by their initial mutation induction doses

Substitution 200 Gy 300 Gy

Transitions (Ts)

G / A 10344 2575

C / T 10139 2731

Transversion(Tv)

C / G 1683 548

T / A 3006 1189

A / C 2446 910

G / T 2579 920

Ts/Tv ratio 2.1 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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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초 돌연변이 유기 선량별 계통 그룹에서 나타난 INDEL 변이에 대해 종류별로 분

류하였음. 분포 양상에 있어 각 그룹별 뚜렷한 특이점은 찾을 수 없었으나, 전체 

INDEL 수 대비 frameshift 변이의 비율이 300 Gy에서 높은 편으로 나타났음.

Table 2.32 Classification of INDELs frequency in the 100 rice mutant lines by their 

initial mutation induction doses.

Category 200 Gy 300 Gy

Num. of Missense mutation 2,677 (50.7%) 1,044 (46.2%)

Num. of Nonsense mutation 123 (2.3%) 42 (1.9%)

Num. of Silent mutation 1,823 (34.5%) 626 (27.7%)

Num. of Frameshift mutation 540 (10.2%) 478 (21.2%)

Num. of Inframe mutation 118 (2.2%) 68 (3.0%)

방사선육종 유전자원 계통 특이적 변이 선별을 위한 quality control 후 남은 MAF 5% 

미만의 29,703개 변이를 대상으로 GWAS 분석을 진행하였음.

염분 스트레스와 관련된 GWAS 분석결과 4개의 변이가 염해 스트레스와 관련성 있다

는 결과를 얻었음. 그 중 12번 염색체에서 나타난 49 bp의 deletion 변이가 가장 높은 

연관성을 보였는데 해당 변이는 LOC_Os12g24400-LOC_Os12g24410 유전자 사이에 위

치하였음.

Fig. 2.67 Genome-wide association analysis of salt stress in the 100 rice mutant lin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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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2.33 Four candidate loci for salt stress in the 100 rice mutant lines

Chr Pos REF ALT Locus putative function p-value

12 13922775

AAATGTGGTT

GGGCCTATGC

AACATGGGTG

TGTTGTATGG

TGTTTATTT

A
LOC_Os12g24400-

LOC_Os12g24410

transposon protein, putative, 

unclassified, expressed /  
expressed protein

1.03E-06

12 10066646 T TGAAAA LOC_Os12g17550 expressed protein 2.28E-06

3 4892746 G A
LOC_Os03g09830-

LOC_Os03g09840

expressed protein /  C2 domain 

containing protein, putative, 

expressed

6.96E-06

5 9485045 A C LOC_Os05g16690
retrotransposon protein, putative, 

Ty3-gypsy subclass, expressed
2.10E-05

건조 스트레스와 관련된 GWAS 분석결과 8개의 변이가 건조 스트레스와 관련성 있

다는 결과를 얻었음. 그 중 4번 염색체에서 나타난 1 bp의 deletion 변이가 가장 높

은 연관성을 보였는데 해당 변이는 LOC_Os04g31924-LOC_Os04g31940 유전자 사이

에 위치하였음. 

Fig. 2.68 Genome-wide association analysis of drought stress in the 100 rice mutant 

lin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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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2.34 Eight candidate loci for drought stress in the 100 rice mutant lines.

Chr Pos REF ALT Locus putative function p-value

4 19129409 TC T
LOC_Os04g31924-L

OC_Os04g31940

nodulin, putative, expressed / dnaJ 

domain containing protein, expressed
8.01E-27

3 30109973 T C LOC_Os03g52470
WD domain, G-beta repeat domain 

containing protein, expressed
8.49E-27

12 18845537 GCA G LOC_Os12g31320
photoreceptor-interacting protein-like, 

putative, expressed
6.31E-22

4 26124833 A C
LOC_Os04g44140-L

OC_Os04g44150

expressed protein / gibberellin 

2-beta-dioxygenase 7, putative, 

expressed

2.68E-20

10 5950725 TTATA T
LOC_Os10g10760-L

OC_Os10g10770

expressed protein / transposon protein, 

putative, CACTA, En/Spm sub-class, 

expressed

3.46E-15

6 1338460 TCCAC T
LOC_Os06g03474-L

OC_Os06g03486

retrotransposon protein, putative, 

Ty3-gypsy subclass, expressed / 

expressed protein

6.64E-14

10 10644679 T A
LOC_Os10g21000-L

OC_Os10g21020

nucleoside-triphosphatase, putative, 

expressed / expressed protein
9.02E-14

건조 후 다시 물을 주는 rewatering 스트레스와 관련된 GWAS 분석결과 4개의 변

이가 관련성 있다는 결과를 얻었음. 그 중 2번 염색체에서 나타난 SNP 변이가 가

장 높은 연관성을 보였는데 해당 변이는 LOC_Os02g44975-LOC_Os02g44980 유전자 

사이에 위치하였음. 

Fig. 2.69 Genome-wide association analysis of rewatering stress in the 100 rice mutant 

lin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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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2.35. Four candidate loci for rewatering stress in the 100 rice mutant lines

Chr Pos REF ALT Locus putative function p-value

2 27242490 A G
LOC_Os02g44975-

LOC_Os02g44980

expressed protein /  transmembrane 

amino acid transporter protein, putative, 

expressed

1.27E-06

2 27242523 T C
LOC_Os02g44975-

LOC_Os02g44980

expressed protein /  transmembrane 

amino acid transporter protein, putative, 

expressed

2.42E-06

2 27242579 CA C
LOC_Os02g44975-

LOC_Os02g44980

expressed protein /  transmembrane 

amino acid transporter protein, putative, 

expressed

7.70E-05

4 30365498 T C
LOC_Os04g51240-

LOC_Os04g51250

EF hand family protein, putative, 

expressed / expressed protein
7.97E-05

고온 스트레스와 관련된 GWAS 분석결과 7개의 변이가 관련성 있다는 결과를 얻었

음. 그 중 12번 염색체에서 나타난 SNP 변이가 가장 높은 연관성을 보였는데 해당 

변이는 LOC_Os12g01210 유전자 내에 위치하였음. 

Fig. 2.70 Genome-wide association analysis of heat stress in the 100 rice mutant lin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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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2.36 Seven candidate loci for heat stress in the 100 rice mutant lines

Chr Pos REF ALT Locus putative function p-value

12 126323 T C LOC_Os12g01210 HCF152, putative, expressed 1.64E-06

12 10780572 AC A
LOC_Os12g18650-

LOC_Os12g18660

Regulator of chromosome condensation 

domain containing protein, expressed / 

expressed protein

4.04E-06

8 12523957 A G
LOC_Os08g20870-

LOC_Os08g20885

retrotransposon protein, putative, 

Ty3-gypsy subclass, expressed / 

retrotransposon protein, putative, 

Ty3-gypsy subclass

4.11E-06

4 3249810 AGT A
LOC_Os04g06244-

LOC_Os04g06260

kinase, putative, expressed / transposon 

protein, putative, CACTA, En/Spm 

sub-class

8.63E-06

3 13387131 A G
LOC_Os03g23160-

LOC_Os03g23180

retrotransposon protein, putative, 

Ty3-gypsy subclass, expressed / 

retrotransposon protein, putative, 

Ty3-gypsy subclass, expressed

1.14E-05

3 13387140 AG A
LOC_Os03g23160-

LOC_Os03g23180

retrotransposon protein, putative, 

Ty3-gypsy subclass, expressed / 

retrotransposon protein, putative, 

Ty3-gypsy subclass, expressed

1.14E-05

4 2383593 G
GGGCTTGGCCTTGCCTTG

GCAGCTGTCCTTGGATC
LOC_Os04g04940

retrotransposon protein, putative, 

unclassified, expressed
1.54E-05

비소 스트레스와 관련된 GWAS 분석결과 11개의 변이가 관련성 있다는 결과를 얻

었음. 그 중 12번 염색체에서 나타난 SNP 변이가 가장 높은 연관성을 보였는데 해

당 변이는 LOC_Os12g01640-LOC_Os12g01650 유전자 사이에 위치하였음. 7번 염색

체의 겸우 LOC_Os07g20560-LOC_Os07g20570 유전자 사이에서 3개의 변이가 높은 

관련성을 보였음.

Fig. 2.71. Genome-wide association analysis of arsenic stress in the 100 rice mutant 

lin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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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2.37 Eleven candidate loci for heat stress in the 100 rice mutant lines

(6) 표현형 특이 변이체 대상 전사체 발현연구

○ RNA Sequencing 분석법을 활용한 유색밀 특이적 발현 전사체 후보군 확보

- 흰색 또는 노란색을 띠는 일반밀과는 달리 종자에 붉은색을 띠는 유색밀 (K4191)을 

대상으로 종자 발달 시기에 따라 샘플을 확보함 (Fig. 2.72).

Chr Pos REF ALT Locus putative function p-value

12 389591 G C
LOC_Os12g01640-

LOC_Os12g01650

transposon protein, putative, CACTA, 

En/Spm sub-class, expressed / transposon 

protein, putative, CACTA, En/Spm 

sub-class, expressed

1.56E-05

1 41362637 T G
LOC_Os01g71360-

LOC_Os01g71370

expressed protein / retrotransposon protein, 

putative, unclassified, expressed
4.59E-05

7 11883500 C T
LOC_Os07g20560-

LOC_Os07g20570

retrotransposon protein, putative, 

unclassified, expressed /  hypothetical 

protein

6.18E-05

7 8017897 A G LOC_Os07g14050
retrotransposon protein, putative, 

unclassified, expressed
6.32E-05

7 11883505 G A
LOC_Os07g20560-

LOC_Os07g20570

retrotransposon protein, putative, 

unclassified, expressed /  hypothetical 

protein

6.40E-05

7 11883539 A G
LOC_Os07g20560-

LOC_Os07g20570

retrotransposon protein, putative, 

unclassified, expressed /  hypothetical 

protein

6.46E-05

12 10174972 G A
LOC_Os12g17770-

LOC_Os12g17780

retrotransposon protein, putative, 

unclassified / retrotransposon protein, 

putative, unclassified, expressed

7.21E-05

12 389585 A G
LOC_Os12g01640-

LOC_Os12g01650

transposon protein, putative, CACTA, 

En/Spm sub-class, expressed / transposon 

protein, putative, CACTA, En/Spm 

sub-class, expressed

7.42E-05

11 21320086 T C
LOC_Os11g36220-

LOC_Os11g36230

retrotransposon protein, putative, 

Ty3-gypsy subclass, expressed / expressed 

protein

8.00E-05

12 10174955 A C
LOC_Os12g17770-

LOC_Os12g17780

retrotransposon protein, putative, 

unclassified / retrotransposon protein, 

putative, unclassified, expressed

0.000125

11 21320085 C T
LOC_Os11g36220-

LOC_Os11g36230

retrotransposon protein, putative, 

Ty3-gypsy subclass, expressed / expressed 

protein

0.0001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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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2.72 유색밀 (K4191)의 종자발달 시기에 따른 색소 침착 (DAF: Day After Flowering)

 

- 색소를 나타내는 특이 발현 전사체를 대량 확보하기 위해 색소 침착이 이루어지지 

않은 단계인 DAF13-15를 G1, 색소 침착 단계 DAF20-32를 G2, 색소 침착이 끝나고 

dehydration이 된 DAF40을 G3로 지정하여 Illumina HiSeq2000을 활용한 de novo 

assembly 방식으로  RNA Sequencing을 진행하였고, paired-end data 시퀀싱 결과 

G1, G2, G3의 총 read 수는 196,341,360이였으며, 평균 length는 101 bp, 총 length

는 19,634,136,000 (bp)으로 나타났음 (Fig. 2.73, Table 2.38).   

Fig. 2.73 RNA 시퀀싱 분석 모식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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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2.38 Raw sequencing data의 short reads 통계치

File name Sample   
description Num. of   reads Avg.   

length Total   length (bp)

TN1408R2504_1.fq
G1

35,533,526 101 3,553,352,600

TN1408R2504_2.fq 35,533,526 101 3,553,352,600

TN1408R2505_1.fq
G2

34,221,177 101 3,422,117,700

TN1408R2505_2.fq 34,221,177 101 3,422,117,700

TN1408R2506_1.fq
G3

28,415,977 101 2,841,597,700

TN1408R2506_2.fq 28,415,977 101 2,841,597,700

Total 3ea 196,341,360 101 19,634,136,000

 

- 시퀀싱 된 short reads의 전처리과정을 위해 solexaQA package의 DynamicTrim과 

LengthSort 프로그램을 하였고, 전처리 과정을 통과한 cleaned reads를 이용해 

Velvet(version 1.2.08)과 Oases(version 0.2.08) 프로그램의 정식 protocol에 따라 어

셈블리를 수행하였음. 

- 어셈블리 된 결과에서 총 locus의 수는 91,357개이고, 평균적으로 각 locus당 3.31개

의 transcript가 존재함으로 총 transcript의 수는 303,066개임 (Table 2.39).

Table 2.39 최종 어셈블리 결과 통계치

Hash 
length
(k-mer)

Data Num. of 
transcripts

Length (bp) of transcripts

Sum. of 
bp Min Max Aver. N50

k-mer = 61

Total 
transcripts 303,066 398,061,263 200 19,762 1,313 1,928

Representati
ve 

transcripts
91,357 67,786,132 200 15,299 741 1,166

- Total transcripts(303,066개)와 URGI의 Triticum aestivum DB의 amino acid sequence

와 BLASTX를 통해 annotation (filter기준: e-value ≤ 1e-10, Best hits)을 수행하였

고,  Representative transcripts (91,357개)와 Phytozome Oryza sativa DB, KOG DB, 

GO DB의 amino acid sequence와 BLASTX를 통해 annotation (filter기준: e-value 

≤ 1e-10, Best hits)을 수행함.

- Assembled transcripts 서열과 URGI의 T. aestivum DB, Phytozome Oryza sativa DB, 

KOG DB, GO DB를 이용하여 annotation을 수행하였고, Representative transcripts 

91,357개의 유전자 중에서 annotation DB와 서열 유사도를 갖는 서열은 45,909 

(50.25%) 개로 나타남 (Table 2.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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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2.40. Annotation된 유전자 통계치

Data
URGI

(Triticum 
aestivum)

Phytozome
(Oryza sativa) KOG GO Total   

annotation

Total transcripts 214,838(70.89%) - - - 214,839(70.89%)

Representative 
transcripts 42,462(46.48%) 19,057(20.86%) 27,865(30.50%) 29,296(32.07%) 45,909(50.25%)

- GO (Gene Ontology)에 따라 Representative transcripts을 Biological process (BP), 

Cellular component (CC), Molecular function (MF)의 세 카테고리로 나누었을 때, 

BP에서는 ‘cellular process’ (GO:0009987)이 38.56%, CC는 ‘cell’ (GO0005623)

이 48.49%, MF는 ‘catalytic activity’ (GO:0003824)가 26.96%로 높게 나타나는 것

을 알 수 있었음.

- Representative transcripts를 euKaryotic Ortholog Groups (KOGs)을 26개의 카테고

리로 분류하였을 때, ‘general function prediction only’가 18.72%로 가장 높은 비

율을 차지하였고, 이어‘signal transduction mechanisms’ 10.79%, 

‘posttranslational modification, protein turnover, chaperones 7.65%’의 비율을 나

타냄 (Fig. 2.74). 

  

Fig. 2.74 KOG functional classification에 따른 히스토그램 

- Read mapping을 통해 측정된 유전자들의 발현값이 sequencing 양에 의존적이므로, 

샘플 간의 데이터 차이를 보정하기 위해 DESeq을 이용하여 normalization을 수행한 

결과, Table 2.41와 같이 나타남 (Table 2.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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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색소가 침착되는 G2시기는 G1시기와 비교하여 740 up-regulated DEGs를, 1483개의 

down-regulated DEGs가 탐색되었고, G3는 G2와 비교하여 2146의 up DEGs, G1과 

비교해서는 2117의 up-regulated DEGs를 나타냄. 

Table 2.41. DEGs set Ⅰ의 유전자 선발 결과 유전자 수

비교대상(treatment vs Control) Regulation pattern Num. of DEGs Num. of annotated DEGs

G2 vs G1
Up 740 599

Down 1,483 1,386

G3 vs G2
Up 2,146 1,875

Down 1,443 1,296

G3 vs G1
Up 2,117 1,818

Down 2,461 2,300

- G2 vs G1의 DEGs의 GO를 수행한 결과, up/down-regulated DEGs 모두 BP에서는 

‘biosynthetic process’, CC에서는 ‘intracellular’, MF에서는 ‘hydrolase 

activity’에 많은 DEGs가 속해 있는 것을 알 수 있었으며, up-regulated DEGs의 비

율이 down-regulatd DEGs에 비해 훨씬 적은 분포를 보임 (Fig. 2.4, Fig. 2.5).

 Fig. 2.75 Up-regulated DEGs에 해당하는 gene ontology의 bar plot (G2 vs G1).

Fig. 2.76 Down-regulated DEGs에 해당하는 gene ontology의 bar plot (G2 vs G1).

- G3 vs G2 의 DEGs의 GO 수행 결과, BP (Biosynthetic process, nitrogen compoun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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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etabolic process), CC (intracellular), MF (transferase activity, hydrolase activity)의 

동일한 카테고리 up/down-regulated DEGs가 속해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으며, 

up-regulated DEGs가 많았음 (Fig. 2.77, Fig. 2.78).

Fig. 2.77 Up-regulated DEGs에 해당하는 gene ontology의 bar plot (G3 vs G2).

Fig. 2.78 Down-regulated DEGs에 해당하는 gene ontology의 bar plot (G3 vs G2).

- G3 vs G1의 GO 비교 결과, up/down-regulated DEGs의 변화가 다른 비교와 달리 

많았고, 특히 CC의 down-regulated DEGs에서는 intracellular organelle, 

endomembrane system, protein complex등 다양한 카테고리에서 변화를 나타냈음 

(Fig. 2.79, Fig. 2.80).

Fig. 2.79 Up-regulated DEGs에 해당하는 gene ontology의 bar plot (G3 vs G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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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2.80 Down-regulated DEGs에 해당하는 gene ontology의 bar plot (G3 vs G1)

- 각각의 DEGs가 어떤 pathway에 관여하고 있는지 추측하기 위해 KEGG (Kyoto 

Encyclopedia of Genes and Genomes) database를 활용한 결과, 종자 발달 단계에 

따라 ‘folding, sorting and degradation’, ‘translation’, ‘carbohydrate 

metabolism’의 카테고리에서 많은 수의 up-regulated 및 down-regulated DEGs가 

탐색되었음 (Table 2.42). 

Table 2.42 DEGs KEGG summary (G1 vs G2 vs G3)

Major Classification Sub Classification
Num. of upR.DEGs Num. of dwR.DEGs

G2 vs G1 G3 vs G2 G3 vs G1 G2 vs G1 G3 vs G2 G3 vs G1

Cellular Processes Transport and catabolism 1 14 12 17 12 24

Environmental 
Information   
Processing

Membrane transport 0 0 0 1 1 2

Environmental 
Information   
Processing

Signal transduction 5 8 10 1 4 7

Genetic Information 
Processing Folding, sorting and degradation 26 48 46 46 34 55

Genetic Information  
 Processing Replication and repair 3 5 6 8 5 7

Genetic Information  
 Processing Transcription 0 22 22 5 8 16

Genetic Information  
 Processing Translation 6 103 68 26 17 39

Metabolism Amino acid metabolism 8 18 18 31 39 65

Metabolism Biosynthesis of other secondary 
metabolites 8 4 4 6 11 11

Metabolism Carbohydrate metabolism 29 27 36 84 88 148

Metabolism Energy metabolism 1 17 8 56 18 55

Metabolism Glycan biosynthesis and 
metabolism 0 1 1 7 3 12

Metabolism Lipid metabolism 6 20 20 28 22 40

Metabolism Metabolism of cofactors and 
vitamins 0 15 11 14 7 22

Metabolism Metabolism of other amino acids 4 3 6 5 3 7

Metabolism Metabolism of terpenoids and 
polyketides 1 5 4 2 3 6

Metabolism Nucleotide metabolism 2 17 14 9 2 11

Organismal Systems Environmental adaptation 0 2 1 3 8 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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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유사한 발현패턴을 가지는 유전자군을 탐색하기 위해, 2 fold change 기준으로 G2 

vs G1, G3 vs G2, G3 vs G1의 비교조합을 통해 DEGs으로 선출된 5,568개 유전자

를 이용하여 clustering 분석을 수행한 결과를 통해 총 8개의 cluster를 얻음 (Fig. 

2.81).

- 특히 Cluster 2의 경우 밀의 색소침착이 이루어지는 단계에 높게 발현되는 유전자

군으로, 색소 형성에 관여하는 유전자들이 포함되어 있을 것으로 생각되고, Cluster 

6은 G2 시기에 색소침착이 끝나고 G3시기에 종자의 dehydration이 일어나는 단계

로 이와 관련된 유전자가 다수 포함되어 있을 것이라 사료됨. 

- 유색밀 종자 발달 단계에 따른 RNA sequencing 분석을 통해 다수의 유전자의 발현 

데이터를 확보할 수 있었으며, 이를 통해 특정 시기에 발현하는 유전자군의 기능 

예측 및 종자의 색소 형성에 관여하는 유전자의 정보를 얻을 수 있었음.

Fig. 2.81. Clustering set Ⅰ의 heatmap & line plot. Heatmap은 왼쪽부터 G2 vs G1, G3 

vs G2, G3 vs G1 비교조합 데이터 표현. Line Plot은 heatmap에 표현된 cluster를 

패턴으로 표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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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종피색(flavonoid, 안토시아닌) 생합성에 관여하는 유전자군의 종자발달 단계별 발

현 패턴 비교를 통한 색소체 형성 주요 유전자 동정 

- Representative transcriptsf를 이용하여 안토시아닌 관련 유전자와 alignment를 수

행하였고 G1, G2, G3 비교조합에서 DEGs로 선발된 5568개 유전자 중 안토시아닌 

관련 유전자 19개와 align된 transcripts는 11개이며, align된 안토시아닌 관련 유전

자는 10개로 나타남 (Fig. 2.82).

- 색소침착 시기인 G2에서 ANS의 발현이 가장 높게 나타났는데, ANS의 경우 안토시

아닌 pathway에 안토시아닌의 전구체인 anthocyanidin을 합성하는 역할을 한다고 

알려져 있으며, PAP1, PAP2, MYB113, MYB114의 발현 또한 증가된 것으로 보아, 

이들 유전자가 안토시아닌 생합성과 밀접한 관련이 있을 것으로 생각됨.

Fig. 2.82 안토시아닌 관련 유전자 HeatMap.

- 종자발달 시기의 flavonoid 합성 관련 유전자 탐색한 결과, DEGs로 선발된 

transcirpts 기준으로 flavonoid 관련 31개의 유전자와 align된 transcripts는 11개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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며, align된 flavonoid 관련 gene은 12개임 (Fig. 2.83).

- 안토시아닌과 flavonoid 합성의 경우 같은 pathway를 공유하기 때문에 MYB113, 

MYB114, PAP1, PAP2의 유전자는 안토시아닌 합성 관련 유전자의 경로와 발현이 

일치함.

- 4CL3와 MYBL2 유전자는 G2 시기에 발현을 보이며, flavonoid 합성에 직접적으로 

관여하는 유전자로 알려짐.

- 이들과 관련된 유전자의 기능 분석을 통해서 밀 종자 발달단계에서의 안토시아닌

과 flavonoid의 합성경로 및 색소침착시의 flavonoid의 역할 규명이 가능할 것이라 

여겨짐.

Fig. 2..83. Flavonoid 관련 유전자의 HeatMap

○ 색소침착 관련 유전자 기능 분석

- 종자 발달 시기에 따른 색소 침착 변화 양상을 알아보기 위해 유색밀인 K4191과 

색을 띠지 않는 일반밀인 Yellow 계통을 표현형 변화에 따라 총 6단계로 구분하여 

샘플을 확보함 (Fig. 2.84A).

- K4191은 출수 (DAF: Day After Flowering) 후 16일과 20일 사이에 색소침착이 이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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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짐을 확인할 수 있었고, 출수 후 29일이 지난 시점에서 종자의 색이 완전히 붉게 

변함. Yellow 계통은 색소 침착은 이루어지지 않으나 시간이 지날수록 노란색으로 

성숙되어 감을 확인할 수 있었음.

- 유색밀과 Yellow 계통의 안토시아닌 축적 양상을 확인하기 위해 실험을 실시한 결

과, Yellow 계통에서는 종자 발단 단계에 따라 큰 차이가 나지 않았지만 유색밀은 

출수 후 29까지 크게 증가한 후, 종자가 탈수가 진행됨에 따라 서서히 감소하는 양

상을 보임 (Fig. 2.84B).

- 안토시아닌의 증가가 클로로필의 감소에 의한 것인지를 판단하기 위해 클로로필 

총량을 측정한 결과, 두 계통 모두 종자 발달 단계에 따라 감소하는 양상을 보였

고, 안토시아닌 함량이 높게 측정된 DAF25과 DAF29은 K4191의 클로로필 함량이 

더 높게 측정되었음 (Fig. 2.84C).

- 이는 K4191의 안토시아닌 증가가 클로로필의 감소로 인하여 나타나는 것이 아닌 

것을 알 수 있음.

Fig. 2.84 (A) K4191과 Yellow 계통 시기별 종자 발달. 위: K4191, 아래: Yellow. (B) 총 안

토시아닌 함량. (C) 클로로필 함량.

- 각 단계에 따라 합성되어 나오는 특정 안토시아닌의 함량을 측정하기 위해 UPLC 

(ultra performance liquid chromatography)를 실시한 결과, cyanidin-3-glucoside 

(C3G)와 peonidin-3-glucoside (P3G)의 두 개의 피크가 주요 피크로 확인 되었고, 

C3G가 P3G의 함량의 비해 높게 검출되었음 (Fig. 2.8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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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총 안토시아닌 함량의 결과와 마찬가지로 DAF29에서 C3G, P3G 함량 높게 나타났

으며, C3G가 P3G에 비해 DAF16을 제외한 모든 단계에서 높게 측정된 결과로 밀 

종자 발단 단계 시 색소 침착의 주요 성분은 C3G라고 예상할 수 있음 (Table 2.7).

Fig. 2.85 UPLC를 이용한 안토시아닌 성분분석.

Table 2.43 종자 발단 단계에 따른 K4191계통 주요 안토시아닌 함량 

*tR(min) DAF16 DAF20 DAF25 DAF29 DAF32 DAF40
cyanidin-3-glucoside 

(mg/g)
5.6 - 3.363 12.553 49.001 31.664 2.491

peonidin-3-glucoside 

(mg/g)
8.3 - - 3.596 13.379 9.674 0.711  

(tR: Retention time) 

- K4191의 종자 발달 단계에서 나타나는 색소 침착에 안토시아닌이 직접적인 관계가 

있을 것으로 생각되어 안토시아닌 생합성 과정에 관여하는 유전자의 발현 양상을 

확인함.

- 안토시아닌 생합성 관련 유전자로 알려진 CHS (Chalcone synthase), CHI (Chalcone 

isomerase), F3H (Flavanone 3-hydroxylase), ANS (Anthocyanin synthase), DFR 

(Dihydroflavonol-4-reductase), UFGT (UDP-glucose flavonoid 

3-O-glucosyltransferase)에 대한 qRT-PCR을 실시함 (Fig. 2.8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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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2.86. 안토시아닌 생합성 관련 유전자 모식도

- K4191에서 안토시아닌 생합성에 관계된 6개 유전자 모두 출수 후 20일에 가장 높

은 발현을 보였으며 이후 감소하는 양상을 보임 (Fig. 2.87).

- Yellow 계통은 K4191에 비해 모든 종자 발달 단계에서 낮은 발현을 보였으나, 

K4191의 경우 종자색이 바뀌기 시작한 단계인 DAF20에 안토시아닌 생합성 관련 

유전자의 높은 발현이 종자 색소 침착에 직접적으로 관련되어 있음을 유추할 수 있

음.

Fig. 2.87 K4191과 Yellow 계통의 종자 발달 단계에 따른 안토시아닌 생합성 관련 유전자 

발현 비교.

- 모든 유전자의 발현이 높게 나타난 DAF20과 높은 발현이 나타나기 전인 DAF16에

서 6개 유전자의 상대적 발현양을 비교함.

- 색소 침착이 이루어지지 않은 DAF16에서는 CHS 발현이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 색

소 침착이 진행되고 있는 DAF20은 ANS와 UFGT의 발현이 다른 유전자의 발현보다 

높게 측정되었음 (Fig. 2.8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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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CHS는 안토시아닌 생합성에 있어 상위에서 작용하는 유전자로써 안토시아닌 합성 

초기에는 CHS 유전자가 작용하여 안토시아닌 생합성이 시작된다고 알려져 있음.

- 밀 종자 색소 침착 시, 초기 CHS가 먼저 작용하여 하위에 위치하는 유전자의 활성

을 도와주고, 시간이 지난 후 ANS와 UFGT가 활발하게 작용하여 안토시아닌 색소

의 축적을 가능하게 하는 것으로 보임.

  

Fig. 2.88 K4191에서 특정 시기 안토시아닌 생합성 유전자 발현 비교 (DAF16, DAF20).

○ 연관 전사체 및 signal transduction pathway 상의 유전자 발현차이 검정

- Representative transcripts 91,357개 중에서 밀의 transcription factor 관련 유전자 

정보를 갖는 유전자 통계치는 Table 2.8과 같이 나타났으며 그들의 발현값은 Fig. 

2.18에 나타남 (Fig. 2.89).

- MYB, NAC, bHLH transcription factor의 정보를 갖는 transcripts가 다수 발견됨 

(Table 2.44).

Table 2.44 TF DB을 이용한 통계치

Symbol Count Symbol Count Symbol Count Symbol Count

AP2 6 CO-like 12 GRAS 32 M-type 2

ARF 29 CPP 6 GRF 10 MYB 81

ARR-B 6 DBB 9 HB-other 10 MYB_related 29

B3 10 Dof 18 HB-PHD 4 NAC 63

BES1 7 E2F/DP 6 HD-ZIP 37 NF-X1 4

bHLH 57 EIL 8 HRT-like 1 NF-YA 3

bZIP 53 ERF 56 HSF 36 NF-YB 6

C2H2 45 G2-like 23 LBD 8 NF-YC 6

C3H 32 GATA 22 LSD 2 Nin-like 11

CAMTA 13 GeBP 7 MIKC 24 RAV 2

SBP 10 TALE 16 Trihelix 34 Whirly 2

STAT 2 TCP 10 VOZ 4 WOX 7

WRKY 38 YABBY 4 ZF-HD 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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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2.89 Transcription factors 유전자의 HeatMap.

- 안토시아닌의 합성은 안토시아닌 생합성 유전자의 작용만으로 이루어지는 것이 아

니라 MYB transcription factor, bHLH, WD40의 다양한 유전자의 상호작용으로 안토

시아닌 합성 여부가 결정되어진다고 알려져 있음. 

- 안토시아닌 합성에 관련된 밀의 MYB transcription factor는 현재 많이 알려져 있지 

않기 때문에 RNA sequencing 데이터 및 타 작물에서의 안토시아닌 생합성에 관여

한다고 알려진 유전자 정보를 바탕으로 총 6개 (MYB2, MYB32, MYB113, PAP1, 

PAR, P1)의 유전자를 선별하여 밀의 안토시아닌 생합성 관련 MYB transcription 

factor를 얻음.

- 종자 발단 단계에 따른 MYB transcription factor의 유전자 발현 양상을 비교하기 

위해 qRT-PCR을 실시한 결과, K4191에서는 모든 MYB 유전자가 DAF20에서 가장 

높은 발현을 나타내었고, 반면 Yellow 계통은 발현 정도가 미미하게 나타남. (Fig. 

2.9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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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MYB transcription factor의 발현은 안토시아닌 생합성 관련 유전자들의 발현과 동

일하게 나타났으며, 이는 안토시아닌 색소 축적에 있어서 안토시아닌 생합성 유전

자와 MYB transcription factor가 밀접한 관계를 가지고 있음을 알 수 있음.

Fig. 2.90. 종자 발달 시 MYB transcription factor 관련 유전자 발현 비교.

- 가장 높은 발현 양상을 보인 DAF20과 색소 침착이 이루어지기 전인 DAF16에서 각 

유전자의 발현을 확인한 결과, DAF16에서는 P1과 MYB113의 발현이 높았고 색소 

침착이 이루어지기 시작한 DAF20에서는 상대적으로 PAP1, P1, MYB113의 유전자 

발현이 높게 나타났음 (Fig. 2.91).

- P1과 MYB113이 안토시아닌 합성 시, 안토시아닌 생합성 관련 유전자의 발현에 영

향을 줄 수 있음을 가정할 수 있음.

Fig. 2.91. K4191 계통에서 각 단계에 따른 MYB transcription factor 유전자 발현 비교.

○ 유색밀 유래 종피색 변이 우수 돌연변이 계통 선발

- 유색밀 (K4191) 종자에 감마선 조사 후 세대진전을 통해 다양한 변이를 나타내는 

후대계통을 얻음 [약 1100 계통(M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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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유색밀 방사선 돌연변이 후대계통 중, 종피색에 변화를 나타내는 계통을 중심으로 

유전적으로 고정된 5계통 (L47, 85, 167, 567, 925)을 선발하여 실험을 진행함 (Fig. 

2.21).

- 금강밀은 한국에서 주로 재배되고 있는 일반밀 품종으로 유색밀과의 비교를 위해 

실험에 사용되었으며, 종피색은 대조군으로 사용된 유색밀인 K4191과 비교하여 엷

은 갈색을 띠고 있는 것부터 진한 색을 띠는 것을 선택함 (Fig. 2.92).

- L47과 L167은 대조군과 달리 spike가 awnless로 나타남 (Fig. 2.92) 

Fig. 2.92 유색밀 유래 종피색 방사선 돌연변이 후대 계통 [위: 종자 발달시기 샘플 (출수 

후 21일), 종피색 변이, 아래: 종피색 변이 spike]. CW: colored-wheat (유색밀: CW, 대조

군).

- 농업형질 조사결과, 식물의 간장은 L167이 96.6 cm로 가장 컸고, L85가 33.8 cm로 

dwarf type을 나타냈으며 수장크기는 L167이 가장 길었고, 출수기는 금강이 가장 

빨랐으나, 대조군인 CW와 비교에서는 L567이 가장 빠르고 L925가 가장 느리게 출

수하는 것으로 나타났음 (Table 2.45).

- L47, L167, L925가 대조군과 비교해 수량 측정에서는 가장 높은 값을 보였고, 천립

중의 경우 또한 L47, L167, L925가 높은 무게를 나타내는 것으로 보아 천립중과 생

산량이 양에 상관관계를 가진다는 것을 유추할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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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2.45 유색밀 유래 우수 돌연변이 계통의 농업형질 (2016-2017) 

Plant height
(cm)

Spike length
(cm)

Heading date 
(month/date)

Grain yield 
(g/2.25m2)

1000-kernel 
weight (g)

Mean ± SE Mean ± SE -  Mean ± SE Mean ± SE

CW 54.6 ± 2.45 7.68 ± 0.41 May 3 1090 ±14.3 38.2 ± 1.73

‘Keumkang’ 69.8 ± 2.38 6.52 ± 0.34 April 20 835 ± 13.7 44.3 ± 1.15

L47 85.4 ± 5.17 7.66 ± 0.67 May 4 1220 ± 17.3 47.3 ± 1.91

L85 33.8 ± 1.64 8.23 ± 0.40 May 5 985 ± 11.7 27.1 ± 1.26

L167 96.6 ± 3.70 10.16 ± 0.88 May 6 1095 ± 16.1 46.9 ± 3.67

L567 84.8 ± 3.49 7.47 ± 0.36 April 28 1060 ± 17.0 38.1 ± 1.39

L925 85.9 ± 3.29 7.81 ± 0.55 May 9 1190 ± 13.9 42.6 ± 0.99

- Hunter lab을 이용해 객관적인 종자색을 측정한 결과, L925가 가장 진한 색을 나타

냈고, 대조군으로 사용한 금강이 가장 밝은색을 띄었음 (Table 2.10).

Table 2.46 Hunter lab을 이용한 우수 돌연변이 자원의 종자색 

L* a* b*

Mean ± SE Mean ± SE Mean ± SE

CW 24.56 ± 1.28 8.07 ± 2.36 10.35 ± 1.12

‘Keumkang’ 57.33 ± 3.22 6.80 ± 0.49 26.15 ± 1.84

L47 47.93 ± 4.67 9.31 ± 2.75 22.47 ± 3.39

L85 36.77 ± 1.86 13.37 ± 3.00 19.56 ± 3.96

L167 30.46 ± 2.36 8.84 ± 1.09 8.60 ± 3.35

L567 24.66 ± 0.91 6.25 ± 0.64 7.07 ± 2.39

L925 17.32 ± 3.16 4.24 ± 1.17 2.90 ± 1.16

L*, degree of lightness or darkness of the sample extended from 0 (black) to 100 (white)

a*, degree of redness (+a) to greenness (-a)

b*, degree of yellowness (+b) to blueness (-b)

○ 안토시아닌 생합성 관련 및 항산화 관련 유전자 탐색 및 발현차이 검정

- 각 계통에 대해 안토시아닌 생합성 관련 유전자 발현을 qRT-PCR을 통해 탐색한 

결과, 각 계통에서 높게 발현하는 유전자의 종류가 달랐으나 #167 계통은 CHS와 

CHI를 제외한 모든 유전자의 발현이 높게 나타남 (Fig. 2.93).

- CHS는 #47에서 높게 발현되었으며, CHI는 #925에서 높은 발현양을 보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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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2.93 돌연변이 후대 계통 및 대조군의 안토시아닌 생합성 관련 유전자 발현.

  - 각 계통의 항산화 관련 유전자 발현을 탐색하기 위해 qRT-PCR을 실시한 결과, 

APX, CuZnSOD, MnSOD, GPX, DHAR의 유전자가 다른 계통과 비교했을 때 높은 

발현값을 나타냈음 (Fig. 2.94).

  - #47과 #925에서는 CAT의 발현이 특이적으로 높게 나타남.

  - 안토시아닌 생합성 유전자 발현과 마찬가지로 항산화 관련 유전자 발현도 금강

과 대조군에 비해 유색밀 돌연변이 후대계통에서 대부분 높게 나타났으며, 특히 

#167 계통에서 높은 발현값을 보임.

Fig. 2.94 유색밀 돌연변이 후대계통 및 금강의 항산화 관련 유전자 발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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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항산화 효소 활성을 테스트한 결과, CAT와 POD 활성이 금강보다 높은 것으로 확

인되었고 항산화 관련 유전자의 발현과 항산화 효소 활성은 직접적인 상관이 없는 

것으로 보이며, 이는 항산화 효소의 경우 하나의 항산화 유전자로 조절 되는 것이 

아니라 각 항산화 활성이 여러 개의 유전자의 영향을 받을 것으로 생각되어짐 (Fig. 

2.95).  

Fig. 2.95. 유색밀 돌연변이 후대 계통 및 금강에서의 APX, CAT, SOD, POD의 항산화 활

성

○ 천연물 대사체 함량 차이 및 관련 유전자 발현 간의 연관성 규명

- 안토시아닌은 대표적인 항산화 물질로서 세포가 노화하는 과정에 발생하는 활성산

소를 효과적으로 제거하며, 비만, 심장병, 당뇨병 등의 성인병의 예방과 치료에 효

과적으로 작용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음.

- 유색밀 돌연변이 후대 계통의 안토시아닌 유전자 발현 정도와 안토시아닌 함량의 

상관관계를 분석하기 위해 총 안토시아닌 함량과 종류별 안토시아닌 함량을 HPLC

를 활용하여 측정하였음.

- 색깔을 띠고 있는 계통은 흰색 종피색을 가진 금강에 비해 비교적 높은 안토시아

닌 함량을 나타냈으며, #47, #167, #925가 대조군에 비해 높은 함량을 보였으며, 

특히 진한 종피색을 가진 #925 계통에서 가장 높은 함량을 보임 (Fig. 2.96).

- HPLC를 이용해 안토시아닌 종류별 함량을 측정 하였을 때 C3G 

(cyanidin-3-glucoside), kera (cyanidin-3-rutinoside), peonidin (peonidin-3-glucoside), 

세 종류의 안토시아닌이 검출되었음 (Table 2.11).

- #47과 #167은 C3G, kera 두 종류의 안토시아닌이 검출되었으며, #925의 경우 

peonidin이 추가적으로 검출되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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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 계통 모두 C3G 함량이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 총 안토시아닌 함량의 결과와 동

일하게 C3G, kera, peonidin 함량이 #925에서 높게 검출되었음.

- 흰색의 종피색을 가진 금강에 비해 색깔을 띠고 있는 돌연변이 후대 계통 및 대조

군에서 안토시아닌 생합성 유전자의 발현이 높게 나타났고, 안토시아닌 함량 또한 

높게 측정된 결과로 미루어 볼 때 안토시아닌 생합성 유전자들의 발현이 안토시아

닌 대사체의 합성에 직접적으로 관여되어 있으며, 이를 통해 밀의 종피색 변화에 

영향을 주는 것으로 판단되어짐.

 

Fig. 2.96 유색밀 돌연변이 계통 및 금강에서의 총 안토시아닌 함량.

Table 2.47 돌연변이 후대계통의 안토시아닌 종류별 함량 

C3G Peonidin Keracyanin

K4191 0 0 0

‘Keumkang’ nd nd nd

L47 0.05 0 0.025

L85 nd nd nd

L167 0.221 0 0.039

L567 0 nd nd

L925 0.23 0.069 0.066

C3G: Cyanidin-3-glucoside
Peonidin: Peonidin-3-glucoside
Keracyanin: Cyanidin-3-rutinoside
nd: not de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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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각 계통이 가지는 항산화능을 측정하기 위해 radical 소거능을 측정할 수 있는 

DPPH (2,2-diphenylpicrylhydrazyl) assay를 실시함.

- 유색 돌연변이 후대 계통은 금강에 비해 전체적으로 높은 radical 소거능을 나타냄 

(Fig. 2.97A). 

- #925가 약 37%로 가장 높은 radical 소거능을 나타냈고, #167이 약 33%, 대조군인 

CW가 약 30%의 소거능을 보임.

- 총 페놀 함량을 측정한 결과, 유색을 띠고 있는 계통의 경우 금강에 비해 높은 페

놀 함량을 가지며 대조군에 비해 #167과 #925가 약간 높은 함량을 나타내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음 (Fig. 2.97B).

- #925, #167 계통에서의 안토시아닌 및 폴리페놀의 함량과 항산화 관련 유전자의 

발현이 항산화 작용에 영향을 미쳐 radical 소거능을 향상시킨 것으로 보임. 

- 위의 결과를 종합해 볼 때, 안토시아닌이나 항산화 작용에 관련된 다양한 유전자 

발현이 밀 종자색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보임.

- 사회 전반에 걸쳐 나타나고 있는 건강 지향 well-being의 영향으로 최근 육종연구

도 기능성 물질을 다량 함유한 고품질 품종을 개발하는 방향으로 전환되고 있음.

- 금강밀 및 대조군인 유색밀에 비해 높은 항산화능을 가진 유색밀 돌연변이 후대 

계통은 향후 기능성 및 육종소재로서의 사용이 가능할 것이라 여겨짐.

- 감마선을 활용한 돌연변이 육종을 통해 다양한 유전적 변이 계통을 확보함에 따라 

target 형질을 목표로 육종이 효율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을 것이라 사료됨.

Fig. 2.97 유색밀 돌연변이 후대계통 및 금강의 radical 소거능과 총 페놀 함량.

나. 방사선육종 유전자원 유용 대사체 스크린 및 생합성 메카니즘 변이 연구

(1) 유색밀 유용 대사체 분리조건 확립 및 구조분석

○ 방사선육종 유색밀 9종 및 대조구 유색밀 3종에 대한 추출물 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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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유색밀 (Control, CW-32, CW-34, CW-37, CW-47, CW-85, CW-167, CW-567, 

CW-925, CW-948, 금강, Yellow) 10 g에 1% HCL/MeOH 100 ml 을 사용하여 45℃ 

조건에서 24시간 추출 하였다. Fliter pasper로 여과한 추출물은 감압 농축 후 수율

을 계산 하였다. 그 결과 12개 유색밀 모두 10%이상의 수율을 확인하였음.

○ HPLC 분석을 위한 조건 확립

-  HPLC 분석에 사용된 column은 YMC-Triart C18 (250 × 4.6mml.D. S-5㎛, 12nm)이

고 column temperature는 25℃에서 실시하였다. 이동상은 A (0.1% TFA water)와 B 

(0.1% TFA acetonitrile) 두 용매를 사용하였고 이동상의 흐름속도는 1.0 ml/min, 검

출파장은 520nm, injection volume은 10 ㎕로 하였음.

Table 2.48 유색밀 대사체 분석을 위한 HPLC 조건

Column YMC-Triart C18 (250 × 4.6mml.D. S-5㎛, 12nm)

Solvent
A: 0.1% TFA Water

B: 0.1% TFA Acetonitrile

Gradient

Time B%

0 14

20 16

35 17

40 25

Column temperature 25

Flow rate 1ml/min

Detector 520nm

○ 대사체 분석을 위한 지표성분 분석

- 지표물질을 확인하기 위해  먼저 5가지 표준물질을 분석하였음. 그 결과 

C3G(cyanidin-3-glucoside), P3G (pelargonidin-3-glucoside), Kera 

(cyanidin-3-rutinoside), Peonidin (Peonidin-3-glucoside)의 크로마토그램을 확인 할 수 

있었고 유색밀 크로마토그램과 비교하여 C3G, Kera, Peonidin을  지표성분으로 설정 

하였다. 각각의 retention time은 C3G 17.9 min, Kera 19.4 min, Peonidin 28.6 min 

으로 확인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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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daein (cyanidin-3-galactoside)

C3G (cyanidin-3-glucoside)

3)P3G (pelargonidin-3-glucoside)

Kera (cyanidin-3-rutinoside)

Peonidin (Peonidin-3-glucoside)

Fig. 2.98 표준물질 HPLC chromatogram

○ 지표성분에 대한 표준 검량선 

- C3G, Kera, Peonidin을 지표성분으로 설정하고 표준 검량선으로부터 유색밀의 함량

을 구하였다. 각각의 표준품은 1mg/ml의 농도가 되도록 MeOH로 제조한 것을 표준

원액으로 하였다. 이를 MeOH를 이용하여 단계적으로 희석하여 HPLC를 이용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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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준 검량선을 구하였으며, 검량선의 상관계수 (R2)는 모두 0.999으로 높은 직선성을 

보였다.

C3G (cyanidin-3-glucoside)

Kera (cyanidin-3-rutinoside)

Peonidin (Peonidin-3-glucoside)

Fig. 2.99 표준물질 검량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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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방사선육종 유색밀의 대사체 분석

- 유색밀 추출물을 100mg/1ml 농도가 되도록 MeOH를 이용하여 제조하여 0.45㎛ 

syringe filter로 여과한 후 HPLC를 이용하여 분석하였다. 지표성분의 함량 확인을 

위해 각각의 peak 면적대비 농도를 구하였다. 그결과 cw-47, 167, 925 에서 control 

대비 C3G, Kera, Peonidin의 함량이 증가함을 확인 할 수 있었다.

Control

CW-32

CW-34

CW-37

CW-47

CW-8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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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W-167

CW-567

CW-925

CW-948

금강

Yello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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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2.100 유색밀 추출물의 chromatogram.

○ 방사선육종 유색밀 추출물의 세포 독성 실험

- 2×105 cell/ml 로 RAW 264.7 세포를 계대한 후에 24시간 동안 37 ℃, 5 % CO2 에

서 배양하였다. 이 후 유색밀 12종을 최종농도가 50 g/㎖ 이 되도록 처리하여 37 

℃, 5 % CO2 에서 24시간 동안 배양하였다. Cell viability assay kit 를 이용해서 

RAW 264.7 세포에서 추출물이 독성을 보이는지 확인하였다. 그 결과 독성을 거의 

보이지 않았다.

Fig. 2.101 RAW264.7 세포에서 유색밀 추출물의 세포독성 결과.

○ 방사선육종 유색밀 추출물의 항염증 효능 평가

- 2×105 cell/ml 농도로 RAW 264.7 세포를 계대한 후에 24시간 동안 37 ℃, 5 % CO2 

에서 배양하였다. 이 후 유색밀 12종을 최종농도가 50 g/㎖ 이 되도록 처리하여 37 

℃, 5 % CO2 에서 2시간 동안 배양하였다. 세포에서 염증을 유발시키는 

lypopolysaccharide (LPS)를 최종농도가 1 g/㎖ 이 되도록 처리한 후 37 ℃, 5 % 

CO2에서 18 시간 동안 배양시켰다. Griess reagent 를 이용해서 RAW 264.7 세포에

서 유색밀 12종이 NO 생성을 저해하는 것을 확인하였다. 그 결과 유색밀 12종 전부 

NO 생성 저해능이 없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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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2.102 RAW264.7 세포에서 유색밀 추출물의 NO 생성 저해능 평가 결과

○ 방사선육종 유색밀 추출물의 항산화 효능(DPPH(2,2-diphenyl-1-picrylhydrazy)) 평가 실험

-  DPPH 실험은 안정화된 free radical을 가지고 있는 수용성 물질인 DPPH가 전자나 

수소를 받아 안정한 분자를 이루고 자색이 탈색이 되는 원리를 이용한 실험방법이

다.

-  Blois의 방법을 이용한 DPPH free radical에 대한 소거 활성을 측정하였다. DPPH 

radical 은 보라색을 띠고 있으며 항산화제(시료)와 반응하면 옅은 노랑색을 띠게 된

다. EtOH 용매에 DPPH를 녹여서 0.2 mM DPPH solution을 만들어 사용하였다. 실험

은 0.2 mM DPPH solution과 유색밀 12종을 1 : 1 (100 ㎕ : 100 ㎕)로 혼합하여 상

온에서 30분간 반응시킨 후 spectrophotometer로 흡광도 517 nm에서 측정하였다. 이 

실험은 half maximal inhibiting concentration (IC50) 값을 구하기 위해서 농도별로 혼

합하여 진행하였으며 혼합으로 시료들이 1/2로 dilution이 되기 때문에 이를 계산한 

최종농도이다. DPPH 소거능 계산은 inhibition (%) = {control-(sample-blank)}/control 

× 100 으로 하였다. 그 결과 CW 85에서 가장 낮은 IC50값을 가지는 것으로 확인하

였다.

Table. 2.49 DPPH radical 소거작용측정을 이용한 유색밀 12종의 항산화능 확인

시료 DPPHIC50 (μg/ml)

Control CW 856.44

CW 32 576.65

CW 34 934.69

CW 37 885.40

CW 47 881.94

CW 85 421.84

CW 167 871.37

CW 567 846.21

CW 925 823.24

CW 948 798.35

금강 892.23

yellow 615.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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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방사선육종 유색밀 추출물의 항산화 효능(ABTS [2,2'-azinobis(3 

ethybenzothiazoline-6-sulfonic acid)]) 평가 실험

- Potassium persulfate의 존재하에 H2O2나 peroxidase 등과 반응하여 양이온을 형성

함으로써 지용성과 수용성의 항산화물에 모두 반응을 할 수 있는 실험방법이다.

- ABTS radical 은 짙은 청녹색이며 항산화 물질과 반응하면 하늘색(거의 투명 흰색에 

가까운)이 된다. 7 mM ABTS 5 ㎖ 와 140 mM potassium persulfate (K2S2O8) 88 ㎕ 

를 혼합하여 실온에서 16 시간 암소 보관하여 ABTS solution을 만들었다. 이 후에 

ABTS solution과 EtOH를 혼합하여 734 nm에서 control 용매의 흡광도 값이 0.7 ± 

0.02 nm 가 되도록 조절한다. 이 실험은 half maximal inhibiting concentration (IC50) 

값을 구하기 위해서 농도별로 혼합하여 진행하였으며 혼합으로 시료들이 1/20로 

dilution이 되기 때문에 이를 계산한 최종농도이다. 농도별로 만들어진 유색밀 12종

을 ABTS와 1 : 19 (5 ㎕ : 95 ㎕)로 혼합하고 6분간 암소에서 반응시킨다. 

Spectrophotometer 를 이용하여 흡광도 734 nm 에서 측정하였다. ABTS radical 소거 

활성 계산은 inhibition (%) = {control-(sample-blank)}/control × 100 으로 하였다. 그 

결과 CW 925에서 가장 낮은 IC50값을 가지는 것으로 확인하였다.

Table. 2.50 ABTS cation 소거작용측정을 이용한 유색밀 12종의 항산화능 확인

시료 ABTSIC50 (μg/ml)

Control CW 914.69

CW 32 870.21

CW 34 848.52

CW 37 711.83

CW 47 1237.86

CW 85 1154.73

CW 167 629.18

CW 567 661.63

CW 925 474.75

CW 948 1230.45

금강 1251.30

yellow 1388.94

(2) 난 유용 대사체 분리조건 확립

○  덴드로븀 (철피, 금채, 생약)의 추출물 제조

- 덴드로븀 (철피, 금채, 생약)에 대해 각각 10 g을 발효주정 (95% 에탄올) 100 ml을 

사용하여 3시간동안 초음파 추출하여 filter paper로 여과한 후 감압 농축하여 각 

추출물을 제조함. (방사선육종자원 추출물은 추후 진행될 예정임)

○  HPLC-DAD-ESIMS 분석 조건 확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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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HPLC-DAD-ESIMS 분석에 사용된 컬럼은 YMC-Yriart C18 (250×4.6 mm, I.D. S-5 

μm, 12 nm)이고 컬럼 온도는 25 C에서 실시함.

- 이동상은 A (water)와 B (acetonitrile) 두 용매를 사용하였고, A:B (95:5  5:95)의 

조건으로 60분간 용리하였다. 이동상의 흐름속도는 0.8 ml/min, 검출파장은 210, 

230, 254, 280, 365 nm을 사용하였고, injection volume은 10 μl로 하였음.

- Mass spectrum은 다음과 같은 조건으로 측정하였음: m/z 100 and 1000 in positive 

ionization mode (ESI+) at a scan rate of 1.06 sec/cycle; capillary volage = 4000 

V; drying gas flow = 10 L/min (N2); nebulizer pressure = 30 psi; drying gas 

temperature = 350 C.

Fig. 2.103 덴드로븀 생약 (A), 철피 (B), 금채 (C)의 HPLC 크로마토그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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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추출 및 분획

- 덴드로븀 생약 (5.4 kg)을 분쇄 후, 발효주정 (95% 에탄올, 23 L)으로 상온에서 24시

간 동안 3회 추출함. 이를 진공농축기를 이용하여 감압 농축하고 추출물 112 g을 수

득함. 증류수 1 L에 현탁한 후 분별깔대기를 이용하여 용매 극성에 따라 순차적으로 

n-hexane (1 L × 3회, 15 g), ethyl acetate (1 L × 3회, 35 g), 그리고 n-butanol (1 

L × 3회, 12 g) 추출물을 수득함.   

Fig. 2.104 덴드로븀 생약의 추출 및 분획 모식도

 

○ 다양한 coulmn chromatography를 이용한 성분 분리

- ethyl acetate 분획물에 대해 dimethyl chloride:methanol (1:0  0:1, v/v) 용매 조건

으로 silica gel column chromatography를 실시하여 14개 분획물 (TM007EA01-14)으

로 나눔. 

- TM007EA03 분획 (700 mg)을 methanol:DW (0:1  1:0, v/v) 용매 조성으로 RP C18 

silica gel column chromatography를 시행하여 소분획 15개 (TM007EA0301-15)로 나

눔. TM007EA0311 분획 (250 mg)을 heaxan:ethyl acetate (85:15, v/v) 용매 조건으로 

medium perssure liquid chromatography (MPLC)를 이용하여 화합물 7 (6 mg)과 소분

획 TM007EA031102 (115mg)을 수득하였고, TM007EA031102은 100% methanol 유출 

용매로 Sephadex LH-20 column chromatography를 실시하여 화합물 5 (56 mg)와 9 

(14 mg)을 분리하였음.

- TM007EA0314 분획 (80mg)을 heaxan:ethyl acetate (9:1  8.5:1.5, v/v) 용매 조건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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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 MPLC를 이용하여 소분획 2개 (TM007EA031401-02)를 수득하였고, 그 중 첫 번째 

소분획을 dimethyl chloride:methanol (1:1, v/v) 유출 용매로 Sephadex LH-20 column 

chromatography를 실시하여 화합물 3 (1 mg)와 4 (2.5 mg)을 분리하였음.

- TM007EA07 분획 (3 g)을 hexane:ethyl acetate (4:1  1:1, v/v) 용매 조건으로 silica 

gel column chromatography를 실시하여 10개의 분획 (TM007EA0701-10)으로 나눔. 

TM007EA0703 분획 (126 mg)을 dimethyl chloride:methanol (1:1, v/v) 유출 용매로 

Sephadex LH-20 chromatography을 실시하여 분획물 5개 (TM007EA070301-05)를 수

득함. 그 중 5번째 분획물 (50 mg)을 100% methanol 유출 용매로 Sephadex LH-20 

chromatography을 재실시하여 4개의 소분획물 (TM007EA07030501-04)를 수득하였고, 

다시 4번째 분획물을 methanol:DW (1:1  4:1, v/v) 용매 조성으로 RP C18 silica gel 

column chromatography을 시행하여 화합물 2 (1 mg)와 6 (10 mg)을 분리함. 

TM007EA0704 분획 (270 mg)을 methanol:DW (1:1  1:0, v/v) 용매 조성으로 RP 

C18 silica gel column chromatography을 시행하여 분획물 20개 (TM007EA070401-20)

를 수득함. 14번째 분획물 (14mg)을 dimethyl chloride: methanol(1:1, v/v) 유출 용매

로 Sephadex LH-20 chromatography을 통해 4개의 소분획물 (TM007EA07041401-04)

을 분리하였고 다시 2, 3 번 분획물을 각각 methanol:DW (4:1  3.5:2.5, v/v) 용매 

조성으로 perparative HPLC을 사용하여 2번 분획물에서 화합물 8 (2 mg)을 정제하

였음. TM007EA0707 (120 mg) 분획은 methanol:DW (1:4  7:3, v/v) 용매 조성으로 

RP C18 silica gel column chromatography을 시행하여 소분획 12개 

(TM007EA070701-12)로 나누었고, 그 중 5번째 소분획물 (20 mg)을 100% methanol 

유출 용매로 Sephadex LH-20 chromatography을 실시하여 화합물 1 (10 mg)을 분리

였음. 

○ 1D-, 2D-NMR 및 HRESIMS 분석

1,7-Dihydroxy-2,8-dimethoxy-2,3-dihydrophenanthren-4(1H)-one (1). Brown amorphous 

solid. HRESIMS m/z 311.0891 [M+Na]+ (calculated for C16H16O5Na m/z 311.0895). 1H 

NMR (500 MHz, CD3OD, J in Hz) δ 8.98 (1H, d, J = 9.2  H-5), 8.30 (1H, d, J = 8.2, 

H-9), 7.72 (1H, d, J = 8.4, H-10), 7.23 (1H, m, H-6), 4.86 (4H, d, J = 8.3, H-1), 3.90 

(1H, d, J = 1.5, 8-OCH3), 3.79 (1H, m, H-2), 3.46 (3H, d, 2-OCH3), 3.22 (1H, dd, J = 

16.1, 3.8, H-3α), 2.74 (1H, dd, J = 16, 8.5, H-3β); 13C NMR (125 MHz, CD3OD) δ 

70.9 (C-1), 80.5 (C-2), 42.2 (C-3), 198.7 (C-4), 126.0 (C-4a), 129.6 (C-4b), 123.3 

(C-5), 121.1 (C-6), 146.5 (C-7), 140.1 (C-8), 125.4 (C-8a), 127.3 (C-9), 125.8 (C-10), 

142.4 (C-10a), 56.2 (2-OCH3), 60.2 (3-OCH3); 
1H-13C HMBC correlations: H-1/C-2, 

H-3β/C-1, C-2, C-4, H-5/ C-4b, C-7, H-6/C-8, C-8a, C-10a, H-9/C-8, C-8a, C-10a, 

H-10/C-1, C-4a, C-4b, 2-OCH3/C-2, 8-OCH3/C-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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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10,9',10'-tetrahydro-7,7'-dimethoxy-[6,6'-biphenanthrene]-2,2',5,5'-tetrol (2). Brown 

amorphous solid. HRESIMS m/z 505.1628 [M+Na]+ (calculated for C30H26O6Na m/z 

505.1627). 1H NMR (500 MHz, CD3OD, J in Hz) δ 8.18 (2H, d, J = 8.5, H-4, H-4'), 

6.63 ( 2H, br d, J = 8.5, H-3, H-3'), 6.57 (2H, s, H-1, H-1'), 6.47 (2H, s, H-6, H-6'), 

3.63 (6H, s, 7-OCH3, 7'-OCH3), 2.49 (4H, br t, H-9, H-9', H-10, H-10'), 2.27 (4H, br 

t, H-9, H-9', H-10, H-10'); 13C NMR (125 MHz, CD3OD) δ 156.3 (C-7, C-7'), 154.7 

(C-2, C-2'), 154.0 (C-5, C-5'), 139.7 (C-10a, C-10a'), 139.3 (C-8a, C-8a'), 129.0 (C-4, 

C-4'), 125.6 (C-4a, C-4a'), 116.2 (C-8, C-8'), 114.7 (C-4b, C-4b'), 113.4 (C-1, C-1'), 

112.2 (C-3, C-3'), 97.9 (C-6, C-6'), 54.6 (7-OCH3, 7'-OCH3), 29.7 (C-10, C-10'), 26.9 

(C-9, C-9'). 1H-13C HMBC correlations: H-1/C-4a, H-3/C-4a, H-4/C-4b, C-10a, C-2, 

H-6/C-4b, C-5, C-7, C-8, H-9/C-8a, C-10a, H-10/C-1, C-4a, 7-OCH3/C-7, 

H-1'/C-4a', H-3'/C-4a', H-4'/C-4b', C-10a', C-2', H-6'/C-4b', C-5', C-7', C-8', 

H-9'/C-8a', C-10a', H-10'/C-1', C-4a', 7'-OCH3/C-7'.

Dehydroorchinol (3). Brown amorphous solid. 1H NMR (500 MHz, CD3OD, J in Hz) δ 

9.35 (1H, d, J = 9.3, H-4), 7.58 (1H, d, J = 8.4, H-9), 7.54 (1H, d, J = 8.4, H-10), 

7.15 (1H, d, J = 3.1, H-1), 7.08 (1H, dd, J = 9.3, 3.1, H-3), 6.94 (1H, d, J = 2.3, 

H-8), 6.80 (1H, d, J = 2.3, H-6), 4.07 (3H, s, 7-OCH3), 3.92 (3H, s, 5-OCH3); 
13C 

NMR (125 MHz, CD3OD) δ 110.9 (C-1), 154.2 (C-2), 116.1 (C-3), 129.0 (C-4), 124.0 

(C-4a), 115.8 (C-4b), 159.2 (C-5), 98.9 (C-6), 157.5 (C-7), 101.2 (C-8), 134.3 (C-8a), 

126.9 (C-9), 127.3 (C-10), 110.9 (C-10a), 54.7 (5-OCH3), 54.4 (7-OCH3). 

1,5,7-Trimethoxy-2-phenanthrenol (4). Brown amorphous solid. 1H NMR (500 MHz, 

CDCl3, J in Hz) δ 9.27 (1H, d, J = 9.2, H-4), 7.94 (1H, d, J = 9.2, H-10), 7.67 (1H, 

d, J = 9.2, H-9), 7.28 (1H, d, J = 9.9, H-3), 6.89 (1H, d, J = 2.3, H-8), 6.77 (1H, d, J 

= 2.3, H-6), 4.08 (3H, s, 5-OCH3), 3.97 (3H, s, 1-OCH3), 3.95 (3H, s, 7-OCH3); 
13C 

NMR (125 MHz, CDCL3) δ 140.8 (C-1), 145.0 (C-2), 115.9 (C-3), 125.2 (C-4), 125.6 

(C-4a), 116.2 (C-4b), 159.5 (C-5), 99.7 (C-6), 157.7 (C-7), 101.4 (C-8), 134.2 (C-8a), 

127.7 (C-9), 120.6 (C-10), 126.3 (C-10a), 62.1 (1-OCH3), 55.8 (5-OCH3), 55.5 

(7-OCH3). 

Denthrsinin (5). Brown amorphous solid. 1H NMR (500 MHz, CDCl3, J in Hz) δ 9.16 

(1H, d, J = 9.9, H-4), 7.82 (1H, d, J = 9.2, H-10), 7.63 (1H, d, J = 9.2, H-9), 7.31 

(1H, d, J = 9.2, H-3), 7.10 (1H, d, J = 16.1, H-8), 4.04 (3H, s, 7-OCH3), 3.98 (3H, s, 

1-OCH3), 3.94 (3H, s, 5-OCH3); 
13C NMR (125 MHz, CDCl3) δ 140.8 (C-1), 145.7 

(C-2), 114.6 (C-3), 124.1 (C-4), 124.3 (C-4a), 119.2 (C-4b), 144.1 (C-5), 139.4 (C-6), 

146.9 (C-7), 104.9 (C-8), 126.7 (C-8a), 127.6 (C-9), 118.0 (C-10), 126.7 (C-10a), 6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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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OCH3), 59.9 (5-OCH3), 56.2 (7-OCH3).

Lusianthridin (6). Brown amorphous solid. 1H NMR (500 MHz, CD3OD, J in Hz) δ 8.13 

(1H, d, J = 9.0, H-4), 6.61 (2H, d, J = 5.5, H-1, H-3), 6.3 (2H, d, J = 2.5, H-6, H-8), 

3.72 (3H, s, 7-OCH3); 
13C NMR (125 MHz, CD3OD) δ 112.3 (C-1), 155.0 (C-2), 113.7 

(C-3), 128.7 (C-4), 125.1 (C-4a), 114.9 (C-4b), 154.7 (C-5), 100.1 (C-6), 158.4 (C-7), 

104.1 (C-8), 140.5 (C-8a), 30.6 (C-9), 29.8 (C-10), 139.0 (C-10a), 54.2 (7-OCH3). 

Ephemeranthol A (7). Brown amorphous solid. 1H NMR (500 MHz, CDCl3, J in Hz) δ 

8.22 (1H, d, J = 8.4. H-4), 6.75 (1H, m, H-3), 6.38 (2H, d, J = 6.9, H-8), 3.93 (3H, s, 

6-OCH3), 3.89 (3H, s, 7-OCH3), 2.67 (4H, s, H-9, H-10); 
13C NMR (125 MHz, CDCl3) 

δ 114.5 (C-1), 153.7 (C-2), 113.1 (C-3), 128.8 (C-4), 125.8 (C-4a), 114.6 (C-4b), 

146.7 (C-5), 134.4 (C-6), 150.1 (C-7), 103.6 (C-8), 134.3 (C-8a), 30.4 (C-9), 30.1 

(C-10),139.4 (C-10a), 61.2 (6-OCH3), 55.9 (7-OCH3). 

Gigantol (8). Brown amorphous solid. 1H NMR (500 MHz, Acetone-d6, J in Hz) δ 2.76 

(10H, m, H2-α, H2-α'), 3.68 (3H, s, 3'-OCH3), 3.81 (3H, s, 3-OCH3), 6.22 (1H, t, J 

= 2.3, H-2) 6.27 (1H, d, J = 1.5, H-4), 6.28 (1H, d, J = 2.5, H-6), 6.63 (1H, dd, J1 = 

2.5, J2 = 1.5, H-6'), 6.70 (1H, d, J = 8.0, H-5'), 6.73 (1H, d. J = 1.5, H-2'); 13C NMR 

(125 MHz, Acetone d6) 144.7 (C-1),37.2 (C-α'), 38.2 (C-α), 54.5 (3-OCH3), 55.4 

(3'-OCH3), 98.9 (C-4), 105.5 (C-6), 108.0 (C-2), 112.2 (C-5'), 114.7 (C-2'), 120.8 

(C-6'), 133.3 (C-1'), 144.4 (C-4'), 147.2 (C-3'), 158.4 (C-3), 161.1 (C-5). 

Moscatilin (9). Brown amorphous solid. 1H NMR (500 MHz, CDCl3, J in Hz) δ 6.82 (1H, 

d, J=8.4, H-5'), 6.68 (1H, dd, J1 = 8.0, J2 = 1.9, H-6'), 6.61 (1H, d, J = 1.5, H-2'), 

6.35 (2H, s, H-2, H-6), 3.84 (6H, s, 3-OCH3, 5-OCH3), 3.84 (3H, s, 3'-OCH3), 2.80 

(4H, m, H-α, H-α'); 13C NMR (125 MHz, CDCl3) δ 132.9 (C-1), 105.2 (C-2, C-6), 

146.9 (C-3, C-5), 133.0 (C-4), 133.7 (C-1'), 111.3 (C-2'), 146.3 (C-3'), 143.8 (C-4'), 

114.2 (C-5'), 121.1 (C-6'), 38.6 (C-α), 38.1 (C-α'), 56.33 (3-OCH3, 5-OCH3), 55.9 

(3'-OCH3).

○ 성분 구조 규명

- 화합물 1와 2는 1D-, 2D-NMR spectrum 분석 및 HRESIMS 분석 결과, 신규화합물인 

1,7-Dihydroxy-2,8-dimethoxy-2,3-dihydrophenanthren-4(1H)-one (1)와  

9,10,9',10'-tetrahydro-7,7'-dimethoxy-[6,6'-biphenanthrene]-2,2',5,5'-tetrol (2)로 구조 

규명되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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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2.105 신규화합물 1와 2의 화학 구조.

- 화합물 3-9는 1D-, 2D-NMR spectrum 분석 결과, 기지화합물인 dehydroorchinol (3), 

1,5,7-trimethoxy-2-phenanthrenol (4), denthrsinin (5), lusianthridin (6), 

ephemeranthol A (7), gigantol (8), moscatilin (9)으로 구조 규명되었고, 기존의 보고

된 화합물의 NMR data와 비교하여 구조를 확정하였음.

R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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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CH3

H3C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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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R1 = H  R2 = H

4  R1 = OCH3  R2 = H

5  R1 = OCH3  R2 = O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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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R = H

7  R = OCH3

8  R1 = H  R2 = OH

9  R1 = OH  R2 = OCH3

R1

Fig. 2.106 기지화합물 3-9의 화학 구조.

다. 방사선 특이 반응 유전자 선발 및 기능규명

(1) 벼 Systemic Acquired Resistance Deficient 1(OsSARD1) 유전자 분석

○ 기존 연구를 통해 감마선과 이온빔을 조사한 벼 종자를 생육시켜 얻은 식물체의 

전사체 데이터를 생산하여 특이발현 유전자를 동정하였으며, 그 중 감마선과 이온빔

에서 함께 감소하는 패턴을 보이는 유전자인 rice systemic acquired resistance 

deficient 1 (OsSARD1)을 대상으로 그 기능을 분석하였음. 해당 유전자는 벼에서 그 

기능이 밝혀지지 않았지만 애기장대의 AtSARD1과 아미노산 서열이 상당히 유사하

여 서로 비슷한 기능을 가질 것으로 예상되었음. 애기장대 SAR-deficient mutant에서 

밝혀진 AtSARD1의 기능에 대해 살펴보면 이 유전자는 calmodulin-binding protein 

60(CBP60) family에 속하며 CBP60g와 함께 그 기능을 수행한다고 알려져 있음. 

AtSARD1과 AtCBP60g는 식물체 내의 salicylic acid (SA) 발현의 조절을 통해 abiotic

과  biotic stress response에 관여하는 것으로 알려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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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벼에 방사선을 조사 한 후 식물체 내에서 추출한 RNA를 이용해 cDNA를 합성하고 

qRT-PCR 분석을 통해 OsSARD1의 유전자 발현을 확인한 결과 OsSARD1은 감마선과 

이온빔 조사 후 그 발현이 크게 감소하였음.

Fig. 2.107 Analysis of OsSARD1 expression in rice in response to different types of 

ionizing radiation. 

○ 애기장대의 AtSARD1과 AtCBP60g는 식물체 내의 SA 발현의 조절을 통해 abiotic과 

biotic stress response에 관여함이 알려져 있음. 3주간 성장한 벼에 SA와 MeJA를 처

리  후 식물체 내에서 추출한 RNA를 이용해 cDNA를 합성하고 qRT-PCR 분석을 통

해 OsSARD1의 발현을 확인한 결과 식물 호르몬을 처리 하지 않은 대조군과 비교하

여 SA와 MeJA를 처리한 벼 식물체 내의 OsSARD1의 발현이 크게 증가함. 

Fig. 2.108 Analysis of OsSARD1 expression in rice in response to phytohormone 

treatmen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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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방사선에 의한 OsSARD1의 기능을 식물체 내에서 살펴보기 위해 GFP reporter 유

전자를 OsSARD1과 결합한 후 CaMV35s promoter, NOS terminator를 이용해 과발현 

카세트를 제작하고 애기장대에 형질전환하여 OsSARD1 과발현 식물체를 확보하고자 

하였음. GFP antibody를 이용한 western blot 분석 결과 4개의 과발현 homo 식물체

를 얻을 수 있었음.

Fig. 2.109 Overexpression of OsSARD1 in transgenic Arabidopsis thaliana plants.

○ OsSARD1 과발현 애기장대 식물체를 20일간 성장시켜 200 Gy와 300 Gy의 감마선

을 조사하였음. 2주 후 회복되는 표현형을 관찰한 결과 대조군과 비교해 OsSARD1 

과발현 애기장대 식물체가 식물의 총 길이와 식물 총 중량이 크게 나타났음. 이는 

OsSARD1 과발현 식물체가 방사선에 의한 성장 저해를 적게 받으며, OsSARD1 과발

현을 통해 감마선에 저항성을 얻을 수 있음을 의미함.

Fig. 2.110 Phenotypic responses of the transgenic plants overexpressing OsSARD1 

following gamma-irradi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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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담배 잎에서 일시적으로 OsSARD1-GFP 결합 단백질을 발현시키고 이를 confocal 

microscopy를 통해 단백질의 localization을 확인한 결과 OsSARD1은 핵 내에서 발현

되어 그 기능을 수행 할 것으로 예상되었음. 

Fig. 2.111 Subcellular localization of the OsSARD1-GFP fusion protein in tobacco leaf 

epidermis. 

(2) 벼 Jacalin-related mannose-binding lectin (OsJAC1) 유전자 기능 분석

- 감마선과 이온빔을 조사한 벼 종자를 생육시켜 얻은 식물체의 전사체 데이터를 이

용하여 특이발현 유전자를 동정하였으며, 그 중 감마선과 이온빔에서 함께 발현 증

가 패턴을 보이는 유전자인 Jacalin-related mannose-binding lectin (OsJAC1)를 확인

하고, 유전자의 기능 분석 연구를 수행함 

- 벼 종자에 방사선을 조사 후, 종자를 발아시켜 2주후 식물체에서 RNA를 추출 하여  

cDNA를 합성함. qRT-PCR 분석을 통하여 OsSARD1 유전자 발현이 감마선과 이온

빔 조사 후 크게 증가하는 것을 확인함

Fig. 2.112 Analysis of OsJAC1 expression in rice in response to different types of 

ionizing radi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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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방사선에 의한 OsJAC1의 기능을 애기장대 식물체 내에서 살펴보기 위해 GFP 

reporter 유전자를 OsJAC1과 결합한 후 CaMV35s promoter, NOS terminator를 이용

해 과발현 벡터를 제작함. 애기장대에 과발현 벡터를 도입하여 OsJAC1 과발현 식

물체를 제작하였으며, GFP antibody를 이용한 western blot 분석 결과 6개의 과발현 

homozygous 식물체를 확인함 (Fig. 2.113)

Fig. 2.113 Overexpression of OsJAC1 in transgenic Arabidopsis thaliana. 

- OsJAC1 과발현 형질전환 식물체를 20일간 성장시켜 200 Gy와 300 Gy의 감마선을 

조사하였음. 2주 후 회복되는 표현형을 관찰한 결과 대조구과 비교하여 OsJAC1 과

발현 애기장대의 성장이 우수 하다는 것을 확인함. 이는 OsJAC1 과발현 식물체가 

방사선에 의한 성장 저해를 적게 받으며, OsJAC1 과발현을 통해 감마선에 저항성

을 얻을 수 있음을 의미함.

Fig. 2.114 Growth of the OsJAC1-overexpressing transgenic plants after  

gamma-irradi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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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그로박테리움 형질전환 방법을 이용해 담배 잎에서 일시적으로 OsJAC1-GFP 결

합 단백질을 발현시키고 이를 confocal microscopy를 통해 OsJAC1 단백질의 

localization을 확인한 결과 OsJAC1이 핵에서 발현되는 것을 확인함.

Fig. 2.115 Subcellular localization of the OsJAC1-GFP fusion protein in epidermic cells of 

tobacco leaf. 

- OsJAC1 유전자의 salt stress 관련성을 확인하기 위하여 2주된 벼 식물체에 200 mM

의 NaCl을 처리하여 OsJAC1의 발현 정도를 qRT-PCR로 확인함. OsJAC1은 처리 후 

6시간째 발현이 대조구에 비교하여 8배 이상 증가하는 것을 확인 하였으며, 12시간

과 24시간 후에도 대조구와 비교하여 높은 OsJAC1 발현을 유지하는 것을 확인하였

음 (Fig. 2.116 A).

- OsJAC1 과발현 형질전환 식물체의 salt stress 내성을 확인하기 위하여 20일된 형질

전환체에 NaCl을 농도 별로 처리 후, 형질전환체의 생장을 18일 후에 측정함. 

OsJAC1 과발현 애기장대의 성장이 대조구에 비교하여 우수 하다는 것을 확인함 

(Fig. 2.116 B, C).  이는 OsJAC1 과발현 식물체가 salt stress에 의한 성장 저해를 

적게 받는 것을 의미함.

- OsJAC1 과발현을 통해 감마선 및 salt stress에 저항성을 얻을 수 있으며, 이러한 

결과는 OsJAC1가 감마선과 salt stress의 조절자로서 역할을 한다는 것을 의미함. 



- 334 -

Fig. 2.116 Growth of the OsJAC1-overexpressing transgenic plants in response to salt 

stress

3. 방사선육종 유전자원 Genebank 종합관리시스템 구축

가. 방사선육종 유전자원 오믹스 빅데이터 확보 및 DB화

(1) 육종 작물별 데이터 수집 및 표준화

○ 육성 중인 돌연변이 유전자원 작물별(벼, 콩), 년차별 포장형질 데이터 수집 

          

Fig. 3.1 벼 연차별 포장형질 데이터 수집 및 표준화 작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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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3.2 콩 연차별 포장형질 데이터 수집 및 표준화 작업

(2) 표준화 DB, 이미지 및 오믹스 데이터 업로드

○ 작물별 비정형데이터의 효율적 관리를 위한 DB 표준 체계 확립 및 omics 데이터 

시스템 업로드

나. 방사선유전자원 전용 종합관리시스템 구축

(1) 자체 홈페이지 구축 및 주변 산학연 연구자 보완 요구도 조사·반영

○ 구축 홈페이지에 대한 정비 작업, 메뉴 점검 및 보완

- URL주소 변동 및 메뉴 추가 수정

- 연말 open 예정 

http://rbrc.10fix.com http://rbrc.or.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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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부 사용자 공개 정보 및 외부 공개 가능 정보간의 구분

- 내부자 로그인을 통한 정보 열람가능 구분

- 방사선육종 중에 있는 유전자원 포장형질 정리 DB의 내부망 분리

○ 사용자/관리자 편리성을 반영한 시스템 고도화

  - 자원식물원 관리자원 정보 메뉴 신설

- 유전자원 분양 기탁신청 메뉴 신설

- 방사선 조사신청 메뉴 신설 

- 유전자원 등록품종DB 작물별 정보 메뉴 정리 및 간결 설명자료 추가: 국화/차조기/무  

궁화/벼/케나프/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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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요성과 : 논문, 특허, 등록품종 별 데이터 정리

        

○ 구축 홈페이지의 계속적인 수정보완 작업 진행

(2) QR코드 관리시스템 도입

○ 종자 저온저장고 내 보관종자의 QR code system 도입을 위한 정보화 컨설팅

- QR코드를 만드는 "소프트웨어/프린터"와 QR코드를 인식하는 "스캐너/어플리케이션

"의 두 가지 공정으로 구성하여 현재 종자저온저장고 보관 중인 자원들과 정리 데

이터 간 연계성을 가지고 작업수행 예정 (Fig. 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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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3.3 QR코드 관리 시스템 (소프트웨어/스캐너/어플리케이션/프린터)

○ DB표준화 내용

- 간장, 수장, 개화기, 성숙기, 수량 등의 기본적인 농업형질을 중심으로 각 작물별 

특징적인 농업형질 데이터 (최대 20개 항목 입력 가능)를 확보하여 DB에 저장.

- 각각의 유전자원 정보는 QR코드 입력 시스템 따라 번호를 부여하게 되고, 그 번호

를 통해 유전자원의 정보를 검색할 수 있음과 동시에 특정 형질 검색을 통해 목적 

유전자원을 검색할 수 있는 시스템도 가능 (Fig. 3.4).

Fig. 3.4 포장에서의 유전자원 증식 및 농업데이터 구성 

- 수확된 유전자원은 종자의 상태 또는 크기에 따라 저장용기를 선택하여 보관할 수 

있으며, 저장용기 설정 후 DB에 저장되어진 순서에 따라 Barcode를 출력하여 용기

에 부착함 (Fig. 3.5)

- Barcode 부착 후, 자원은 사용자가 지정한 영역에 보관되어짐 (Fig. 3.6).

- Barcode는 사용자의 선택에 따라 QR코드로의 교체도 가능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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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3.5 유전자원에 따른 저장용기 설정 및 Barcode 부착

Fig. 3.6 Barcode가 부착된 자원들의 지정영역 보관

- Barcode가 부착되어 보관되어 있는 자원은 지정영역에 보관되고, PDA를 통해 기본

적인 자원 정보를 얻을 수 있으며 컴퓨터와 연결되어진 Barcode 검색 시스템을 통

해서는 입력되어진 자원의 모든 정보를 얻을 수 있음 (Fig. 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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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3.7 PDA이용 및 barcode 검색을 통한 유전자원 데이터 확인

- 검색하고자 하는 자원번호를 입력할 경우, 자원 보관 장소의 손쉬운 검색이 가능함 

(Fig. 3.8).

Fig. 3.8 자원관리번호 입력을 통한 유전자원 보관위치 확인

- 현재 대두 유전자원에 대한 자원관리번호 및 Barcode 부여를 통해 자원의 효율적

인 관리 시스템을 도입하였으며 향후 벼, 밀 등 다양한 작물에 대해 위와 같은 시

스템을 확대 적용할 계획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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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유용 돌연변이 창출을 위한 고효율 변이유기기술 및 ICT 기반 선발

/분석 시스템 개발

가. 생물 돌연변이 유기효율 극대화 기술 개발

(1) 광합성억제인자 전처리에 따른 목표형질 변이 효율 검증

(가) 애기장대 광합성억제인자 전처리를 통한 변이증대 최적 조건 탐색

○ 광합성억제물질 (Norflurazon, NF) 처리조건 탐색

- Norflurazon의 최적 처리조건을 알아내기 위하여 기내에서 18일 동안 키운 애기장

대에 Norflurazon 0, 5, 10, 15, 20, 25, 35, 50 M 포함된 배지에서 각각 24시간 동

안 배양함.

- Norflurazon 농도별로 24시간 처리한 애기장대는 정상적인 MS배지로 옮기고, 2주 

후 생육상태를 조사함 (Fig. 4.1.1).

- Norflurazon을 25 M 전처리한 경우 애기장대의 감수성 지표인 reduction dose 50 

(RD50)이 확인되었으며, RD20=5 M 그리고 RD35=15 M로 확인됨.

- 18일 동안 키운 애기장대에 Norflurazon 25 M를 30시간 동안 시간대 별로 샘플링

하여 carotinoid 생합성에 관련된 유전자의 발현을 Real-time PCR로 관찰함. 

Norflurazon은 carotinoid 생합성에 관련이 있다고 보고가 되어져 있으며, 본 실험

에 사용된 유전자 정보는 Table 4.1에 열거함. 

- 애기장대에서 Norflurazon의 처리 농도는 0, 5, 15, 25 M로 결정하고, 처리 시간은 

carotinoid 생합성 유전자의 발현이 가장 증가하는 24시간으로 결정함 (Fig. 4.1.2).

Fig. 4.1 Norflurazon 전처리 농도에 따른 애기장대 생육 비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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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4.1 Primers used for qRT-PCR analysis

Fig. 4.2 Norflurazon 전처리 시간에 따른 애기장대 carotinoid 생합성 유전자 발현 패턴.

○ 광합성억제물질 (Norflurazon, NF) 및 감마선 복합처리 최적 조건 탐색

- MS배지에서 18일 키운 애기장대에 광합성억제물질인 Norflurazon이 0, 5, 15, 

25 M 농도로 포함된 배지로 옮기고, 200Gy/24h 조건으로 감마선을 처리함. 

200Gy/24h 조사조건은 선행 연구논문을 활용하여 선정하였음.

- Norflurazon와 감마선을 24시간 복합처리한 애기장대 식물체를 정상적인 배지로 

옮기고, 2주 후 생육상태를 조사함 (Fig. 4.3).

- Norflurazon와 감마선을 24시간 복합처리 했을 때, Norflurazon 15 M 

처리농도에서 애기장대의 RD50이 확인되었으며, RD60=25 M로 확인됨.



- 343 -

Fig. 4.3 Norflurazon 처리 농도별 감마선 복합처리에 따른 애기장대 생육 비교

○ 광합성억제물질 (Norflurazon, NF) 및 감마선 복합처리에 따른 돌연변이 발생빈도 

검정

- 광합성억제물질 및 감마선 복합처리에 따른 돌연변이 발생빈도 검정을 위해서 4

개의 처리구를 선정하여 실험을 수행함.

- 1차 실험(예비 실험)으로 18일 키운 애기장대에 4개 처리구 (Mock, NF25, 

200Gy/24h, NF25+200Gy/24h)에서 각각 12개의 개체를 육성하여, 3개월 후 종자를 

수확함.

- 4개의 처리구 (Mock, NF25, 200Gy/24h, NF25+200Gy/24h) 12개의 식물체에서 받은 

종자를 50개씩 배지에 파종 후 2주 동안 키워 각 처리구별로 엽색의 변이율 관찰

함.

- Mock에서 변이율이 0.17%, NF25 처리구에서는 0.33%, 200Gy/24h 처리구에서는 

1.83%, 복합처리구인 NF25+200Gy/24h 처리구에서는 2.67%의 변이율이 확인되었음. 

그 결과 광합성억제물질 및 감마선 복합처리가 감마선 단일처리 대비 45.9% 정도

로 엽색변이가 증대됨을 확인함 (Fig. 4.4).

- 2차 실험(본 실험)은 4개의 처리구를 각각 100개체씩 파종하여 돌연변이 발생빈도

를 비교 검정하고 유전자들의 변이패턴을 분석할 계획임.

Fig. 4.4. 광합성억제물질 및 감마선 복합처리에 따른 돌연변이 발생빈도 비교 및 변이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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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동양란(심비디움) 광합성억제물질 전처리를 통한 변이증대 최적 조건 탐색

○ 광합성억제물질 (Clomazone, Norflurazon, Oxyfluorfen) 처리조건 탐색

- 계대배양 후 2개월이 지난 Cymbidium hybrid, RB012의 rhizome을 Clomazone 

(CM), Norflurazon (NF), Oxyfluorfen (OF)가 각각 포함된 배지에 치상하고 3개월 

후 rhizome의 무게와 색깔의 변화를 확인함. 

- 광합성억제물질의 농도는 각각 0, 5, 10, 50, 100, 200 M이 포함된 배지를 사용함.

- 3개월 후 CM의 경우 rhizome의 무게와 색깔에 아무런 변화가 보이지 않음. NF와 

OF의 Rhizome은 50 M부터 무게와 색깔의 변화가 명확히 보임. Norflurazon, 

Oxyfluorfen의 RD50 처리농도는 50 M정도로 확인됨 (Fig. 4.5).

- 광합성억제물질과 감마선을 복합처리하여 돌연변이 발생빈도를 비교 검정하고 유

전자들의 변이패턴을 분석할 계획임. 

Fig. 4.5 Cymbidium hybrid, RB012의 rhizome에 광합성억제물질 처리 후 rhizome의 생체

중 변화

(2) 화기방사선조사를 통한 변이효율 극대화 최적조건 탐색

(가) 화기조사계통 변이 분석을 위한 재료 확보

 ○ 방사선 조사 방법별·선량별·화기발달단계 별 계통 확보

- 화기 조사 계통의 경우 감마선 조사방법 별(급조사/완조사), 선량 별(15, 30, 60, 

120Gy), 화기 발달단계 별(1, 2, 3 단계), 교배 시 활용하는 돌연변이 조직 별(웅성

생식기관/자성생식기관)로 원품종과의 교배조합을 작성하여 M2 및 M3 계통들을 육

성하였음.

- 감마선 조사 직후의 식물체에서는 조사 선량에 따른 생육 변화가 크게 관찰되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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않았으나 한 달 후에는 60 Gy 이상 처리 개체에서 잎이 말리거나 괴사하는 현상

이 나타나는 등 선량에 따른 생체 손상 양상이 명확하게 나타났음.  

Fig. 4.6 Phenotype of plants and fruit setting according to irradiation conditions (A) 

Comparison of damages in plants according to irradiation dosages (B) Fruits obtained 

from crosses using female organ of irradiaed plants (W: original line; A: accute 

irradiation; C: chronic irradiation)

- 원품종과의 교배 시도 시 성공 비율을 보았을 때, 방사선 처리 색물체의 자성생식

기관을 이용했을 때보다 웅성생식기관을 이용했을 때, 완조사 보다는 급조사 처리

를 하였을 때, 조사 시 어린 꽃봉오리보다 성숙한 꽃봉오리를 이용하였을 때, 높은 

선량보다 낮은 선량을 조사하였을 때 착과율이 높은 양상을 확인하였음.

- 방사선 처리 식물체의 자성생식기관을 이용한 교배 조합의 경우 급조사 시 3단계

였던 화기를 이용하였을 때에는 120Gy를 제외한 나머지 선량에서 M2 및 M3 계통

을 확보할 수 있었으나 2단계 화기 이용 시에서는 30, 60Gy에서만, 1단계 화기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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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 시에는 60Gy에서만 후대를 확보할 수 있었음. 완조사의 경우에는 15Gy와 30Gy

에서만 교배가 성공하여 후대를 확보할 수 있었음. 높은 선량 및 화기발달 초기 

조직 이용 시 교배 실패는 해당 조건에서 방사선에 의한 손상이 크게 일어났기 때

문으로 추정됨.

- 급조사 시 3단계였던 꽃봉오리가 개화하여 얻는 화분을 교배에 이용한 경우 120 

Gy를 제외한 선량에서 M2 및 M3 계통을 확보할 수 있었음. 반면, 완조사된 식물체

의 화분을 이용한 경우에는 어떠한 선량에서도 후대를 확보할 수 없어 웅성생식기

관의 손상이 심했음을 알 수 있었음. 

(나) DNA 변이 양상 확인을 위한 GBS 분석

○ GBS 분석용 패널 구축

- 조건별 방사선 조사 식물체의 화기를 이용해 육성한 돌연변이 계통, 방사선 조사 

종자를 이용해 육성한 돌연변이 계통, 원품종을 포함하는 GBS 분석용 패널을 구축

하였음. 조건별로 M2와 M3, 또는 M1과 M2를 각각 3개 계통씩 분석하도록 하였으며 

원품종의 경우 5반복 분석을 수행하여 풍부한 reference 서열을 확보하도록 하였

음.

- 원품종 서열과 고추 표준 유전체 서열에 mapping하고 모든 계통의 서열을 각각 

확립된 원품종 서열에 align하여 SNP와 InDel을 발굴하도록 하였음. 이 후 각 조건

별로 전후 세대의 SNP와 InDel을 비교 분석하여 변이의 유전 여부를 분석하도록 

하였음.

Table. 4.2 Number of lines used for GBS analysis in each condition

Irradiation 
type and 
dosage

Mutated tissue
Female organ Male organ

SeedsFlower in
stage 1

Flower in
stage 2

Flower in
stage 3

Flower in
stage 3

accute, 15Gy - - M2 :3 lines
M3 :3 lines

M2 :3 lines
M3 :3 lines

M2 :3 lines
M3 :3 lines

accute, 30Gy - M2 :3 lines
M3 :3 lines

M2 :3 lines
M3 :3 lines

M2 :3 lines
M3 :3 lines

M2 :3 lines
M3 :3 lines

accute, 60Gy M2 :3 lines
M3 :3 lines

M2 :3 lines
M3 :3 lines

M2 :3 lines
M3 :3 lines

M2 :3 lines
M3 :3 lines

M2 :3 lines
M3 :3 lines

accute, 120Gy - - - - M2 :3 lines
M3 :3 lines

chronic, 15Gy M2 :3 lines
M3 :3 lines

M2 :3 lines
M3 :3 lines - M2 :3 lines

M3 :3 lines
M2 :3 lines
M3 :3 lin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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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GBS 분석

- GBS 분석은 GBS 라이브러리 구축, 서열 생산, 표준유전체 활용 mapping, SNP 

matrix 구성, SNP 확립 및 조건 간 비교 과정을 통해 이루어졌음.

- 원품종 5계통의 서열을 종합하여 표준 서열을 확립하고 이 서열과 조건별 DNA 샘

플에서 유래한 서열을 비교하여 SNP 및 InDel 서열을 확보하였음.

- 표준유전체 서열 간의 비교를 통해 염색체 상 변이의 분포를 조사하였으며 세대 

간 비교를 통해 변이의 유전 여부 및 빈도 변화를 확인하기 위한 기초 자료를 생산

하였음.

- 현재 서열 생산 및 기본 분석이 이루어진 상태로 차년도 이 결과에 대한 해석을 

통하여 조건별 변이 빈도, 변이 스펙트럼, 유전 양상을 확인할 계획임. 

Fig. 4.7 Wokflow of GBS analysi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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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4.8 Distribution of SNPs on chromosomes.

나. ICT기반 고효율 육종 플랫폼 최적화 시스템 설계 및 관련 협의

(1) ICT기반 생장실용 및 온실컨베이어용 설치 장소 협의

(가) 1차 kick-off 미팅

① 일시 및 장소 : 2017년 9월 15일, aT센터 노루기반 본사 사무실

② 참석자 : 김진백, 안준우, 조영득(원자력연구원), 노루기반(양선모), 김형석, 장성률

(강릉 KIST)

③ 협의내용

㉮ 사업 담당자 간 역할 분담

㉯ KIST기술 노루기반 기술이전 완료 시점 협의(17년 12월말 완료예정)

㉰ 과제계획서 반영 예산 및 각 시설별 설치 scale 협의 

㉱ 실제 정읍연구소 방문 및 실제 설치장소 협의 일정 조율

 (나) 2차 협의

① 일시 및 장소 : 2017년 11월 7일, 첨단방사선연구소 육종연구센터 부속건물

② 참석자 : 김진백, 안준우, 조영득(원자력연구원), 노루기반(양선모), 장성률(강릉 

KIST)

③ 협의내용

㉮ 실제 설치 예정 장소 견학 및 예정 장소별 면적 실측

○ 생장실용(2실) 설치예정- 파이토트론 1&2번방 연계하여 벽체를 투명유리 등으로 

시설 보강공사하고 현재 설치되어 가동 중인 공조시설은 빈 공간으로 이전설치 

예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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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4.9 ICT기반 육종 플랫폼 생장실용(2실) 설치 예정 공간 

○ 온실컨베이어용 설치예정- 유리온실 내 2번 온실공간 활용예정

Fig. 4.10 ICT기반 육종 플랫폼 컨베이어용 설치 예정 공간 

㉯ 최적 시스템 설계를 위한 의견개진 및 요구사항 청취

(2) 18년 구축예정 설비 및 시스템 개요

(가) 재배실 시설 설비 

① 온습도 공조, 보조 냉온풍기, 유동팬

② 관수설비

③ 재배환경 모니터링 용  센서시스템

④ 광원

(나) 피노타이핑 시스템 HW

① “X-Y-Z” 스테이지 HW 

② “X-Y-Z” 스테이지 HW 구동 PL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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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피노타이핑 시스템 SW

① “X-Y-Z” 스테이지 구동 SW

② 재배실 시설 설비 구동 및 모니터링 SW

③ 영상/열화상/분광 분석 SW 

④ 재배환경 모니터링 SW

⑤ 데이터 분석 SW 

⑥ DB 및 정보가시화 SW

(3) 구체화 설치예상 일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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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장 

목표달성도 및 관련분야 

기여도

제1절 목표달성도

제2절 관련분야 기여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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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장 목표달성도 및 관련분야 기여도

제1절 목표달성도

성과목표 내용 평가지표 검증방법 달성도
(%)

1.바이오산업소재용 방사선육종 유전자원 및 실용화 기술 개발 100

1-1. 산업소재용 
식물 유전자원 개
발 및 활용가치 연
구

- 고 바이오매스 케
나프 돌연변이 자원 
선발, 등록 및 바이
오소재 기초연구

- 케나프 바이오복합
소재 물성 및 기능
성 검정

- 쏠감 Mutant pool 
구축을 통한 특이형
질 세대진전 및 특성
검정

- Mutant pool 구
축여부

- 바이오소재 연구 
결과

- 신규 산업소재용 
자원 발굴

- 케나프 개화시기 
구분 분자마커 관
련 특허등록 (1
건)

- 유 전 자 원 
pool 구축 및 
특성검정 데
이터 

- 관련 특허
- SCI 논문

100

1-2. 산업소재용 
조류 유전자원 개
발 및 활용 연구 

-전분, 지방산 고함
유 미세조류 변이체
를 이용한 바이오매
스 생합성 증진 연
구  

-바이오소재용 신규 
방사선변이 미세조
류 선발 및 생리특
성 분석    

-해조류(김) 방사선
반응 기초 연구 및 
방사선육종 조건 규
명 

- 바이오소재용 미
세조류 변이체 개
발 및 소재 특성 
검정

- 변이체 특허등록
(2건)

- 해조류(김) 방사
선육종 조건 검정 

- 바이오소재(전분) 
생합성 기작 검정  

- SCI 논문
- 관련 특허 100

1-3. 방사선이용 
균이류(버섯) 유전
자원 개발

-바이오매스 분해능 
향상 변이체 선발 
및 분해 관련 유전
자 특성 연구

-고온성 돌연변이체 
유도 및 특성 분석 

- 섬유소 분해 유전
자 연구 

- 고온성 돌연변이
체 유도 

- 유전자 특성 
분석 

- 돌 연 변 이 체 
선발여부

- SCI 논문 
100

2. 방사선육종 유전자원 대상 변이 메카니즘 기초연구 100

2-1. 방사선육종 
유전자원 대상 유전
체 구조 및 유전자 

- 이온화에너지원
(Biorisk 노출, 양
성자빔) 별 벼 유

- 전장유전체 정보
(WGS) 및 전사체
(RNA seq.) 정보 

- Mutant pool 
구축 여부

- 유 전 자 원 의 
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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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현차이 검정

전체 연구용 
TILLING 집단 구
축 및 
Phenotyping(DB)

- 식물영향 생리, 생
화학적 지표성분 
검정

- 표현형 변이 방사
선육종 유전자원의 
변이 유전체 탐색

확보 및 관련 분석
유전체 및 전
사체 데이터 
생산 및 분석 
결과

- SCI 논문

2-2. 방사선육종 
유전자원 유용 대사
체 스크린 및 생합
성 메카니즘 변이 
연구

-유색밀 안토시아닌 
관련 유전자 발현과 
함량간의 연관성 검
정

- 덴드로븀(철피, 금
채, 방사선육종자
원) 추출물 확보 및 
LC 분석조건 확립

- 품종별 유용 대사
체 비교 분석 및 5
종 이상의 대사체 
분리 구조분석

- 덴드로븀 추출물 
획득여부

- LC 분석조건 확
립 및 유용 대사체 
분석 

- 확보 대사체 데이
터

-지표성분 5종 
이상 분리 및 
구조분석 완료
- SCI 논문

100

2-3 방사선 특이 
반응유전자 선발 및 
기능규명

-벼 복합방사선 반응 
특이유전자 선발 (2
종 :
OsSARD1/OsJAC1)

-기능 검정 및 스트
레스 반응, 세포내 
기능 위치 확인

- 선발유전자 기능
규명 및 형질전환
체 제작

- 환경스트레스 반
응 및 세포내 위치 
확인

- SCI 논문
- 형질전환체 100

3. 방사선육종 유전자원 Genebank 종합관리시스템 구축 100

3-1. 방사선육종 
유전자원 , 오믹스 
빅데이터 확보 및 
DB화

-육성 작물별 데이터 
수집 및 표준화

-표준화데이터 및 이
미지 업로드

- 저온저장고 유전자
원 QR코드 관리시
스템 도입

- 자원별 오믹스 데
이터 업로드

- 저온저장고 두류 
유전자원 3,000점 
대상 QR코드 관리
시스템화

- 자원별 오믹스 데
이터 
: 벼 5건, 콩 3건

- QR코드 관리
시스템 구축실
적

- 축적 DB
100

3-2. 방사선육종 
유전자원 전용 종합
관리시스템 구축 및 
활용

-자체구축 홈페이지 
구축 및 메뉴 수정, 
보완

- 활용예정 산학연 
연구자 대상 수정보
완 요구도 조사

- 구축 홈페이지
- 메뉴 수정보완 사

항

- 요구도 시스
템 반영여부

- 시스템 활용
여부

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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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유용 돌연변이 창출을 위한 고효율 변이유기 방사선 기술 및 ICT기반 선발/
분석 시스템 개발 100

4-1. 생물 돌연변
이 유기효율 극대화 
기술 개발

- 광합성 억제인자 
전처리/ 화기 방사
선 조사에 따른 변
이효율 검증 

- 목표형질별 변이효
율 극대화 최적조건 
탐색

- 변이효율 검증 데
이터

- 관련 유전자 발현 
분석

- 유전자원 pool 확
보

- 변이효율 검
증 데이터

- 관련 유전자 
발현 분석

- 유 전 자 원 
pool 확보 

100

4-2. ICT기반 작물 
고효율 선발/분석 
시스템 구축

- ICT기반 고효율 육
종 플랫폼 설치 협
의

- 방사선유전자원 적
용 최적화 시스템 
설계

- 플랫폼 설치 장소 
모색

- 관련업체 contact
-관련협의(3차 

회의) 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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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절 관련분야 기여도

1. R&D 연구분야

가. 첨단 방사선육종 기술과 생명공학 기술을 융합하여 친환경바이오 산업소재용 생물
종의 유용 유전자원을 대량 창출하고, 우수 품종의 개발 보급과 소재 활용 융합 
연구를 통한 신성장동력 산업화 및 블루오션 창출

나. 첨단 방사선육종 기술과 최신 Bioinformatics 기술을 활용하여 방사선육종 유전자
원 전용 유전체 분석 파이프라인 구축을 통한 융 복합 시너지 효과 창출

2. 융합연구 분야

가. 방사선육종기술과 생명공학기술(분자생물학, 조직배양)을 접목하여 방사선육종 첨단
화에 기여 할 수 있는 융 복합 실용화 기술개발

나. 한국생명공학연구원 유전체 분석팀과의 융 복합연구를 통한 돌연변이 유전자원 전용 
유전체 분석용 파이프라인 구축을 통해 육성 자원에 대한 신속하고 객관화된 데이
터 해석이 가능

다. 현 단계에서 미세조류를 활용한 Bioremediation과 관련된 협력연구는 원내 생명공
학연구부 RI Biomics 연구 팀과 협업 예정에 있으며, 차기단계 계획 중인 산업소
재용 가공적성 평가 및 미세조류 산업소재 활용 연구는 원내 공업환경연구부와 협
력연구를 진행할 예정

3. 기술실용화 분야

가. 방사선 변이 유용 미세조류와 생명공학 분석기술을 활용한 전분, 지질 생합성 관련 
유전자 지식재산권 확보, 생합성 재설계 연구를 통한 유용 방사선 변이체를 실용화 
추진

나. 방사선육종 관련 산 학 연 연구자가 활용할 수 있는 유전체 분석 tool 제공
다. 미세조류를 활용한 Bioremediation 가능성 검정 후 실용화 연구분야로 연구 범위 

확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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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장 

연구개발결과의 활용계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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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장 연구개발결과 활용 계획

제1절 바이오 산업소재 케나프 SSR 마커

방사선육종 중인 돌연변이 케나프계통의 변위부위 검정 및 Hibiscus 속 타작물로 확대 
적용을 통한 작물 간 유연관계 분석에 활용. 케나프 유전자원 개화시기 구별을 위한 마
커시스템으로 활용가능

제2절 산업소재용 케나프 품종 ‘장대, 백마, 적봉’

섬유, 제지, 철도합성침목, 가축사료, 바이오플라스틱 등 친환경소재 등 다양한 용도로 

활용 가능. 현재 새만금 간척지 및 논 실증재배 등 전북지역 특화산업 육성을 추진 중에 

있음

제3절 바이오에너지용 방사선변이 미세조류 ARTI-BE1&BE2

1. 바이오 에너지 생산용 플랫폼 적용을 통한 대량배양, 활용한 실용화 연구 및 전분 
고축적 변이기작 규명을 통한 생합성 key regulator 유전자 선발

2. 고전분 함유의 특징을 가지는 미세조류 2종을 대상으로 갑상선 암치료 목적으로 활
용되는 방사선동위원소 요오드(I) 흡착을 통한 환경 정화 

제4절 고효율 변이유기 육종기술

모델식물인 애기장대를 대상으로 광합성 억제인자 전처리와 방사선 병행조사를 통해서 
엽색 변이효율이 증대됨을 확인할 수 있었으며, 이를 실제 엽색변이가 중요시 되는 난 
작물에 적용하여 변이 유기 극대화 효과 실현

제5절 구축 홈페이지 및 작물별 정리DB 데이터

1. 관련 산 학 연 연구자들에게 등록 유전자원에 대한 객관적인 데이터 제공가능 및 
분양 지원 서비스를 제공

2. Intra-net 품종 포장형질 정보 공유를 통한 연속성 있는 작물 육성체계 마련
3. 유전자원은행(Genebank) 사업의 추진 및  국내 유일의 돌연변이 유전자원 전용 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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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관리 시스템 기반마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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